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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교사

의 교수역량은 교육학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변인으로 인식

되어 왔다. 특히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Teaching Competency)

은 실제 교수 상황에서 교사가 교과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실천적 수행 능력으로 학교 교육현장에서 매우 중요

한 변인이다. 그리고 학습흥미 또한 학업적 상황과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심리적 상태로 학습동기 및 교육성과와 관련이 깊은 변

인이기에 학교 교육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 수업 만족도

와 학업성취도는 각각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 및 인지적 영역의 학

습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에 교육성과의 대표적인 지표이다.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중요한 변인들인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이나 학습흥미와 교육성과(수업 만족도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실천적

교수역량, 학습흥미, 교육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경험과학적으로

검증하고자 진행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에

기반하여 각 변인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중국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활용하여 실천적 교수역량, 학습

흥미, 교육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중국 고등학생이 지각한 수학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이 교육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중국 고등학생이 지각한 수학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이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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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흥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중국 고등학생의 수학 학습흥미는 교육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4. 중국 고등학생이 지각한 수학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이 교육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수학 학습흥미가 매개하는가?

5. 성별은 중국 고등학생이 지각한 수학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이 수학 학습흥미를 매개로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

는가?

이러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기존의 수학 학습흥미 척도를 수정·보

완하여 활용하였다. 수학 학습흥미 척도는 ‘수학 교과 흥미’와 ‘수

학 수업 흥미’ 두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하위영역당 6

개의 문항씩 총 12개 문항(2개 하위영역×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척도의 구인타당도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하였고 신

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수학

학습흥미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수집을 위해 중국 H성 소재 L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

년 학생 211명을 대상으로 본검사를 실시하였고 결측치를 제거한

199개의 사례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때 변인 간 관계에 있어

시간의 선후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자 2022년 3월에 박숙현(2015)

의 ‘중학생이 지각한 수학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척도를 활용하

여 학생들이 지각한 실천적 교수역량을 측정하였고, 약 3주 후에

‘수학 학습흥미’ 척도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수학 학습흥미를 측정

하였다. 그리고 4월에 진행된 중간고사 성적을 수집하고 약 3주

후에 Beak et al.(2019)의 ‘수업 만족도’ 척도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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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통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조건부과정분

석 등을 실시함으로써 고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

량, 수학 학습흥미, 교육성과(수업 만족도와 학업성취도)의 구조적

관계를 점검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고등학생이 지각한 수학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은

수학 학습흥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중국 고등학생이 지각한 수학 교사의 실

천적 교수역량이 수학 학습흥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 계

수는 0.32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둘째, 중국 고등학생이 지각한 수학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은

교육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중국 고등학생이 지각한 수학 교사의 실천적 교

수역량이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 계수는 0.170,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 계수는 0.402로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각 p<.01, p<.001).

셋째, 수학 학습흥미는 교육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수학 학습흥미

가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 계수는 0.707,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 계수는 0.408로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p<.001).

넷째, 수학 학습흥미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

고자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추정된 직접효과(실천적 교수역량→수

업 만족도; 실천적 교수역량→학업성취도)와 간접효과(실천적 교수

역량→수학 학습흥미, 수학 학습흥미→수업 만족도; 실천적 교수역

량→수학 학습흥미, 수학 학습흥미→학업성취도)의 통계적 유의성

을 Sobel 검증과 붓스트래핑(bootstrapping) 검증을 통해 확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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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증 결과 중국 고등학생이 지각한 수학 교사의 실천적 교수

역량이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의 표준화 계수는 0.170으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수학 학습흥미를 매개로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표준화 계수는 0.22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각 p<.01, p<.001). 중국 고등학생이 지각한 수학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의 표준화 계수는 0.402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수학 학습흥미를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표준화 계수는 0.13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1). 따라서 중국 고등학생이 지각한 수학 교사의 실천적 교

수역량이 수학 학습흥미를 매개로 수업 만족도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조건부과정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수학 학습흥미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에서 성별의 조절효과에 대한 표준화 계수가 –0.139로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p<.05). 또한 조절변수를 투입하였을 때 중국 고등

학생이 지각한 수학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이 수학 학습흥미를

매개로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남녀 집단 차이 즉 조절된 매개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이 연구에서는 중국 고등학생이 지각한 수학 교사의 실

천적 교수역량이 수학 학습흥미와 교육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으며, 수학 학습흥미 역시 교육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수

학 학습흥미는 중국 고등학생이 지각한 수학 교사의 실천적 교수

역량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은 수학 학습흥미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

향에서 조절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

학 학습흥미와 교육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사의 실천적 교수

역량이 중요하며, 따라서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과 학생의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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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를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중국 고등학생, 실천적 교수역량, 수학 학습흥미, 수업 만족

도, 학업성취도, 구조방정식 모형

학번: 2020-25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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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중국에는 "과학기술은 제1의 생산력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지식정

보사회에 들어선 이래 지식과 기술의 신속한 발전은 경제, 사회, 문화 등

의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

에서 세계 각국은 과학과 교육의 발전을 국가의 종합실력 향상의 기초로

여기고 모두 인재의 양성과 교육의 질적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 교육이란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와 사랑으로 맺어진 인간관계를 전제로 하여, 학생의 지

식, 기능, 태도 등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하기 위해 개인의 소

질, 특성,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다(백순근, 2000).

교육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교사는 학교 교육에 있어 아주 중요한 주

체 중의 하나이다. 또한 교사는 교수·학습 활동을 계획 및 조직하고 학

생들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많은 시간을 학생들과 함께 보내기에

교사의 역량이 학생의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중

에서도 교사의 교수역량은 학생의 교육성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백순

근 외, 2007; 황은희, 2008).

교사의 교수역량은 교과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

적, 실천적 교수역량의 총체로서, 이론적 교수역량은 교사가 성공적으로

교과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적 이해 능력을 의미하고, 실천적

교수역량은 실제 교수 상황에서 교사가 교과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실천적 수행 능력을 의미한다(백순근 외, 2007). 즉 이론적

교수역량은 교사가 가르치는 교과 및 학생에 대한 교육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 실천적 교수역량은 교사가 교과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학생들에게 얼마나 잘 전달하고 이해시키느냐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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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다.

그러나 교수역량을 체계적으로 이론적 교수역량과 실천적 교수역량으

로 분류하여 독립적으로 본지는 시간적으로 오래되지 않았고 그전에는

교사의 풍부한 전공 지식 및 교육에 대한 이론적 지식 등을 포함하는 이

론적 교수역량을 더 중시하는 현상이 존재하였다(이재열, 2018). 하지만

교사의 이론적 교수역량만 강조하고 실천적 교수역량을 홀시한다면 교사

들은 풍부한 이론적 지식은 가질 수 있지만 가르칠 줄 모르기에 주입식

교육의 성행을 조장할 것이다.

한편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기존에 시행되던 일방적인 지식 전달

식의 교육은 더 이상 시대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 교사의 주입식 교

육이나 암기식 교육이 학생들의 실제적인 능력 즉 역량의 함양에 도움을

주지 않고 학생들의 학습 흥미, 수업 만족도 등 정의적 영역에도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소경희, 2007; 钟启

泉 중치쵠, 有宝华, 여우보화, 2004). 이에 비해 실천적 교수역량은 교과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실천적 수행 능력 즉 가르치는

내용과 교실 활동을 적절하게 계획 및 조직할 수 있고 학습자와 열정적

으로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교수･학습 상황을 조정하기 위

하여 적절한 행동 전략을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러한 상

황을 완화할 수 있기에 현재 학교 교육현장에서 아주 중요한 변인이다.

중국에서도 백년대계는 교육이 본질이고 교육대계는 교사가 본질이라

고 주장하며 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에서 교사

의 질을 높이고자 <관여 전면심화신시대교사대오건설개혁의 의견> 및

<관여 실시탁월교사배양계획2.0의 의견> 등 정책을 발표하였다(教育部

교육부, 2018; 中共中央 国务院 중공중앙 국무원, 2018). 이러한 정책들에

서도 교사 교육의 교육과정을 교수 실천과 연계하고 교생실습 기간을 연

장하는 등 조치로 예비교사의 교수 실천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야 하고 현직 교사들의 교수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고 교사들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운용하여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등 내용이 강조되고 있다. 이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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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교사들의 교수역량 특히 실천적 교수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과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이렇듯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관련 선행연구에서 이론적 교수역량

과 실천적 교수역량을 구분하여 진행한 연구는 많지 않았고 대부분 연구

는 이론적 교수역량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연구 주제로는 교수역량에

대한 탐색과 모델링(곽영순, 2015; 최진영 등, 2009), 교수역량 증진 프로

그램 개발과 교육요구도 분석(양은하, 정재삼, 2010; 허유성, 남창우, 200

8)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교사가 가지고 있는 이론적 교수역량, 즉

교과목과 교수 및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실제로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실천적 교수역량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

실천적 교수역량의 효과 즉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미비

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실천적 교수역량의 효과 특히 학생들이 지각한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이 학생들의 교육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교사의 교수 상대는 학생들이기에, 최종적으로 학생들

이 교사의 교수역량을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이

다. 때문에 학생들의 관점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을 지각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나아가 교육성과를 대표하는 전형적

인 지표인 학업성취도 및 수업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함으로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의 효과를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지각한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이 교육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학습흥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

다. "아는 것이 좋아하는 것보다 못하고, 좋아하는 것이 즐기는 것보다

못하다.", "흥미는 가장 좋은 스승이다." 등 많은 명언으로부터 흥미가 학

습에 대한 중요성을 알 수 있다. 특히 치열한 입시 경쟁, 양으로 승부 보

는 교육,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흥미가 많이 떨

어진 한국, 중국 등 나라에서는 흥미 등 정의적 특성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중국에서 발표한 <국가중장기교육개혁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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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강요(2010-2020)>에서도 학생들의 학습흥미를 충분히 촉발해야 한다

고 규정하였고 <의무교육질량감측방안>에서도 학습흥미를 중요한 평가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많은 연구자들이 학습흥미를 교육성과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전제 변인(김현진, 정재학, 2011; 정이화, 2015)으로

만 여기지 않고 그 자체가 가지는 가치를 인식하고 학습흥미를 교육성과

의 하나로 보고 있다(何旭明 허쉬밍, 陈向明 천샹밍, 2008; 李淼云 等 리

먀오윈 외, 2019). 한편 직접적으로 실천적 교수역량이 학습흥미에 영향

을 미친다는 연구는 없으나 실천적 교수역량의 하위요인들 및 연관된 변

인이 학습흥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는 연구들이 있었고

(김민선, 최보금, 2016; 전병철, 2014), 또 많은 연구에서 이미 학습흥미

가 교육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주영주, 이종희, 김선희, 2011; 何

声清 허성칭, 綦春霞 치춘샤, 2018)고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흥미가

실천적 교수역량과 교육성과 간에서 매개효과로 작용할 것이라 예상한

다. 그러나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학습흥미 및 교육성과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는 없었고 학습흥미를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탐

구하는 연구 또한 찾기 힘들었다.

더하여 이 연구에서는 실천적 교수역량이 학습흥미를 매개로 교육성과

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의 조절 효과까지 검증하고자 한다. 한국, 중국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수학 등 수리적인 과목에서 학습흥미, 성취도

가 더 높은 수준을 보일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으며 학습흥미, 학업성

취도 등에 있어 성별 차이는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사였다. 또한 많은 경

험적 연구에서도 수학 학습태도, 학습흥미, 학습불안, 학업성취도 등에서

성별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고하였다(고정화, 도종훈, 송미영, 2008; 유양

석, 2014; 황선욱, 유경훈, 2018; 郝连明 하오렌밍, 綦春霞 치춘샤, 2016;

胡军 후쥔, 詹艺 짠이, 2020). 뿐만 아니라 성별의 다름에 따라 학습흥미

가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 또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는 선행연구가 있

다(주영주, 이종희, 김선희, 2011). 그러나 실천적 교수역량, 학습흥미, 교

육성과 등 변인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동시에 성별을 조절변

수로 투입하여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연구에서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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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지각한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이 수학 학습흥미를 매개로 학업성

취도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수학 교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려는 이유는 수학은 ‘수포자’

라는 말이 나올 만큼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심지어 수

학에 대한 두려움, 불안 정서를 가지는 학생들도 있다. 더하여 PISA,

TIMSS 등 보고서에서는 한국, 중국은 수학 교과에서는 성취도 등 인지

적 영역 성취와 흥미 등 정의적 특성 간에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고하

고 있다. 이에 수학 교과는 인지적 및 정의적 영역에서 성취 수준 차이

가 비교적 크다고 판단하여 수학 교과를 중심으로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

량과 학습흥미, 교육성과 간의 관계를 탐구하고자 한다.

요컨대 이 연구에서는 수학 교과를 중심으로 중국 고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학습

흥미의 매개효과 및 성별의 조절 효과 또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적용하여 변인들 간의

인과 관계를 분석할 예정이다.



- 6 -

2. 연구 문제

이 연구에서 다루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중국 고등학생이 지각한 수학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이 교육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중국 고등학생이 지각한 수학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이 수학 학습흥

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중국 고등학생의 수학 학습흥미는 교육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

4. 중국 고등학생이 지각한 수학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수학 학습흥미가 매개하는가?

5. 성별은 중국 고등학생이 지각한 수학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이 수학

학습흥미를 매개로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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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가. 교수역량의 의미

역량(competency)이라는 개념은 1959년에 발표된 White의 연구에 의

해 소개되면서 처음 등장하였다. White(1959)는 역량을 높은 동기와 연

관이 있는 개인 특성으로써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개인

의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하버드대학에서 동기와 성취를 연구하던

McClelland 교수는 미국 정부의 의뢰를 받고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는

직원의 태도와 행동을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는 직원들을 고성

과자와 저성과자로 나누어 두 그룹 간의 차이를 밝히려고 하였지만 학

력, 지능, 인종 등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고성과자 집단만이 지니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하고 이를 역량

(competence)이라고 정의하였다. 역량은 직무에서의 성공이나 성공적인

삶을 예측하는데 표준화된 심리, 지능 검사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인 개념이라고 제기되였다(McClelland, 1973). Spencer와

Spencer(1993)는 역량을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구체적인 준거나 기

준에 비추어 평가했을 때, 효과적이고 우수한 성과의 원인이 되는 개인

의 내적 특성으로 정의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역량은 또 지식, 기술, 자

아개념, 특질, 동기 등 5개 구성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종합하면 역량을 특정 상황이나 맥락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의 총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역량은 인

지적 영역의 지식이나 시험점수로만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

라 직무나 과제의 성공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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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역량(teacher competency)은 역량의 개념을 교사 직무 상황에

도입하여 도출한 것으로 교사가 직면하는 과제나 직무에 성공적으로 수

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의 총체로 정의할 수 있다. 교사가 교

육 현장에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들로는 일반적으로 교과교육, 생활지도,

행정업무, 학생과의 관계, 학부모와의 관계, 동료 교사와의 관계, 자기계

발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백순근, 2005). 즉 교사의 역량은 교사가 이런

업무별로 특정 상황맥락에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총체, 즉 직무별

역량들로 구성된다.

그중에서도 교수역량(teaching competence)은 교사의 본질적인 업무인

학생을 가르치는 것과 관련된 역량으로 교사가 가져야 하는 가장 핵심적

인 역량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강석주, 2004; 이재열, 2017). 최미나

(2006)는 교수역량을 가르침이 일어나는 맥락에서 형성되는 복잡한 활동

에 관련되고, 교육훈련과 개발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

의 집합체로 정의하였고 강동희(2021)는 교수역량을 교수자가 교수･학습

의 복잡한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의 집

합체로 정의하였으며 슝스펑과 허치중(熊思鹏, 何齐宗, 2016)은 교수역량

을 성공적으로 수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사의 개인 특질군으

로 정의하였다.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교수역량은 “교과교육을 성공적

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사의 지식, 기술, 태도의 총체”로 정의되어 왔

다(강동희, 2021; 백순근 외, 2007; 최미나, 2006; 熊思鹏 슝스펑, 何齐宗

허치중,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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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천적 교수역량의 의미

백순근 외(2007)는 이론적 교수역량과 실천적 교수역량이 혼합되어 논

의되는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교수역량

을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교수역량을 이론적 교수역량과 실천적 교수역

량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이론적 교수역량은 교사가 성공적으로 교과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적 이해 능력으로 ‘아는 능력’과 관련

이 깊다. 반면 실천적 교수역량은 교사가 성공적으로 교과교육을 수행하

기 위해 필요한 실천적 수행 능력으로 ‘행하는 능력’과 관련이 깊다. 예

컨데 수업을 진행할 때 그 수업의 내용 즉 교과 지식에 대한 이해, 지식

을 적절히 전달할 수 있는 교수 방법에 대한 이해, 수업 내용에 대해 적

절히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 등이 이론적 교수역량에 포함될 수 있

고 상황에 맞게 수업을 조직하는 능력, 준비한 수업 내용을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 학생들과 수업에 대해서 의사소통하는 능력

등이 실천적 교수역량에 포함될 수 있다.

이론적 교수역량과 구별되는 실천적 교수역량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백순근 외, 2007)(<표 Ⅱ-1> 참조).

첫째, 실천적 교수역량은 수행 지향적 능력이다. 즉 행동적으로 드러나

는 교수역량을 말한다. 이론적 교수역량이 교과 지식이나 교수 방법에

대해 아는 것이라면 실천적 교수역량은 실제적으로 적절한 교수 방법을

적용하여 교과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을 말한다. 즉 교과 지

식이나 교수 방법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천적

으로 드러내지 못하면 실천적 교수역량에 속하지 못한다.

둘째, 실천적 교수역량은 상황맥락적이고 특수사례적인 능력이다. 동일

한 내용을 가르치더라도 학급 전체적인 학습 능력이나 학습 진도, 학생

개개인의 흥미나 태도, 특성 등에 따라 교수･학습이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 또한 수업이 계획된 대로만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고 수시로 돌발

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교사가 개인의 경험, 사회 문화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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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거하여 돌발적인 상황을 잘 대처하면서 교수를 순조롭게 이어가는

능력이 실천적 교수역량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실천적 교수역량은 암묵적･절차적･방법적 지식과 높은 관련성이

있다. 암묵적 지식은 글로 표현되거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존재하며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유효한 지식이

다. 즉 실천적 교수역량은 실제 교수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효과적

으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교수 방법이나 전략의 실제 운용 능력과 같

은 표현이 어려운 암묵적･절차적･방법적 지식과 관련이 높다.

넷째, 실천적 교수역량은 실천 전문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실천적 교수역량은 상황맥락적이고 암묵적 지식과 연관성이 높

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일반화하여 평가하기 부적절할 수 있다. 교수 실

천 중의 교수 방법, 전략의 선택과 적용 등이 효과적이고 적절한가는 이

영역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실천 전문

가에 의해서 종합적이고 정확하게 판단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천적 교수역량은 행동 전략과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 실

천적 교수역량이 교수·학습 상황에서 ‘행하는 능력’인 만큼 교수·학습 활

동을 계획 및 조직, 학생들과 의사소통, 교수·학습환경 조성 등 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 전략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 또

한 교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험, 지식 등을 실제 교수 상황에 적절히 적

용하여 대처하는 능력 또한 행동 전략과 높은 관련성을 가진다.

이론적 교수역량 실천적 교수역량

-학문 지향적 능력

-보편적, 일반적 능력

-형식적･선언적･내용적 지식과의

높은 관련성

-이론적 전문가에 의한 판단 중시

-인지 전략과 깊은 관련성

-수행 지향적 능력

-상황맥락적, 특수사례적 능력

-암묵적･절차적･방법적 지식과의

높은 관련성

-실천 전문가에 의한 판단 중시

-행동 전략과 깊은 관련성

<표 Ⅱ-1> 이론적 교수역량과 실천적 교수역량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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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천샹밍(陈向明, 2009)은 교사의 실천적 지식에

대하여 교사가 자신의 교육･교수 경험에 대하여 반성하고 종합적으로 요

약하여 얻은 교육･교수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하였고 ‘주체’, ‘문제상황맥

락’, ‘행동 중 반성’, ‘신념’ 등 4가지 특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주체’는

실천적 지식의 주체가 교사임을 의미하고 교사의 경험과 실천을 근원으

로 하며 교사 개인의 생활 경력, 교수 경험, 신념의 다름에 따라 실천적

지식도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상황맥락’은 교사의 실천적 지식

이 교수 상황 맥락을 벗어나지 못하고 오로지 교수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교사 개인만의 독특한 판단력, 행동력, 교육적 재치가

드러남을 의미한다. ‘행동 중 반성’은 교사가 전문가로서 보유하는 독특

한 사고, 판단, 결정방식 등을 의미하는데 동적이고(动態), 령활하고(灵

活), 형성적이며 행동 중 지식(knowing-in-action)의 특성을 가진다. ‘신

념’은 실천적 지식의 진위 혹은 유효성은 다음번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

에서 검증되고 갱신되며 또한 계속해서 형성되고 풍부해지는 과정을 의

미한다.

이외에도 ‘교사 전문성’, ‘교사 효과성’ 등과 같은 교수역량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구인이 있다. 교사 전문성은 “교과에 대한 지식, 교과를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수 능력, 학생 상담 및 지도 능력, 학급 관리 능력,

교육적 안목·가치관·태도, 평생학습자로서의 자기 계발 능력 등의 총합”

을 가리키고 교사 효과성은 “교사 특성 및 교수 행위가 교실 수업의 교

육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김혜숙, 2003; 조영남, 2001). 교사

전문성은 교수 능력 외에도 교사가 지녀야 할 많은 능력을 포함하고 있

기에 교과 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에만 초점을 맞

추는 교사의 교수역량과는 차별점이 있다. 또한 교사 효과성은 교육성과

를 중심으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능력을 중시하기에 교수역량과

강조하는 초점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더하여 교사 전문성 및 교사 효과

성 모두 교사의 능력에 대해 명확히 이론적 이해 능력과 실천적 수행 능

력을 구분하지 않고 두 능력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천적 교수역량

과 차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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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은 교사의 핵심적인 역량인 교수역량의

하위역량으로 이론적 교수역량과 구분하여 교과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

하기 위해 필요한 실천적 수행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수행 지향적

이고 상황맥락적, 특수사례적이며 암묵적･절차적･방법적 지식과 관련성

이 높고 실천 전문가에 의해 판단되며 행동 전략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

는 등 특성을 지닌다(백순근 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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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의 구성요인

이처럼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은 교과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필요한 실천적 수행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양한 연구에서 실

천적 교수역량의 구성요인을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

다.

최미나(2006)는 대학 교수가 교수･학습에서의 역할을 지식을 사전에

조직하는 교수설계자, 내용을 적절히 전달하는 촉진자, 학습 결과에 대해

타당하게 평가 및 수업 전반을 모니터링하는 평가자의 3가지 역할로 나

누어 역량을 도출하였다. 역량들은 또 핵심역량과 기본공통역량으로 나

누며 총 18개로 구성되였다.

백순근 외(2007)는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수역량에 대

하여 정의를 내렸으며 교수역량을 이론적 교수역량과 실천적 교수역량으

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이후 전문가와 현직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이론

적 교수역량과 실천적 교수역량의 구성요인을 도출하였다. 이중 실천적

교수역량은 ‘계획과 조직’, ‘의사소통능력’, ‘학생과의 상호작용’, ‘교수·학

습환경 조정’, ‘성의와 열의’ 등 구성요인을 포함하였다.

오선우(2012)는 초등학교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검사도구를 개발 및

타당화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수업능력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초등학교 교사 11명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초점집단인터뷰를 실행하

여 초등학교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구성요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전문

가집단과 교육대학교 교육 실습생들을 통하여 내용타당도, 구인타당도,

준거타당도, 결과타당도 등 타당도 검증을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수업

계획’, ‘의사소통’, ‘상호작용’, ‘수업전략’, ‘태도 및 분위기’, ‘평가’ 등 요인

으로 초등학교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을 구성하였다.

구경희(2020)는 선행연구 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대학 교수자의

교수역량 구성요인과 진단척도 초안을 만들고 전문가 패널들에게 2회에

거쳐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여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다. 결과적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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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역량을 구성하는 하위역량 2개와 교육역량을 구성하는 하위역량 3개를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육자로서의 태도 및 자세’, ‘학교에 대한 이

해’, ‘교과 분석 및 설계’, ‘강의운영’, ‘평가 및 환류’ 등이 교수역량을 구

성하는데 모두 실천적 교수역량과 연관이 있다.

강동희(2021)는 선행연구 분석과 델파이 조사를 통해 대학 교수자의

교수역량 구성요인을 도출하고 다시 델파이 조사, 초점집단인터뷰, 예비

검사, 본검사를 차례로 실시함으로써 내용타당도 및 구인타당도를 확보

하였다. 최종적으로 그는 교수역량을 ‘교수･학습 기본 역량’, ‘교수･학습

설계 역량’, ‘교수･학습 실행 역량’, ‘교수･학습 성찰 역량’으로 구성하였

는데 실천적 교수역량과 연관되는 ‘교수･학습 설계 역량’과 ‘교수･학습

실행 역량’은 각각 6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허치중과 슝스펑(何齐宗, 熊思鹏, 2015)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교수

역량의 잠정 구성요인을 도출하고 전문가 패널들에게 델파이 조사를 3차

례 진행하여 교수역량을 확정하였다. 그들이 개발한 교수역량 모델은 ‘지

식소양’, ‘교수능력’, ‘직업품격’, ‘인격특징’ 등을 포함하였다. 실천적 교수

역량과 관련되는 ‘교수능력’, ‘직업품격’은 구체적으로 ‘교수설계’, ‘교수실

시’, ‘교수연구와 개혁’, ‘직업태도’, ‘직업정서’, ‘직업추구’ 등으로 구성되었

다.

짱지에(张杰, 2021)는 선행연구 분석과 행동사건 인터뷰를 통하여 초등

전과 교사의 교수역량을 모델링 하였다. 교수역량은 ‘인지 능력’, ‘교수

능력’, ‘직업 태도’, ‘개인 동기’, ‘개인 품질’ 5가지 하위역량이 포함되었

다. 이중 실천적 교수역량에 속하는 ‘교수 능력’을 구체적으로 보면 ‘의사

소통능력’, ‘교과교수능력’, ‘학급관리’, ‘교수에 대한 반성’, ‘문제해결능력’

등이 포함된다.

Etta, Ruth Hollins(1993)는 다문화 배경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량을 측정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교사의 역량을 ‘다양

한 학습자와 의사소통하는 능력’, ‘교과와 학생에 대해 아는 능력’, ‘반성

적 교수’, ‘자원 확정’, ‘지지적 환경 조성’, ‘인간관계’, ‘학습자 촉진 능력’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중 ‘교과와 학생에 대해 아는 능력’ 빼고 모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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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적 교수역량과 연관 있음을 알 수 있다.

Sumaryanta 외(2020)는 교사 평가의 시각으로 교사의 역량을 측정하

고 교사의 전문성 제고에 시사점을 찾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들은 인

도네시아 정부에서 제작한 교사 역량 진단 도구를 사용했는데 교수역량

과 전문역량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교수역량은

모두 실천적 교수역량과 상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밝힌 실천적 교수역량 구성요인을 요약

하자면 <표 Ⅱ-2>와 같다.

선행연구 구성요인

최미나

(2006)

교수설계자

-핵심역량: 코스분석력, 수업계획서 작성 능

력, 학습환경 조성 능력

-기본공통역량: 창의력, 입체적 사고, 감수성

학습활동

촉진자

-핵심역량: 주의환기 능력, 학습내용이해 촉

진력, 학습활동 정리 능력

-기본공통역량: 유연성, 열정, 학습자에 대한 애정

평가자

-핵심역량: 학습자 준비도 평가, 학습 진척

모니터링, 학습 결과 평가

-기본공통역량: 공정심, 분별심, 평정심

백순근 외

(2007)

계획과 조직

-내용간의 상호연계

-학습내용의 분량과 난이도

-시간배분의 적절성

의사소통능력

-언어적 의사소통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업 보조자료 활용

학생과의

상호작용

-적절한 질문과 대답유도

-학습 동기 유발

-적절한 피드백

교수･학습

환경 조성

-주의 집중

-교육적 분위기 조성

-물리적 환경 조성

<표 Ⅱ-2> 실천적 교수역량 구성요인



- 16 -

성의와 열의

-수업준비도

-수업에 대한 몰입

-학생에 대한 관심과 애정

오선우

(2012)

수업계획

-실태파악

-수업모형

-학습조직

-내용간의 상호연계

-학습내용의 분량과 난이도

상호작용

-언어적 의사소통능력

-비언어적 의사소통능력

-적절한 발문

-학생의 반응과 적절한 피드백

-학습태도

수업전략

-자료 활용

-동기 유발

-주의 집중

-칭찬 및 강화

태도 및

분위기

-허용적 분위기 조성

-물리적 환경 조성

-수업에 대한 몰입

-학생에 대한 관심과 애정

평가 -형성 평가

구경희

(2020)

기본역량

-교육자로서의 태도 및 자세: 직업윤리 준수,

자신만의 교육 철학 수립, 학생 존중 및 수

용, 연구 수행 및 관리, 교수활동에 대한 책

임감

-학교에 대한 이해: 학교의 교육이념 이해,

학교의 교육이념 실 천

교육역량

-교과 분석 및 설계: 교과 전문성, 학습자 분

석, 교수-학습 계획 수립 및 개발

-강의운영: 효과적인 교수-학습 실천, 수업

내 커뮤니케이션, 학생 참여 촉진

-평가 및 환류: 학생평가, 환류 실행, 교수자

로서의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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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희

(2021)

교수학습

설계역량

-학생특성 분석

-역량기반 목표 설정

-내용 조직화

-평가벙법 설계

-수업방법 설계

-테크놀로지 설계

교수학습

실행역량

-수업분위기 조성

-유연한 수업 실행

-내용이해 촉진

-학습참여 촉진

-테크놀로지 활용

-평가 및 피드백 제공

허치중

슝스펑

(何齐宗

熊思鹏

2015)

교수능력

-교수설계: 교수목표설정, 교수대상분석, 정보

획득과 처리, 교수내용설정, 교수방법선택

-교수실시: 학급조정, 언어표현, 교수시행, 교

육적 기술 응용, 학생 계발, 격려, 학생과 상

호작용, 교수평가

-교육연구와 개혁: 교수에 대한 반성, 교수연

구, 교수개혁

직업품격

-직업태도: 책임감, 진취심, 엄밀함

-직업정서: 학생에 대한 관심과 사랑, 교수에

대한 열정, 직업적 정체성

-직업추구: 직업 이상, 직업신념, 직업 경지

짱지에

(张杰

2021)

교수 능력

-의사소통능력

-교과교수능력

-학급관리

-교수에 대한 반성

-문제해결능력

Etta, Ruth

Hollins

(1993)

교사의 역량

-다양한 학습자와 의사소통하는 능력

-반성적 교수

-자원 확정

-지지적 환경 조성

-인간관계

-학습자 촉진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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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교수역량을 교사가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직무에 필요한 다

양한 역량 중의 하나로 포함시켜 진행하는 연구도 있었다. 즉 ‘교사 역

량’, ‘교사의 핵심역량’, ‘교사의 직무역량’ 등에 교수역량을 포함시켜 진

행한 연구들도 있었다(강석주, 2003; 문의경 외, 2016; 임정준 외, 2011).

강석주(2003)는 높은 직무성과를 보이는 중등교사의 역량들을 규명하는

중등교사 역량모델링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문헌분석을 통해 교사의

직무요구와 성과 준거를 고찰하고 선행연구와 결합하여 잠정 역량들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전･현직 교장 선생님들과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진행

하고 현직 중등교사들에게 동의 정도(중요성 인식)를 받아 중등교사의

역량 모델을 확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중등교사 역량 모델에는

‘교과전문성’, ‘학생사랑 정신’, ‘교육경력 개발’ 등 9가지 역량들이 포함되

었다. 문의경 외(2016)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교사의 잠정 핵심역량을

도출하고 교육학 및 교과교육 전문가와 현장 교사들로 구성한 전문가 집

단을 통해 2차례의 전문가 협의회를 실시하여 최종적인 핵심역량을 도출

하였다. 이 연구에서 도출한 교사의 핵심역량에는 ‘교과 전문지식’, ‘전문

소양’, ‘학생과의 관계 형성’, ‘의사소통’ 등 11개의 역량들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다수 역량들이 실천적 교수역량과 관계 있음을 알 수

있다. 임정준 외(2011)는 선행연구 분석과 직무역량요소 목록을 바탕으

로 초등교사의 역량군과 하위역량들을 도출하였고 전문가 협의회와 현직

교사의 중요도 인식 조사를 통해 역량들을 수정 보완하였다. 이 연구에

Sumaryanta

외 (2020)
교수역량

-학습자 특성 장악

-교수･학습의 이론과 원리 장악

-교과 수업 설계

-교수･학습 조직

-정보통신기술 활용

-학습자 잠재력 개발, 촉진

-학습자와 의사소통하는 능력

-학습 과정과 결과에 대해 평가하는 능력

-평가결과를 학습목적으로 활용

-교수･학습에 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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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초등교사의 직무역량에 ‘수업 계획 및 준비’, ‘수업실시’, ‘학습평가’,

‘생활지도’, ‘학급/학교 경영 지원’, ‘태도’ 등이 포함된다고 제시하였다. 이

와 같은 연구는 포괄적인 개념에서 실천적 교수역량이 작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기에 실천적 교수역량을 논하기에 한계가 있다.

한편 ‘교사 효과성’, ‘교사 전문성’ 등의 시각으로 교사의 핵심적인 역

량인 교수역량에 대해 논의하는 연구도 있었다(윤정일, 신효정, 2006; 조

영남, 2001; 주동범, 강현석, 2000). 조영남(2001)은 초등교사의 교사 효과

성 평가 준거를 개발하는 연구에서 교사 효과성을 교사 특성 및 교수 행

위가 교실 수업의 교육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으로 정의하였다. 그는 선

행연구들을 비교, 분석을 통해 ‘수업 계획’, ‘수업 실행’, ‘수업 평가’, ‘인

성적 요소’ 등 4가지 교사 효과성 평가 준거를 제시하였다. 주동범, 강현

석(2000)은 교수활동의 전체적 조망을 위해 교사 효과성의 구조적 차원

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들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교사 효과성 검사를 초등학생들에게 실시하여 요인분

석을 진행하였다. 그들은 교사 효과성을 ‘수업내용’, ‘수업전략’, ‘수업관

리’ 3개의 차원으로 구분하였으며 ‘명료화’, ‘구조화’, ‘다양화’, ‘동기화’,

‘학생행동관리’, ‘학습관리’ 등을 하위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윤정일, 신효

정(2006)은 교사 전문성을 교사직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탁월한 수

준의 명제적·방법적 지식 및 기술로 정의하고 교과 수업·담임학급 운영

및 인성지도·특별활동·담당업무 수행 역량으로 구성되었다고 제시하였

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실천적 교수역량과 이론적 교수역량이 서로 혼

합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교수역량 및 이와 비슷한 구인을

탐구하는 연구는 많으나 이론적 교수역량과 실천적 교수역량을 체계적으

로 구분하여 실천적 교수역량에 초점을 두고 진행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

이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나 대학교 교수자가 아닌 중학교 교사의 실천

적 교수역량 구성요인을 탐구하는 연구는 백순근 외(2007)의 연구밖에

찾아볼 수 없었다. 한편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서 백순근 외(2007)의 연

구에서 제시한 실천적 교수역량 구성요인을 인용하거나 수정·보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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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강은영, 신미경, 2018; 박상선, 송해덕, 2018; 박숙현, 2015; 신

안나, 2013; 유태명, 양지선, 2010; 육명신, 박명신, 2019). 이에 본 연구에

서는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을 백순근 외(2007)의 연구가 제시하고 있

는 실천적 교수역량의 정의와 구성요인을 적용하고자 한다. 즉 이 연구

에서는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의 구성요인을 ‘계획과 조직’, ‘의사소통능

력’. ‘학생과의 상호작용’, ‘교수·학습환경 조성’, ‘성의와 열의’로 정의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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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학 학습흥미

가. 수학 학습흥미의 의미

‘흥미’는 어떤 사물이나 행동, 사건에 대해 주의하거나 이끌린다는 긍

정적인 의미로 일상생활에 자주 쓰이는 단어이다. 그러나 이를 교육학적

인, 심리학적인 구인으로 연구하거나 측정하려 할 때 흥미가 내포하는

의미가 아주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많은 연구자

들이 자신의 연구 목적과 문제에 의해 흥미에 대해 다양한 정의를 내리

고 있다.

흥미를 교육학, 심리학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은 헤르바르트

(Herbart) 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는 흥미를 수업이 촉발시켜야

하는 일종의 정신적 활동으로 보고 수업의 직접적인 목적이 바로 학습자

의 다면적 흥미를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김영래, 2006). 듀이

또한 흥미는 성장하는 능력의 신호와 상징이며 아동이 어떤 상태까지 발

전하였는지를 대표하는 지표라고 하였다. 그는 흥미는 수동적으로 외부

의 자극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며 아동 본능으로부터 출발하는 충동적이

고 대상과 통일적인 활동이라고 하였다(张尹力 짱인리, 2009).

그러나 행동주의 심리학이 심리학 연구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흥미에 관한 연구는 한동안 침체기를 가지게 되었다. 이후 학습

자의 인지적, 정서적 측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아지면서

20세기 80, 90년대부터 흥미에 관한 연구가 다시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이런 연구들이 점차 현대 흥미 이론을 구성하였다.

Chen, Darst와 Pangrazi(2001)는 흥미를 개인과 활동의 상호작용에

기초하여 일어나는 긍정적인 심리적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Hidi(2006)는

흥미를 개인과 대상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상태이자 일

종의 독특한 동기적 변인으로 정의하였다. Renninger와 Hidi(2011)는 또

흥미는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상태일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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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간이 지나서도 그 특정한 대상에 다시 몰두하게 되는 경향이라고

정의하였다. 교육학 용어사전(1995)은 흥미를 어떤 대상, 활동, 경험 등에

대해 계속적으로 그것에 몰두하거나 그것을 그만두려고 하는 행동 경향

이라고 정의하였다. 김성일(1996)은 흥미를 자극을 해석 및 이해하는 과

정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정서적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이외에도 흥미를

정서(Silvia, 2006), 가치(Schiefele, 2009) 등으로 정의하는 연구자들도 있

었다.

흥미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아래

와 같은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로 흥미

는 영역 특수적인 구인이다. 즉 흥미는 일반적인 상태나 모든 활동에 대

한 경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사물, 객체, 사건 등에 대해 이

끌림으로써 그것에 접근하려거나 몰두하려는 행동에서 표현된다(Hidi,

Renninger, 2006). 두 번째로 흥미는 개인과 환경 또는 객체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즉 흥미는 어떤 방향성이나 특정 대상 없이는 발생하지 않으

며 필연적으로 그 대상이나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한다(Hidi, 1990;

하유경, 2020). 마지막으로 흥미는 인지적 요소와 정의적 요소를 모두 포

함한다. 즉 흥미는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지 않고 주의집중, 지속적인 몰

두 등 인지적인 요인과 개인이 느끼는 감수성(호기심, 이끌림) 등 정의적

인 요인이 모두 포함된다(Silvia, 2006). 이에 흥미를 특정 대상이나 환경

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적, 정의적 요인을 포함하는 심

리적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학습흥미는 그 특정 대상이나 환경이 학습 상황인 흥미라고 정의할 수

있다. 김성일 외(2008)는 학습흥미를 학습에 지속적으로 몰두하게 되는

심리적 상태 또는 특정교과의 내용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흥미

로 정의하였다. 하유경, 조한익(2018)은 학습흥미를 학업 상황이라는 특

수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흥미이며 학생이 자신의 학업적 상황과 상호작

용 함으로써 발생하는 흥미로 정의하였다. 이에 수학 학습흥미는 학습흥

미 중에서도 수학 학습에 집중된 학습흥미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수학

학습흥미는 개인이 수학 교과를 학습하는 상황과 환경에서 발생하는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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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다.

요컨대 흥미는 특정 대상이나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적, 정의적 요인을 포함하는 심리적 상태이고 학습흥미는 그 특정

대상이 학습인 경우를 말하며 수학 학습흥미는 학습에 대한 흥미에서 수

학 학습에 대한 흥미로 더욱 구체화된 흥미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학 학습흥미를 학습자가 수학 교과에 대한 학습 과정에

서 수학 교과 및 수학 학습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심리적 상태

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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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학 학습흥미의 구성요인

많은 연구자들은 흥미의 발생 및 발달 메커니즘에 따라 흥미를 대체적

으로 상황적 흥미와 개인적 흥미로 구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상황

적 흥미는 특정한 상황이나 주제의 자극에서 촉발되는 흥미로 즉각적이

고 일시적인 흥미이고 개인적 흥미는 특정 주제나 활동에 대해 개인이

지니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흥미로 정의될 수 있다. 상황적 흥미는 환

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비교적 조작하기 쉽고 지속 시간이 길지

않다. 이런 상황적 흥미가 지속되고 내면화될 때 개인적 흥미로 변환된

다. 이에 많은 연구자가 상황적 흥미를 상태로, 개인적 흥미를 기질로 묘

사한다(김성일, 1996; 박주현 외, 2019; Hidi, 1990; Renninger, Hidi &

Krapp, 1992; Schiefele, 2009).

Hidi와 Renninger(2006)는 상황적 흥미와 개인적 흥미를 더욱 구체적

으로 촉발된 상황적 흥미, 유지된 상황적 흥미, 출현된 개인적 흥미, 발

달된 개인적 흥미로 분류하였다. 그들은 환경 혹은 객체의 특징에 상황

적 흥미가 촉발되고 개인의 참여와 가치 인식에 상황적 흥미가 유지되며

이 과정에서 축적된 긍정적인 정서적 체험, 지식 등으로 개인적 흥미가

출현되고 이런 긍정적 정서 체험, 지식, 가치가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다

른 주제나 활동에서의 축적보다 많을 때 개인적 흥미가 발달되며 마지막

으로 발달된 개인적 흥미는 다시 개인과 특정 주제를 연결하여 상황적

흥미가 촉발되고 유지되도록 도와준다고 설명하였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를 토대로 흥미의 하위요인을 탐색, 연구하였다.

흥미 구인의 하위요인을 고찰하는 선행연구를 보면 Ainley(2006)는 흥

미의 하위요인들이 어떻게 통합되고 학습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탐구하는

연구에서 흥미를 동기, 정서, 인지로 구성하였다. 여기에서의 정서는 긍

정적 정서의 활성화를 의미하고 인지는 지식에 대한 탐색을 의미하고 동

기는 방향성을 의미한다. Schiefele(1991)는 흥미를 특수한 동기적 특성

으로 정의하고 정서 관련 요소와 가치 관련 요소를 포함한다고 기술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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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서 관련 요소는 특정 주제나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의미하

고 가치 관련 요소는 개인이 특정 대상의 가치에 대한 귀인을 의미한다.

Silvia(2008)는 흥미를 특정 사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발생하는 정서

로 정의하고 사건의 새로움, 복잡성 관련 요인과 사건의 이해 가능성 요

인을 포함한다고 기술하였다.

상황적 흥미를 측정하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Chen, Darst와

Pangrazi(2001)는 상황적 흥미의 하위요인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연구에

서 상황적 흥미의 하위요인을 새로움, 도전, 주의 요구, 탐색 의도 및 즉

각적인 즐거움 등으로 구성하였다. Linnenbrink-Garcia 외(2010)는 상황

적 흥미를 측정하는 모형을 개발 및 인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결과

적으로 상황적 흥미는 세 개의 하위요인을 포함하였다. 하위요인들로는

촉발된 상황적 흥미에 속하는 특정 대상이 개인의 주의를 집중시켰느냐

와 연관된 정서 반응 요인과 유지된 상황적 흥미에 속하는 특정 대상 자

체가 유쾌하고 매력적이냐와 연관된 개인 감수 요인 및 특정 대상이 개

인에게 중요하고 가치 있게 간주되냐와 연관된 가치 요인이다. Kongler

외(2015)는 환경 특성이 상황적 흥미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기 위하

여 327명의 고등학생에게 상황적 흥미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검사에서

는 상황적 흥미의 하위요인을 주의, 정서, 개인적 가치, 인식적 지향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적 흥미를 측정하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Rotgans(2015)는 개

인적 흥미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연구에서 그의 개인

적 흥미 검사는 단일적 요인으로 구성되고 학생이 특정 과목에 참여하고

싶은 의향과 경향성, 특정 과목에 대한 긍정적 정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특정 과목에 다시 참여하고 싶은 의향 등을 측정한다고 기술하였다.

Lontenberg 등(2011)은 세 가지 유형의 역사 과목 텍스트로 학생의 텍스

트 기반 흥미와 질문을 자극하는 연구에서 학생들의 역사 개인적 흥미를

독립변인의 하나로 투입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인적 흥미를 즐거움, 두려

움과 어려움, 노력과 흥미, 유용성과 관련성 등 4개 측면으로 나누어 측

정하였다. TIMSS 검사에서 실행하는 수학 학습에 대한 흥미 및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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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에 대한 흥미도 개인적 흥미에 속하는데 각각 9문항으로 구성된 단

일 요인으로 측정하고 있다.

윤미선, 김성일(2003)은 중, 고등학생 간의 교과 흥미 차이, 교과 흥미

하위요인 간의 상대적 영향력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탐구하는 연구에

서 교과 흥미를 크게 인지적 흥미군과 정서적 흥미군으로 분류하고 인지

적 흥미군은 교과 내용, 교과 가치 및 노력으로, 정서적 흥미군은 교과에

대한 유능감, 담당 교사에 대한 선호도로 규정하였다. 강영하, 조봉환, 임

경희(2003)는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흥미검사를 개발하고 타

당화 하였는데 그들은 이 검사를 교과별 학습흥미척도와 학습유형별 학

습흥미척도로 구성하였다. 교과별 학습흥미척도는 각 교과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흥미로 구성하였고 학습유형별 학습흥미척도는 창의형, 사

고형, 탐구형, 활동형 학습흥미로 구성하였다. 봉미미 외(2012)는 학생들

이 학업상황에서 특정 과제나 과목에 관여할 때 나타나는 인지와 정서를

포함한 심리학적 상태 즉 학습흥미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 및 타당화하

였다. 그들은 학습흥미를 상황적 흥미와 개인적 흥미로 구성하였고 상황

적 흥미는 교실 상황에서의 자극에 대해 일시적으로 유발된 주의집중과

정서적 반응을 측정하고 있고 개인적 흥미는 학생들이 해당 과제나 과목

에 대해 어느 정도로 비교적 지속적으로 관여하는가를 측정하고 있다.

박주현, 강양구, 한선영(2019)은 수학 학습 흥미를 측정할 수 있는 하

위요인별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그들은

수학 학습 흥미를 실현된 개인적 흥미, 잠재적인 개인적 흥미, 교과 관련

상황적 흥미 및 비교과 상황적 흥미 등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하유경(2020)은 국어 및 수학 교과에 대한 상황적 흥미, 개인적 흥미 그

리고 일반적 학업 흥미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연구에서 각 흥미를

모두 인지, 정서, 가치 등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우훙옌, 류

샤오린(吴洪艳, 刘晓琳, 2017)은 중등 학생들의 수학 학습흥미 현황을 조

사하기 위하여 수학 학습흥미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였다. 그들은 수

학 학습흥미를 촉발된 상황적 흥미, 유지된 상황적 흥미, 개인적 흥미 등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페이창건 외(裴昌根 等, 2018)는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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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흥미를 측정하는 지표 체제를 구축하고 인증하는 연구를 하였는데

그들은 수학 학습흥미를 정서적 체험, 지식 획득, 가치 인식, 자주적 투

입 등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푸텐궤이(付天贵, 2020)은 수학문

화가 초등학생의 수학 학습흥미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연구에서 수

학 학습흥미를 상황적 흥미와 개인적 흥미로 구분하였는데 상황적 흥미

는 텍스트 흥미, 과제 흥미, 지식 흥미로 구성하였고 개인적 흥미는 실현

된 흥미와 잠재적인 흥미로 구성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흥미의 구성요인을 정리해보면 <표 Ⅱ-3>과 같

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이 연구에서도 수학 학습흥미를

상황적 흥미와 개인적 흥미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상황적 흥미는 수

학 수업상황에서의 자극에서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흥미로 정의

하고 개인적 흥미를 수학 교과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흥미로 정의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상황적 흥미와 개인적 흥미의 의미를 보

면 전자는 수학 수업에 대한 흥미이고 후자는 수학 교과에 대한 흥미이

다.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수학 학습흥미를 수학 수업 흥미와 수학 교과

흥미로 구분한다. 즉 이 연구에서는 수학 교사는 실천적 교수역량을 통

하여 수업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충분히 촉발하고 이런 수학 수업 흥미가

유지되고 축적됨에 따라 학생들의 수학 교과에 대한 흥미가 발전할 것으

로 판단하여 수학 학습흥미를 수학 수업 흥미와 수학 교과 흥미 두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또한 흥미의 발생 및 발달 기제를 볼 때 특정 대상이나 자극에 대해

개인은 인지적 과정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고 정서적으로 반응하

여 흥미가 발생하고 이 특정 대상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고 중요하다고

여겨짐과 동시에 정서적으로도 만족스로운 체험을 할 때 흥미가 지속적

으로 발달한다(Renninger, Hidi, 2002; Krapp, 2002). 여기에서 본 듯이

흥미는 단일적인 인지, 정서 요인보다는 복합적인 형태이다.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수학 수업 흥미와 수학 교과 흥미를 인지적 참여, 정서적 체

험 및 가치 인식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인지적 참여는 수학 수업이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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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대한 궁금증, 몰입, 주의 집중,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 수준 등을

포함하고 정서적 체험은 수학 교과나 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 즉 호

감, 재미, 즐거움 등을 포함하며 가치 인식은 수학 교과나 수업에 대한

유용성, 중요성 등 판단을 포함한다.

흥미 유형 연구 구성요인

흥미

Schiefele(1991)
-정서 요소: 특정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

-가치 요소: 개인이 특정 대상의 가치에 대한 귀인

Ainley(2006)

-정서: 긍정적 정서의 활성화

-인지: 지식에 대한 탐색

-동기: 방향성

Silvia(2008) 정서
-사건의 새로움, 복잡성 관련 요인

-사건의 이해 가능성 요인

상황적

흥미

Chen, Darst,

Pangrazi(2001)

-새로움

-도전

-주의 요구

-탐색 의도

-즉각적인 즐거움

Linnenbrink-

Garcia

외(2010)

-촉발된 상황적 흥미: 정서 반응 요인

-유지된 상황적 흥미: 개인 감수요인, 가치요인

Kongler 외

(2015)

-주의

-정서

-개인적 가치

-인식적 지향

개인적

흥미

Lontenberg 등

(2011)

-즐거움

-두려움과 어려움

-노력과 흥미

-유용성과 관련성

<표 Ⅱ-3> 흥미의 구성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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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gans(2015)
단일

요인

-특정 과목에 참여하고 싶은 의향, 경

향성

-특정 과목에 대한 긍정적 정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특정 과목에

다시 참여하고 싶은 의향

TIMSS 2019 -단일 요인

학습

흥미/

교과 흥미

윤미선, 김성일

(2003)

-인지적 흥미군: 교과 내용, 교과 가치 및 노력

-정서적 흥미군: 교과에 대한 유능감, 담당 교

사에 대한 선호도

강영하, 조봉환,

임경희(2003)

-교과별 학습흥미척도: 각 교과 내용

-학습유형별 학습흥미척도: 창의형, 사고형, 탐

구형, 활동형 학습흥미

봉미미 외

(2012)

-상황적 흥미

-개인적 흥미

수학

학습흥미

우훙옌,

류샤오린

(吴洪艳,

刘晓琳, 2017)

-상황적 흥미

-유지된 상황적 흥미

-개인적 흥미

페이창건 외

(裴昌根 等,

2018)

-정서적 체험

-지식 획득

-가치 인식

-자주적 투입

박주현, 강양구,

한선영(2019)

-실현된 개인적 흥미

-잠재적인 개인적 흥미

-교과 관련 상황적 흥미

-비교과 상황적 흥미

하유경(2020)
-상황적 흥미: 인지, 정서, 가치

-개인적 흥미: 인지, 정서, 가치

푸텐궤이

(付天贵, 2020)

-상황적 흥미: 텍스트흥미, 과제흥미, 지식흥미

-개인적 흥미: 실현된 흥미, 잠재적인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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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성과

가. 학업성취도

일반적으로 학업성취도를 바라보는 관점을 두 가지로 나눌수 있는데

한가지는 광의적 관점에서 학업성취도를 보는 것이고 다른 한가지는 협

의적 관점에서 학업성취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광의적 관점으로 볼 때

학업성취도는 교육과정 전반을 통해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 등을 습득

하는 과정 및 결과로서 교육의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의적 영역 및

심동적 영역의 달성도도 포함한다. 협의의 관점으로 볼 때 학업성취도는

인지적 영역의 학습결과만 의미함으로써, 학교 교과목에서 얻은 성적, 단

답형이나 논술형 시험의 결과 등을 포함한다(김연경, 2019; 박경인,

2010).

학업성취도를 광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측정하는 검사로는 주로 한

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및 경제개발

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에서 실시하는 PISA(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시험 등이 있다. 이들은 학생의 인지적 영역의 지식이나

능력을 측정할 뿐만 아니라 교과에 대한 흥미나 태도 등을 측정하는 설

문지도 포함한다(박경인, 2010).

개인 연구자들이 진행하는 연구에서는 많이 학업성취도를 협의의 관점

으로 제한하여 단위학교에서 진행하는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성적을

학업성취도로 사용하였다(양현경, 2018; 김수현, 2019; 박경인, 2010). 개

인 연구자들이 많이 학업성취도를 협의의 관점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광

의의 관점의 학업성취도가 포함하는 내용을 엄밀하게 측정하는 것이 개

인 연구자에게는 어려운 일이고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발견

하거나 제한하는 일 또한 아주 어렵기 때문이다.

지필고사 성적은 학교 교육 성과의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데 이는



- 31 -

직접적으로 학생의 인지적 능력을 판단하는 자료임과 동시에 간접적으로

는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의 모습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 따라

서 성적은 협의의 학업성취도뿐만 아니라 광의의 학업성취도도 부분적으

로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김연경,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를 협의의 관점으로 제한하여 인지적

영역의 학습 결과, 즉 수학 교과에서 얻은 지필고사 성적으로 본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취득한 중간고사 성적을 학업성취

도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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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업만족도

‘수업’이란 교사가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이

잘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계획적으로 조작하는 과정이다(교육심리학 용어

사전, 2000). ‘만족도’란 만족을 느끼는 정도를 나타내며, ‘만족’이란 어떠

한 대상이 주체의 마음에 드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업 만족도란 학생이

라는 주체가 수업이라는 대상에 대하여 만족을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

Elliott와 Shin(2002)은 학생 만족도를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결과와 경

험에 대한 학생의 주관적인 평가의 결과로 정의하였다. Gibbs &

Simpson(2003)은 수업 만족도를 ‘교사의 수업이 학생들의 학습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와 함께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습의 핵심요소를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여 수업에 반영하였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정의하였

다.

서민원(2008)은 대학 수업 만족도 측정도구를 개발 및 타당화하는 연

구에서 수업만족도를 ‘대인성’, ‘전문성’, ‘동기화’, ‘구조화’, ‘평가력’ 등 구

성요인을 포함하는 구인으로 정의하였다. Law와 Meyer(2011)는 홍콩의

상황에 적응하게 수업 만족도 척도를 타당화하는 연구에서 수업 만족도

를 ‘좋은 교수’, ‘명확한 목표와 규준’, ‘적절한 과제량’, ‘적절한 평가’, ‘독

립성 강조’, ‘일반적 기술’ 등으로 구성하였다.

Lo(2010)는 학생 만족도는 학습환경이 학업 성공을 얼마나 잘 지원하

는지에 대한 학생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정의하였다. 특히 적절히 도전적

인 교수법으로 학생들의 사고와 학습을 유발할 때 학생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Lo(2010)는 ‘강사의 지도와 지원에 대한 만족도’,

‘학습에 대한 자신의 헌신에 대한 만족도’, ‘교과과정의 정책에 대한 만족

도’로 학생 만족도를 구성하였다.

윤상이(2015)는 초등교사의 학생평가 전문성이 학생의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연구에서 수업 만족도를 학교교육을 통해 학생

이 느끼는 학습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인식 수준으로 정의하였고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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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수업분위기)’, ‘학습과정(학습활동, 과제수행, 학습평가)’, ‘학습결과

(동기유발, 능력개발)’ 등 구성요인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박숙현(2015)은 여중생이 지각한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이 수학

학습태도를 매개로 교육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연구에서 수업

만족도를 교육성취도의 하나로 보고 ‘능력개발’, ‘과제 적절성’, ‘평가 적

절성’ 등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양현경(2018)은 중학생의 학생 참여형 과학 수업에 대한 태도가 수업

만족도를 매개하여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연구에서 수업

만족도를 교수-학습과정에서 학생들이 수업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로 정

의하고 ‘목표’, ‘내용’, ‘방법’, ‘결과’ 등 구성요인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Baek et al.(2019)는 중학생의 수업만족도 척도를 타당화하는 연구에서

수업만족도를 학생들이 그들의 교육적 기대, 요구, 수요가 교실 수업과

교수·학습활동에 의해 실현된 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목표’, ‘내용’, ‘방법’, ‘결과’ 등 구성요인이 포함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수업 만족도를 Baek

et al.(2019)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업 만족도의 정의와 구성요인

을 적용하고자 한다. 즉 이 연구에서는 수업 만족도를 “학생들이 그들의

교육적 기대, 요구, 수요가 교실 수업과 교수·학습활동에 의해 실현된 정

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구성요인을 ‘목표’, ‘내

용’. ‘방법’, ‘결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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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구성요인

서민원(2008) 대인성, 전문성, 동기화, 구조화, 평가력

Law와

Meyer(2011)

좋은 교수, 명확한 목표와 규준, 적절한 과제량,

적절한 평가, 독립성 강조, 일반적 기술

Lo(2010)

강사의 지도와 지원에 대한 만족도,

학습에 대한 자신의 헌신에 대한 만족도,

교과과정의 정책에 대한 만족도

윤상이(2015)

수업환경(수업분위기),

학습과정(학습활동, 과제수행, 학습평가),

학습결과(동기유발, 능력개발)

박숙현(2015) 능력개발, 과제 적절성, 평가 적절성

양현경(2018) 목표, 내용, 방법, 결과

Baek et

al.(2019)
목표, 내용, 방법, 결과

<표 Ⅱ-4> 수업 만족도의 구성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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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인 간의 관계

가.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과 수학 학습흥미 간의 관계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과 수학 학습흥미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실천적 교수역량과 수학 학습흥미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탐구하는

연구는 미비하다. 다만 선행연구에서 실천적 교수역량의 각 하위요인이

학습흥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

로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이 수학 학습흥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실천적 교수역량은 ‘계획과 조직’, ‘의사소통능력’, ‘학생과의 상호작용’.

‘교수·학습 환경조성’, ‘성의와 열의’ 등 다섯 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이 학습흥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

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실천적 교수역량의 하위요인 중, ‘계획과 조직’과 관련하여 장이

외(张屹 等, 2016)는 평가(Assessment), 교수법(Pedagogy), 기술

(Technology)을 융합한 APT 모형을 이동학습에 적용하였을 때 학생의

학습흥미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연구를 통하여 연구하였는

데 APT 모형을 적용하였을 때 학습흥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의사소통능력’ 요인과 관련하여 이민관(2017)은 체육 교사

의 의사소통 유형과 수업 흥미도 및 수업 만족도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로는 교사의 의사소통 유형과 수업 흥미도,

만족도와 관계가 있으며 비수용적이고 명령적인 의사소통보다는 수용적

이고 촉구적인 의사소통을 할 때 수업 흥미도가 더욱 높았다고 보고하였

다.

세 번째로 ‘학생과의 상호작용’ 요인과 관련하여 김민선, 최보금(2016)

은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공학 전공 신입생의 공학 전공 흥미와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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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학교만족도를 매개로 고차원적 학습활동과 진로몰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그 적합도와 개별 변수의

영향력을 탐구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로는 교수-학생 상호작

용이 공학흥미와 전공 및 학교만족도를 매개로 고차원적 학습활동과 진

로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모형이 적합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로 ‘교수·학습 환경조성’ 요인과 관련하여 이현정 외(2018)는

다층구조방정식을 적용하여 학교 및 학생 수준에서 자기효능감과 학습환

경이 수학 흥미에 미치는 영향을 PISA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

구 결과로는 학생 수준에서 한국, 싱가포르 모두 수학적 자기효능감과

교사의 학습 도움이 수학 흥미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고

싱가포르에서는 또한 수학수업 분위기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수학 흥미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수준에서 한국은 수학 수업

분위기가 학교 전체의 수학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학교의 평균적인 수

학 흥미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로 ‘성의와 열의’ 요인과 관련하여 김현진, 정재학(2011)은 지

각된 교수자 특성과 대학생들의 학업적 흥미, 즐거움, 내재적 동기, 인지

적 학습전략 사용 및 과목 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

다. 연구 결과로는 학습자에 의해 지각된 교수자 특성인 교수 열정과 교

수 태도는 흥미, 즐거움, 내재동기를 포함한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천적 교수역량의 하위요인이 학습흥미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의

다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하는 연구도 존재한다. 김민선과 최보금

(2016)은 공학 전공 신입생들의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공학흥미와 학교

만족도를 매개로 고차원적 학습활동과 진로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성

별 차이를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공학흥미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에 근거하여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이 학습흥미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 영향은 성별에 의해 조절될 것으로 예측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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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은 수학 학습흥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성별에 의해 조절된다고 가정한다.

나.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과 교육성과 간의 관계

기존의 연구에서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다만 박숙현(2015), 신안나(2013),

홍미애(2013) 세 연구자의 연구에서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과 교육성과

의 관계를 분석하였기에 이 세 연구를 토대로 실천적 교수역량이 교육성

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박숙현(2015)은 수학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이 학생의 긍정적인 수학

학습태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수학 수업만족도와 수학 성취도로 구성

된 교육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고 여중생이 지

각한 수학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이 학생의 수학 학습태도를 매개로 교

육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여중생 226명에

대해 ‘여중생이 지각한 수학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과 ‘수학학습태도’,

‘수학수업만족도’ 및 ‘수학성취도’를 각각 측정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으

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생이 지각한 실천적 교수역량은 교육성

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학생이 지각한 실천적 교수역량은

수학학습태도를 매개로 교육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신안나(2013)는 실천적 교수역량은 교사가 학습자를 동기화시켜 교수·

학습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것과 관련되기에 실천적 교수

역량은 학생의 수업참여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 학업성취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중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이 수업참여도를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 연

구에서는 404명의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중학생이 지각한 실천

적 교수역량’ 및 교과별 ‘수업참여도’ 와 중간고사 학업성취를 측정, 수집

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수업참여도와 학업성취도에 모두 영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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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하기 위하여 부모의 학력과 월 평균 소득을

조사하였다. 수집한 자료에 대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

과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은 수업참여도를 매개로 학업

성취도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미애(2013)는 교사의 역량을 높이면 교육의 질이 향상하고 학생의

학교교육만족도가 증진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위계선형모형을 활용하여

초등학교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이 학생의 학교교육만족도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 담임교사 28명과 해당 반 학생 684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담임교사 28명과 학생 679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로는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이 학생의 학교교육만족도에 유의미한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를 근거로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이 교육성과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이 교육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은 미칠 것으로 가정한다.

다. 수학 학습흥미와 교육성과 간의 관계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수학 학습흥미가 교육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수학 학습흥미가 학업성취도에 대한 영향을 탐구하는 연구를 보

면 다음과 같다. 임선아, 이지수(2016)는 PISA 2012 자료를 활용해서 정

의적 요인들이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 정도를 분석하고 OECD 국가 중

수학 학업성취도 수준 상위 10개국과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로 한국은 수학 학습흥미가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성환, 손태권(2020)은 다층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초

등교사의 수학 수업의 질, 수학 교수효능감, 학생의 수학 흥미와 수학성

취도 사이의 구조적관계를 탐구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학생 수준의

수학 흥미는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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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펑, 류젠(杜宵丰, 刘坚, 2017)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중학생

의 수학 학습흥미, 수학적 자기효능감, 학습 지속성, 수학성취 간의 관계

를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연구 결과로 수학 학습흥미는 수학성

취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수학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수학

성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허성칭, 치춘샤(何声清, 綦春

霞, 2018)는 교사-학생 관계, 수학 학습흥미, 자기효능감 및 수학 불안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연구에서 수학 학습흥미는 학업성

취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력이 학생의 성취 수준에 따

라서 다르게 나타나며 또한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학업성취도

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외에도 타 교과에서도 학습흥미가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보고하는 연구들이 있다. 윤미선, 김성일(2003)은 중, 고등학생의

교과 흥미 차이 및 교과 흥미가 내재적 동기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

향을 탐구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교과 흥미와 학업성취도 간에 유의

미한 상관이 검증되었다. 윤미선, 김성일(2004)은 학업성취 관련 변인을

기초로 잠정적인 관계 모형을 도출하고 변인 간의 경로계수를 비교함으

로써 학업성취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로

는 교과 흥미가 가장 큰 직접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왕텐 외

(王田 等, 2021)는 교사의 교수방식, 학업적 스트레스, 학습흥미와 학업성

취도 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탐구하는 연구에서 학습

흥미는 학업성취도와 정적인 상관을 가지며 교사의 교수방식이 학업성취

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매개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수학 및 타 교과 학습흥미가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현진, 정재학(2011)은 지각된 교수자 특

성과 대학생들의 학업적 흥미, 즐거움, 내재동기, 인지적 학습전략 사용

및 과목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흥미가 과목만족

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정원(2018)은 대

학생의 전공에 대한 학업적 흥미, 대학생활 적응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전공에 대한 학업적 흥미는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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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박서예(2022)는

EBS 온라인 클래스를 활용한 수학교과 이러닝 서비스 품질과 수학적

흥미, 학습 만족도가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연구를 진

행하였는데 수학적 흥미는 학습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수학 학습흥미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의 다름에 따

라 달라진다고 보고하는 연구도 존재한다. 주영주, 이종희, 김선희(2011)

는 고등학생들이 수학 교과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 흥미, 외적 동기가

수학 성취도에 미친는 영향력, 각 변인에서의 남녀차이 및 주요변인 간

경로에서의 남녀차이를 탐구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집단 분석 결과

흥미가 수학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수학 학습흥미는 교육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 영향음 성별에 의해 조절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

다. 이에 이 연구에서도 수학 학습흥미가 교육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며 성별에 의해 조절된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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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가설

1. 주요 변인 설정 및 정의

가. 실천적 교수역량

실천적 교수역량은 교사의 핵심적인 역량인 교수역량의 하위역량으로

이론적 교수역량과 구분하여 교과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

한 실천적 수행 능력을 의미한다(백순근 외, 2007). 이 연구에서는 백순

근 외(2007)의 연구에서 제시한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구성요인을 학

생이 평정할 수 있도록 제작한 ‘중학생이 지각한 수학 교사의 실천적 교

수역량 척도(박숙현, 2015)’를 수정·보완하여 부분적으로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계획 및 조직’, ‘의사소통능력’, ‘학생과의 상호작용’, ‘교수·학습

환경조성’, ‘성의와 열의’ 등 다섯 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고 5점 리커

트 척도로 측정하며 이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이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본다.

나. 수학 학습흥미

수학 학습흥미는 학습자가 수학 교과에 대한 학습 과정에서 수학 교과

및 수학 학습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수정 및 보완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수학 학습흥미 측정 도구를 제작하였다. 이 도구에서는 수학 학습흥미를

‘수학 수업 흥미’와 ‘수학 교과 흥미’로 구성하였고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

수록 학생의 수학 학습흥미가 높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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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성과

이 연구에서의 교육성과는 학생의 인지적 영역의 성취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학업성취도와 정의적 영역의 성취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수업

만족도의 총체를 의미한다. 그중 학업성취도는 협의의 관점으로 제한하

여 인지적 영역의 학습 결과, 즉 수학 교과에서 얻은 지필고사 성적으로

본다. 즉 이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를 연구 대상인 중국 고등학생의 2학

기 중간고사 수학 성적으로 수집하였다. 수업 만족도는 학생들이 그들의

교육적 기대, 요구, 수요가 교실 수업과 교수·학습활동에 의해 실현된 정

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Baek et al., 2019). 또

한 수업 만족도 척도는 Baek et al.(2019)의 연구에서 제시한 중학생용

수업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목표’, ‘내용’, ‘방법’, ‘결과’ 등

네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고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의 수업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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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가설 및 연구 모형

이 연구는 중국 고등학생이 지각한 수학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수

학 학습흥미, 교육성과(학업성취도와 수업 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고, 변인 간의 관계를 성별이 조절하는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각 변인과 그 관계들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경험적으로 검증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중국 고등학생이 지각한 수학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은 교육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 중국 고등학생이 지각한 수학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은 수학 학습흥

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 중국 고등학생의 수학 학습흥미는 교육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

4. 중국 고등학생이 지각한 수학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수학 학습흥미가 매개한다.

5. 성별은 중국 고등학생이 지각한 수학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이 수학

학습흥미를 매개로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한다.

위의 연구 가설을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 모형은 [그림 Ⅲ-1]과 같다.1)

1) ‘수업 만족도’의 문항에는 목표가 내용과 어울리는지, 내용을 교사의 교수 방법에 의

해 잘 가르쳐 지는지, 이렇게 가르쳐진 수업은 결과적으로 학생에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묻는 내용들이 있다. 즉 문항 내용상 공통적인 부분이 있기에 ‘목표’, ‘내용’, ‘방법’, ‘결과’

는 독립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오차항 간의 공분산(오차상관)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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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해당 모형은 중국 고등학생이 지각한 수학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이

수학 학습흥미를 매개하여 교육성과(수업 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설계된 구조방정식 모형이다.

한편, 고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수학 학습흥미와 교

육성과의 관계를 성별이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성별을 조절변수로

투입한 모형 또한 분석하고자 한다([그림 Ⅲ-2] 참조).

[그림 Ⅲ-1] 연구 가설 검증을 위한 연구 모형

[그림 Ⅲ-2] 조절변수를 투입한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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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에서는 중국 고등학생이 지각한 수학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이 수학 학습흥미 및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의

대상을 중국 고등학생으로 선정하였다. 중국에서는 교사의 교수역량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인지적 특성과 정의적 특성 모두 전면적으로 배양하

고 나아가 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에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및 학습흥미 모두 중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변인으로 연구 가치가 있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고등학생은 수

능이라는 경쟁에 초등, 중등 학생보다 더욱 많은 시간과 정력을 학습에

할애하기에 교육성과와 관련되는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과 학습흥미는

고등학생에게 더욱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연

구 대상을 중국 고등학생으로 한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 고등학생이 지각한 수학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과 수학 학습흥미 그리고 교육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중국 H

성 소재 L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11명을 대상으로 본검사를 실시하였고

결측치를 제거한 199개의 사례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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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도구

연구 모형의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된 측정 도구들은 모두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이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맞게 기존의 척도를 수정·보

완하여 사용하였다. 실천적 교수역량 척도는 박숙현(2015)이 개발한 척

도를 부분적으로 활용하였고 수학 학습흥미 척도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존의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였으며 수업 만족도 척도는 Baek et

al.(2019)이 개발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연구에 활용된 척도는 모두 5점

리커트형 척도이다.

가. 중국 고등학생이 지각한 수학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이 연구에서는 박숙현(2015)이 백순근 외(2007), 황은희, 백순근(2008)

및 신안나(2013) 등 연구를 바탕으로 이 개발한 ‘중학생이 지각한 수학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척도’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연구

에 활용된 실천적 교수역량 척도의 하위영역 및 문항은 아래의 <표 Ⅳ-

1>과 같다.

박숙현(2015)의 연구에서 중학생이 지각한 수학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

량 척도를 제작한 후, 척도의 양호도를 검증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선

행연구의 척도를 수정 및 보완하여 하위영역 및 문항들을 제작하였고 초

보적으로 제작된 척도는 전문가 검토(교육측정평가전공 교수 1인, 석·박

사 연구생 9인)에 의해 내용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그후 서울 소재 1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실시하여 문항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본검사를 실시한 후 220개의 사례를 활용하여 구인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구인타당도의 경우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확

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TLI= .906, CFL= .916, RMSEA= .060). 또한 신뢰도(Cronbach's alpha)

의 경우 실천적 교수역량 전체 신뢰도는 .921, 하위영역(계획과 조직, 의

사소통능력, 학생과의 상호작용, 교수·학습환경 조성, 성의와 열의)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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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도는 .894-.912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해당 척도의 타당

도와 신뢰도가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 문항

계획과 조직

1. 선생님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이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

이나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설명

해주신다.

2. 한 번의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의 양이 적절하다.

3. 수업의 도입, 전개, 정리가 잘 조직되어 있다.

의사소통능력

4. 우리 수학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쓰는 어휘는 이해하기 쉽다.

5. 우리 수학 선생님은 수업을 할 때 모든 학생에게 두루두루

시선을 주신다.

6. 우리 수학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다양한 학습 자료(교과서,

판서, 프린트물, 시청각 자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신다.

학생과의

상호작용

7. 우리 수학 선생님은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만

한 질문들을 적절히 하신다.

8. 우리 수학 선생님은 수업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상

적 경험이나 사례, 학생들의 관심사와 관련 지어 설명한다.

9. 우리 수학 선생님은 학생들의 생각과 의견을 귀담아 듣으

며 그에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교수·학습환

경 조성

10. 우리 수학 선생님은 수업 중에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이

해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신다.

11. 우리 수학 선생님은 학생들이 수업 중의 활동(토론, 문제

풀이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신다.

<표 Ⅳ-1> 실천적 교수역량 하위 영역 및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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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우리 수학 선생님은 교실의 조명, 환기 상태 등을 수업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점검, 유지하신다.

성의와 열의

13. 우리 수학 선생님은 수업 내용에 대해 충분히 잘 알고 있다.

14. 우리 수학 선생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신다.

15. 우리 수학 선생님은 학생들의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모두

존중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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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학 학습흥미 척도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수학 학습흥미를 측정하기 위하여 박주헌,

강양구, 한선영(2019), 페이창건 외(裴昌根, 2018) 및 하유경(2020) 등 선

행연구에서 제시한 수학 학습흥미 척도를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수학 학습흥미 척도는 ‘수

학 교과 흥미’와 ‘수학 수업 흥미’ 두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매 하위영역 모두 ‘인지적 참여’, ‘정서적 체험’, ‘가치 인식’ 등 세 개의

하위요소로 구성되었다. 또한 수학 학습흥미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의

자기보고식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2 문항을 포함한다.

‘수학 교과 흥미’는 수학 교과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흥미를 의

미하는데 이에 포함되는 ‘인지적 참여’는 수학 교과에 대한 궁금증, 학습

경향성을 의미하고 ‘정서적 체험’은 수학 교과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의미하며 ‘가치 인식’은 수학 교과의 중요성, 유용성 등 가치에 대한 인

식을 의미한다.

‘수학 수업 흥미’는 수학 수업상황에서의 자극에서 즉각적으로 발생하

는 일시적인 흥미를 의미하는데 이에 포함되는 ‘인지적 참여’는 수학 수

업에 대한 몰입, 주의 집중을 의미하고 ‘정서적 체험’은 수학 수업에 대

한 긍정적인 감정을 의미하며 ‘가치 인식’은 수학 수업의 중요성, 유용성

등 가치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수학 학습흥미 척도의 하위영역과 문항은 다음의 <표 Ⅳ-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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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영역 하위요소 문항

수학 교과

흥미

인지적 참여

1. 나는 수학 공부를 할 때 궁금한 점이 많이 생

긴다.

2. 나는 수학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싶다는 의욕

이 생긴다.

정서적 체험

3. 나는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 신난다.

4. 나는 수학 교과를 좋아한다.

가치 인식

5. 수학 과목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깊다.

6. 나는 이후 수학 관련 분야의 일을 하고 싶다.

수학 수업

흥미

인지적 참여

7. 요즘 나는 수학 수업에 집중이 잘 된다.

8. 요즘 나는 수학 수업을 들을 때 적극적으로

사고한다.

정서적 체험

9. 요즘 나는 수학 수업이 재미있다.

10. 요즘 나는 수학 수업이 끝날 때 아쉽다.

가치 인식

11. 요즘 수학 수업을 들으면서 나는 이 수업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2. 요즘 수학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은 나의 진

로에 도움이 된다.

<표 Ⅳ-2> 수학 학습흥미 하위 영역 및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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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학 학습흥미 척도 신뢰도 분석

척도의 신뢰도(reliability)는 측정도구를 이용해서 점수를 반복적으로

수집했을 때 그 점수가 얼마나 일관되게 나타나는지의 정도로 측정의 오

차(measurement error)가 적은 정도를 뜻한다(백순근, 2004). 이 연구에

서 사용된 수학 학습흥미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문항 내적

일치도 계수인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하위영역

의 신뢰도는 각각 0.912, 0.894로 나타났고 전체 신뢰도는 0.940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신뢰도가 양호한 측정 도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Ⅳ

-3> 참조)

수학 교과 흥미 수학 수업 흥미 총점

문항 내적 일치도 계수

( Cronbach`s alpha )
0.912 0.894 0.940

<표 Ⅳ-3> 수학 학습흥미 척도의 신뢰도

2) 수학 학습흥미 척도의 구인타당도 분석

구인(construct)이란 특정한 개념이나 특성을 구성하는 것으로 여겨지

는 가상의 하위개념 혹은 특성을 말하며, 구인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은

어떠한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심리적 특성을 정말로 재고 있는지를 경

험적이면서도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말한다(백순근, 2004). 이 연

구에서는 수학 학습흥미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1. 하위

영역과 총점, 하위영역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2. 구조방정식 모형

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 52 -

수학 교과 흥미 수학 수업 흥미

수학 수업 흥미 0.779***

총점 0.952*** 0.934***

***p< .001

<표 Ⅳ-4> 수학 학습흥미 척도 하위 영역 및 전체 간 상관관계

먼저, 각 하위영역과 총점, 그리고 하위영역 간 Pearson 적률상관계수

는 <표 Ⅳ-4>와 같다. ‘수학 교과 흥미’와 ‘수학 수업 흥미’, 두 하위영역

과 총점 간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상관계수가 각각 0.952,

0.934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p<.001). 이는 각 하위영역이 수학 학습

흥미라는 하나의 구인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하위영역

간 상관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상관계수가 0.779로 높은 수준을 보

이고 있다(p<.001). 이 또한 영역 간에 높은 상관을 가지고 있으며 수학

학습흥미 구인을 같이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의미한다.

다음으로 수학 학습흥미를 두 개의 하위영역으로 설정한 모형이 적합

한지를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이란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통해 관찰변수와 요인 사이의 관계에 대해 충분히 많은 정보

를 가지고 관계의 일부에 제약을 가한 요인분석 방법으로, 주어진 자료

가 연구자가 설정한 요인 모형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박현정, 2005).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 가정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측정

변인들이 정상분포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행하기

앞서 각 측정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왜도의 절댓

값은 2 미만(0.067~0.471), 첨도의 절댓값은 4 미만으로(0.405~0.973), 정

규성이 충족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수학 학습흥미는 2개의 하

위영역으로 구성되었고 하위영역 간의 상관이 전제되며, 각 하위영역 당

하위요소가 3개이고 하위요소 당 문항이 2개인 모형을 분석하였다([그림

Ⅳ-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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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학습흥미 척도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다음과 같다(<표 Ⅳ-5> 참조). 먼저, 카이제곱 통계치가 유의 수

준 0.001 기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기 때문에 모형과 데이터가 일치

한다는 영가설을 기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카이제곱 통계치는 표본의 크

기에 민감하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Kline,

2005). 이에 카이제곱 통계치를 자유도로 나눈 표준 카이제곱값으로 모

형 적합도가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다. 표준 카이제곱값이 3보다 작을

경우 모형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 모형에서는 표

준 카이제곱값이 2.185로 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표본의 크

기에 덜 민감한 적합도 지수들을 살펴보면 CFI(Comparative Fit Index)

[그림 Ⅳ-1] 수학 학습흥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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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0.969, TLI(Tucker-Lewis Index)는 0.957로 나타났고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0.077,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는 0.044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CFI 값과

TLI 값은 0.9 이상일 경우 양호한 적합도로 보고 RMSEA 값과 SRMR

값은 0.05 이하일 경우 아주 좋은 수준의 적합도, 0.08 이하일 경우 양호

한 수준의 적합도로 본다(홍세희, 2000; Browne & Cudeck, 1993). 따라

서 이 연구에서 사용된 수학 학습흥미 측정 도구는 양호한 적합도를 보

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적합도 χ2(df) CFI TLI RMSEA SRMR

값 102.677(47)*** 0.969 0.957
0.077

(0.057~0.097)
0.044

***p< .001

<표 Ⅳ-5> 수학 학습흥미 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

수학 학습흥미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모수 추정치는

<표 Ⅳ-6>과 같다. 각 문항들과 1차 요인(인지적 참여, 정서적 체험, 가

치 인식)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요인부하량의 비표준화 계수 추정치는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표준화 계수 추정치의 범위는 0.755~0.961로

양호하였다. 다음으로 1차 요인과 2차 요인의 관계를 나타내는 요인부하

량의 비표준화 계수 추정치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표준화 계수 추

정치의 범위도 0.843~0.996으로 양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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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1차

요인부하량

인지적 참여
→M11 1.000 0.887

→M12 0.984*** 0.802

정서적 체험
→M13 1.000 0.900

→M14 1.020*** 0.961

가치 인식
→M15 1.000 0.756

→M16 1.315*** 0.755

인지적 참여
→M21 1.000 0.832

→M22 0.996*** 0.887

정서적 체험
→M23 1.000 0.843

→M24 1.182*** 0.908

가치 인식
→M25 1.000 0.853

→M26 0.972*** 0.797

2차

요인부하량

수학 교과

흥미

→인지적 참여 1.000 0.996

→정서적 체험 1.083*** 0.934

→가치 인식 0.786*** 0.914

수학 수업

흥미

→인지적 참여 1.000 0.843

→정서적 체험 1.171*** 0.917

→가치 인식 1.095*** 0.852

***p< .001

<표 Ⅳ-6> 수학 학습흥미 요인 모형의 계수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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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업 만족도 척도

이 연구에서는 Baek et al.(2019)이 개발한 수업 만족도 척도를 활용하

여 고등학생의 수업 만족도를 측정하였으며 문항은 다음의 <표 Ⅳ-7>

과 같다.

Baek et al.(2019)의 연구에서 수업 만족도 척도를 제작한 후, 척도의

양호도를 검증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선행연구를 기초로 건립한

구인지도를 바탕으로 수업 만족도의 하위영역과 문항을 설정하였는데 하

위영역은 총 4개이고 하위영역당 6개의 문항을 제작하였다. 초보적으로

제작된 척도는 전문가 협의회(교육측정평가전공 박사 학위를 취득한 학

자 3인, 박사 연구생 7인)에 의해 내용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그후 서울,

경기, 충북, 대전, 경남 소재의 6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911개의 사례를 활용하여 구인타당도

와 신뢰도를 분석하였으며 최종 척도는 4개의 하위영역당 5개의 문항 즉

총 20개의 문항으로 확정되었다. 내용 타당도의 경우 문항들의 득점이

4.2-4.9로 매우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구인타당도의 경우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

타났다(TLI= .951, CFL= .961, RMSEA= .069, SRMR= .030). 또한 신뢰

도(Cronbach`s alpha)의 경우 수업 만족도 전체 신뢰도는 .974, 하위영역

(목표, 내용, 방법, 결과)의 신뢰도는 .892-.945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

타났다. 즉 해당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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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영역 문항

목표

1. 수학 수업의 학습 목표는 무엇에 초점을 두고 공부해야 하는

지 제시해 주었다

2. 수학 수업의 학습 목표는 나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었다.

3. 수학 수업의 학습 목표는 나의 수준과 잘 맞았다.

4. 수학 수업의 학습 목표와 수업 내용은 잘 어울렸다.

5. 수학 수업은 학습 목표를 잘 달성하였다.

내용

6. 수학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었

다.

7. 수학 수업 시간의 학습 분량은 나에게 적절하였다.

8. 수학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실생활과 관련돠어 의미가

있었다.

9. 수학 수업 시간에 하는 학습과제들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10. 수학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방법

11. 수학 선생님은 학생들이 해야 할 활동이나 배울 내용에 대

해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셨다.

12. 수학 선생님은 학생들이 해야 할 활동이나 배울 내용에 대

한 시간 배분을 잘 하셨다.

13. 수학 수업 시간은 자신의 의견이나 질문을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14. 수학 수업 시간에는 다양한 개인 및 조별활동 등을 통해 스

스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15. 수학 선생님은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셨다.

<표 Ⅳ-7> 수업 만족도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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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16. 수학 수업은 나의 수학 공부 방법이나 전략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17. 수학 수업은 나의 수학 실력을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18. 수학 수업은 수학에 대한 나의 흥미를 높이는 데 많은 도움

이 되었다.

19. 수학 수업은 내가 실생활에서 수학을 활용하는 데 많은 도

움이 되었다.

20. 수학 수업은 나의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데 많은 도

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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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절차

이 연구의 절차 정리하면 <표 Ⅳ-8>과 같다. 먼저, 선행연구를 바탕으

로 ‘수학 학습흥미 척도’를 수정·보완하고 상관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인타당도를 확인하였으며 신뢰도 또한 검증하여 척도 준비를 완

료하였다. 다음으로 본검사를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구조방

정식 모형을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구분 연구 절차

[1단계]

선행연구 검토

및 척도 준비

2021.9 ~ 2021.12

1.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관련 선행연구 분석

2. 수학 학습흥미 관련 선행연구 분석

3. 교육성과 관련 선행연구 분석

4. 수학 학습흥미 척도 문항 개발

▼

[2단계]

검사 실시 및

자료 수집

2021.12 ~ 2022.5

5. 척도 문항 수정 및 보완

6.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본검사 실시(3월)

7. 수학 학습흥미 본검사 실시(4월)

8. 중간고사 수학 성적 수집(5월)

9. 수업 만족도 본검사 실시(5월)

▼

[3단계]

자료 분석 및

논문 작성

2022. 5 ~ 2022. 7

10. 본검사 및 학업성취도 자료 분석 및 해석

11.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논문 작성

12. 논문 수정 및 보완

<표 Ⅳ-8>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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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수학 학습흥미 척도’를 제작 및 타당화하고, 중국 고등

학생이 지각한 수학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과 수학 학습흥미, 그리고

교육성과의 구조적인 관계 및 성별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6.0과 R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첫째, 수학 학습흥미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문항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alpha)를 산출하고, 구인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

학 학습흥미 척도에 대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확인적 요인분석

(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중국 고등학생이 지각한 수학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수학 학

습흥미, 교육성과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고등학생이 지각한

실천적 교수역량과 수학 학습흥미, 고등학생이 지각한 실천적 교수역량

과 교육성과, 수학 학습흥미와 교육성과 간의 단순상관분석(Pearson의

적률상관계수)을 실시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셋째, 중국 고등학생이 지각한 수학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이 수학

학습흥미를 매개로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잠재변수들 간의 관계

를 모형화하여 인과 관계를 파악하고 더하여 매개효과까지 검증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 절차로는 우선 이론적 근거

에 설정한 모형이 데이터와 부합하는지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고 변인

간의 구조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한 후, 유의한다면 표준화 구

조계수의 크기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검증과 붓스트래핑(Bootstrapping) 검증을 진행

하였다.

넷째, 중국 고등학생이 지각한 수학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이 수학

학습흥미를 매개로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이 조절하는지 검증하

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에 조절변수인 성별을 투입하여 조건부과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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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진행하였다. 조건부과정분석은 연구분야와 연구방법이 다양해지면

서 단순히 ‘어떻게’의 문제를 다루는 매개분석이나 ‘언제’의 문제를 다루

는 조절분석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에서 두 분석을 결합하여 통

합한 모형을 분석하는 것으로 발달된 방법론이다(이형권, 2015). 조건부

과정분석의 분석 절차로는 조절변수를 투입한 모형이 데이터와 부합하는

지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고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성별과 각 변인

과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한 후, 유의한다면 표준화 계

수의 크기를 확인하였다. 또한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남,

녀 두 집단에서의 조건부간접효과 차이를 붓스트래핑(Bootstrapping) 검

증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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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 결과

이 연구는 중국 고등학생이 지각한 수학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이 수

학 학습흥미를 매개로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중국 H성 소재 L고등학교 1학년 211명을 대상으로 본검사를 실시

하여 결측치를 제거한 199개의 사례수를 분석하였다. 분석 절차는 다음

과 같다. 먼저, 실천적 교수역량, 수학 학습흥미, 교육성과 각 변인에 대

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변인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

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

로 조건부과정분석을 실시하여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1. 기초통계

가. 각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중국 고등학생이 지각한 수학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수학 학습흥미,

교육성과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변인들

의 기술통계치는 다음과 같다(<표 Ⅴ-1> 참조).

우선 중국 고등학생이 지각한 수학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현황은 다

음과 같다. 실천적 교수역량은 하위영역별로 ‘계획과 조직’이 평균 4.40,

‘의사소통능력’이 평균 4.33, ‘학생과의 상호작용’이 평균 4.46, ‘교수·학습

환경 조성’이 평균 4.33, ‘성의와 열의’가 평균 4.55로 나타나 성의와 열의

의 평균이 가장 높고 의사소통능력과 교수·학습환경 조성의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생이 지각한 실천적 교수역량의 모든 측정변

인들의 왜도 절대값이 0.382~0.769로 나타나 |왜도|≤2의 범위에 속하였

고, 첨도 절대값이 0.502~1.330으로 나타나 |첨도|≤4의 범위에 속하여 정

상분포의 조건을 충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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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중국 고등학생의 수학 학습흥미의 경우 수학 교과 흥미는

평균 3.52점으로 나타났고 수학 수업 흥미는 평균 3.73점으로 나타나, 수

학 수업 흥미의 평균이 수학 교과 흥미의 평균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 교과 흥미와 수학 수업 흥미의 왜도 절대값이 각각

0.001, 0.010으로 나타나 |왜도|≤2의 범위에 속하였고, 첨도 절대값은 각

각 0.937, 0.773으로 나타나 |첨도|≤4의 범위에 속하여 정상분포의 조건

을 충족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성과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학업성취도의 경우 중간

고사 수학 성적을 척도화 하여 사용하였다. 학업성취도의 평균은 1.73점

으로 나타났고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0.183과 1.087로 |왜도|≤2,

|첨도|≤4의 범위에 속하여 정상분포의 조건을 충족하였다. 학생이 수학

수업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목표는 평균 4점, 내용은 평균 3.93점, 방법

은 평균 4.08점, 결과는 평균 3.85점으로 나타나, 방법의 평균이 가장 높

고 결과의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만족도의 모든 측정

변인들의 왜도 절대값이 0.165~0.661로 나타나 |왜도|≤2의 범위에 속하

였고, 첨도 절대값이 0.131~0.981로 나타나 |첨도|≤4의 범위에 속하여 정

상분포의 조건을 충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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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

변인
측정변인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실천적

교수역량

전체 3.40 5.00 4.41 0.51 -0.265 -1.356

계획과

조직
3.00 5.00 4.40 0.58 -0.549 -0.855

의사소통

능력
3.00 5.00 4.33 0.63 -0.382 -1.220

학생과의

상호작용
3.33 5.00 4.46 0.55 -0.418 -1.330

교수·학습

환경 조성
1.33 5.00 4.33 0.67 -0.769 0.502

성의와

열의
3.00 5.00 4.55 0.50 -0.667 -0.815

수학

학습흥미

전체 1.67 5.00 3.63 0.81 0.063 -0.931

수학 교과

흥미
1.17 5.00 3.52 0.92 -0.001 -0.937

수학 수업

흥미
1.83 5.00 3.73 0.79 -0.010 -0.773

학업

성취도

중간고사

수학 성적
0.30 3.93 1.73 0.89 0.183 -1.087

수업

만족도

전체 2.20 5.00 3.97 0.78 -0.267 -0.981

목표 2.00 5.00 4.00 0.78 -0.336 -0.787

내용 2.00 5.00 3.93 0.79 -0.165 -0.981

방법 1.00 5.00 4.08 0.83 -0.661 -0.131

결과 1.00 5.00 3.85 0.95 -0.387 -0.757

<표 Ⅴ-1> 기초 통계(N=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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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인 간의 상관분석

이 연구에서는 각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확인하였다.

1) 실천적 교수역량과 수학 학습흥미의 상관

중국 고등학생이 지각한 수학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과 고등학생의

수학 학습흥미의 상관은 다음과 같다(<표 Ⅴ-2> 참조). 실천적 교수역

량과 수학 학습흥미 전체 및 하위영역의 상관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나타났다(p<.05).

실천적 교수역량 전체와 수학 학습흥미 전체의 상관은 0.290으로 나타

났다. 구체적으로 실천적 교수역량 전체와 수학 학습흥미의 하위영역 간

상관은 0.247, 0.304로 나타났다. 수학 학습흥미 전체와 실천적 교수역량

의 하위영역 간 상관은 0.198-0.288 범위 사이에 분포하였고, 실천적 교

수역량 하위영역 중 ‘계획과 조직’과의 상관이 0.288로 가장 높게 나타났

수학 학습흥미

실천적 교수역량
전체

수학 교과

흥미

수학 수업

흥미

전체 0.290*** 0.247*** 0.304***

계획과 조직 0.288*** 0.270*** 0.274***

의사소통능력 0.278*** 0.218** 0.314***

학생과의 상호작용 0.268*** 0.250*** 0.257***

교수·학습환경 조성 0.198** 0.149* 0.233***

성의와 열의 0.229** 0.197**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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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Ⅴ-2> 실천적 교수역량과 수학 학습흥미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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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교수·학습환경 조성’과의 상관이 0.198로 가장 낮았다.

2) 수학 학습흥미와 교육성과의 상관

고등학생의 수학 학습흥미 전체 및 하위영역과 교육성과 전체 및 하위

영역의 상관은 다음과 같다(<표 Ⅴ-3>, <표 Ⅴ-4> 참조). 수학 학습흥

미와 교육성과의 전체 및 하위영역의 상관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수학 학흡흥미 전체와 학업성취도의 상관은 0.502로 높은 수준을 보였

다. 수학 학습흥미의 하위영역인 ‘수학 교과 흥미’ 및 ‘수학 수업 흥미’와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 또한 0.504, 0.437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수학 학습흥미 전체와 수업 만족도 전체의 상관은 0.695로 높은 수준

수학 학습흥미

학업성취도
전체 수학 교과 흥미 수학 수업 흥미

중간고사 수학 성적 0.502*** 0.504*** 0.437***

***p< .001

<표 Ⅴ-3> 수학 학습흥미와 학업성취도의 상관

수학 학습흥미

수업 만족도
전체 수학 교과 흥미 수학 수업 흥미

전체 0.695*** 0.651*** 0.661***

목표 0.617*** 0.587*** 0.578***

내용 0.665*** 0.632*** 0.621***

방법 0.610*** 0.550*** 0.606***

결과 0.689*** 0.649*** 0.650***

***p< .001

<표 Ⅴ-4> 수학 학습흥미와 수업 만족도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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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수학 학습흥미 전체와 수업 만족도의 하위영역

간 상관은 0.610-0.689 범위 사이로 나타났는데 수업 만족도의 하위영역

중 ‘결과’와의 상관이 0.6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방법’과의 상관이

0.61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수업 만족도 전체와 수학 학습흥미 하위

영역 ‘수학 교과 흥미’와 ‘수학 수업 흥미’ 간 상관은 각각 0.651, 0.661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3) 실천적 교수역량과 교육성과의 상관

중국 고등학생이 지각한 수학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전체 및 하위영

역과 고등학생의 교육성과 전체 및 하위영역의 상관은 다음과 같다(<표

Ⅴ-5>, <표 Ⅴ-6> 참조). 실천적 교수역량과 교육성과의 전체 및 하위

영역의 상관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실천적 교수역량 전체와 학업성취도의 상관은 0.512로 높은 수준을 보

였다. 실천적 교수역량의 하위영역과 학업성취도의 상관은 0.347-0.528

범위 사이로 나타났는데 실천적 교수역량의 하위영역 중 ‘의사소통능력’

과의 상관이 0.5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수·학습환경 조성’과의 상관

이 0.34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실천적

교수역량

학업성취도

전체
계획과

조직

의사소통

능력

학생과의

상호작용

교수·학습

환경조성

성의와

열의

중간고사 수학 성적 0.512*** 0.500*** 0.528*** 0.452*** 0.347*** 0.397***

***p< .001

<표 Ⅴ-5> 실천적 교수역량과 학업성취도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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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적 교수역량 전체와 수업 만족도 전체의 상관은 0.375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실천적 교수역량 전체와 수업 만족도의 하위영역 간 상관은

0.337-0.366 범위 사이로 나타났는데 수업 만족도 하위영역 중 ‘내용’과

의 상관이 0.36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결과’와의 상관이 0.337로 가

장 낮게 나타났다. 수업 만족도 전체와 실천적 교수역량의 하위영역 간

상관은 0.298-0.364 범위 사이로 나타났는데 실천적 교수역량 하위영역

중 ‘성의와 열의’와의 상관이 0.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수·학습환

경 조성’과의 상관이 0.29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실천적

교수역량

수업만족도

전체
계획과

조직

의사소통

능력

학생과의

상호작용

교수·학습

환경 조성

성의와

열의

전체 0.375*** 0.363*** 0.316*** 0.346*** 0.298*** 0.364***

목표 0.356*** 0.372*** 0.280*** 0.343*** 0.263*** 0.294***

내용 0.366*** 0.359*** 0.313*** 0.329*** 0.288*** 0.304***

방법 0.338*** 0.304*** 0.293*** 0.296*** 0.308*** 0.261***

결과 0.337*** 0.322*** 0.293*** 0.323*** 0.255*** 0.275***

***p< .001

<표 Ⅴ-6> 실천적 교수역량과 수업 만족도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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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가. 구조방정식 모형 설정

변인 간의 상관분석을 통해 중국 고등학생이 지각한 수학 교사의 실천

적 교수역량과 수학 학습흥미, 교육성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지님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실천적 교수역량, 수학 학습흥미, 교육성과 등 변인

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고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수학 학습흥미가 매개하는

지를 경험과학적으로 검증하고자 아래의 구조방정식 모형(SEM)을 설정

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컴퓨터 프로그램 R 프로그램의 lavaan 패키

지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실천적 교수역량이 수학 학습흥미를 매개로 교육성과 즉 수업

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자 [그림 Ⅴ

-1]과 같은 모형을 설정하였다2). 실천적 교수역량, 수학 학습흥미, 수업

[그림 Ⅴ-1] 연구 가설 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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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의 경우 각 하위영역별로 평균을 내어 사용하였으며, 학업성취도

는 2학기 중간고사 수학 성적을 척도화 하여 사용하였다.

해당 모형의 구조방정식 모형 적합도는 다음과 같다(<표 Ⅴ-7> 참조).

모형 적합도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카이제곱값이 유의수준 .001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모형이 변인 간 관계를 완벽하게 설명한다는

영가설을 기각하였다. 하지만 카이제곱 검증의 경우 표본 크기에 민감하

여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영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문제점을

지니므로 카이제곱값을 자유도로 나눈 표준 카이제곱값을 적합도가 적절

한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많이 쓰이는데 표준 카이제곱값이 3보다 작을

경우 모형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한다(홍세희, 2000; Kline, 2005).

위 모형의 표준 카이제곱값은 2.075이므로 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모형 적합도 지수인 CFI가 0.975, TLI가 0.964로 나타났으며

RMSEA는 0.073, SRMR는 0.033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CFI값과

TLI값은 0.9 이상일 경우 양호한 적합도로 보며 RMSEA와 SRMR는

0.05 이하일 경우 좋은 수준의 적합도, 0.08 이하일 경우 양호한 수준의

적합도로 본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연구에서 사용한 모

형은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적합도 χ2(df) CFI TLI RMSEA SRMR

값 95.433(46)*** 0.975 0.964
0.073

(0.053~0.094)
0.033

***p< .001

<표 Ⅴ-7> 모형 적합도 지수

모형의 모수 추정치는 다음 <표 Ⅴ-8>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실천적

교수역량이 수학 학습흥미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표준

화 계수는 0.322로 나타났다(p<.001). 실천적 교수역량이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표준화 계수는 0.170으로 나타

났다(p<.01). 실천적 교수역량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역시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고 표준화 계수는 0.402로 나타났다(p<.001). 수학 학습흥

2) 수업 만족도의 하위영역 오차항 간 공분산(오차상관)을 설정. p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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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표준화 계수

는 0.707로 나타났다(p<.001). 수학 학습흥미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

향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표준화 계수는 0.408로 나타났다

(p<.001).

모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구조

계수

실천적 교수역량 →수학 학습흥미 0.580*** 0.322

실천적 교수역량 →수업 만족도 0.254** 0.170

실천적 교수역량 →학업성취도 0.775*** 0.402

수학 학습흥미 →수업 만족도 0.586*** 0.707

수학 학습흥미 →학업성취도 0.436*** 0.408

요인

부하량

실천적 교수역량

→계획과 조직 1.000 0.789

→의사소통능력 1.164*** 0.852

→학생과의상호작용 1.057*** 0.889

→교수·학습환경조성 1.168*** 0.797

→성의와 열의 0.909*** 0.834

수학 학습흥미
→수학 교과 흥미 1.000 0.897

→수학 수업 흥미 0.832*** 0.869

수업 만족도

→목표 1.000 0.884

→내용 1.052*** 0.911

→방법 1.088*** 0.902

→결과 1.27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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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Ⅴ-8> 모형 계수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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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적 교수역량이 수학 학습흥미를 매개로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로계수를 포함한 최종

모형을 설정하면 [그림 Ⅴ-2]와 같다.

이 모형의 결과를 요약하면, 실천적 교수역량은 수학 학습흥미, 수업

만족도, 학업성취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수학 학습흥미 역시

수업 만족도 및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실천적 교수역량이 수

학 학습흥미를 매개로 수업 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간접경로와

직접경로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Ⅴ-2] 최종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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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학 학습흥미의 매개효과 검증

실천적 교수역량과 교육성과의 관계에 있어 수학 학습흥미의 매개효과

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지니는지 검증하기 위해 실천적 교수역량이 교

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Sobel과 붓스트래핑(Bootstrapping) 검증 방식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먼저, Sobel 검증의 경우 <표 Ⅴ-9>와 같이 실천적 교수역량이 수학

학습흥미에 미치는 영향의 비표준화 계수는 0.580, 표준오차는 0.132이고

수학 학습흥미가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비표준화 계수는 0.586,

표준오차는 0.064로 나타났다. 따라서 Sobel 통계값은 3.961로 계산되었

으며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실천적 교수역량이

수학 학습흥미에 미치는 영향의 비표준화 계수는 0.580, 표준오차는

0.132, 수학 학습흥미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의 비표준화 계수는

0.436, 표준오차는 0.063으로 나타났으며 Sobel 통계값은 3.709로 계산되

었고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Sobel

통계값

실천적 교수역량 → 수학 학습흥미 0.580 0.132
3.961***

수학 학습흥미 → 수업 만족도 0.586 0.064

실천적 교수역량 → 수학 학습흥미 0.580 0.132
3.709***

수학 학습흥미 → 학업성취도 0.436 0.063
***p<.001

<표 Ⅴ-9> 간접효과에 대한 Sobel 검증 결과

실천적 교수역량이 교육성과 즉 수업 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직접효과)에 대해 붓스트래핑 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형에서 수업

만족도에 대한 직접효과는 비표준화 계수가 0.254, 표준화 계수가 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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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고 신뢰구간은 비표준화 계수 기준으로 0.960~0.427로 나타났으며 유

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이 모형에서 실천적 교수역

량이 학업성취도에 대한 직접효과는 비표준화 계수가 0.775, 표준화 계수

가 0.402이었고 신뢰구간은 비표준화 계수 기준으로 0.557~1.003으로 나

타났으며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실천적 교

수역량이 수학 학습흥미를 매개로 교육성과 즉 수업 만족도와 학업성취

도에 미치는 영향(간접효과)에 대해 붓스트래핑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형에서 실천적 교수역량이 수학 학습흥미를 매개로 수업 만족도

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비표준화 계수가 0.340, 표준화 계수는 0.228이었

고 신뢰구간은 비표준화 계수 기준으로 0.179~0.509로 나타났으며 유의수

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모형에서 실천적 교수역량이

수학 학습흥미를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비표준화 계수

가 0.253, 표준화 계수는 0.131이었고 신뢰구간은 비표준화 계수 기준으

로 0.126~0.402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실천적 교수역량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총 효과'는 실천적 교수역량이

직접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해당하는 '직접효과'와 수학 학습흥미를

매개로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해당하는 '간접효과'로 구분할 수 있

다. 모형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그리고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산한

총 효과의 표준화 계수는 다음과 같다(<표 Ⅴ-10> 참조).

독립변인 종속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실천적

교수역량

수학 학습흥미 0.322 - 0.322

수업 만족도 0.170 0.228 0.335

실천적

교수역량

수학 학습흥미 0.322 - 0.322

학업성취도 0.402 0.131 0.533

<표 Ⅴ-10> 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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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건부과정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해 중국 고등학생이 지각한 수학 교사의 실

천적 교수역량이 수학 학습흥미와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 및 수학 학습

흥미가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매개효

과 검증을 통하여 중국 고등학생이 지각한 수학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수학 학습흥미의 매개효과 또한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성별이 중국 고등학생이 지각한

수학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이 수학 학습흥미를 매개로 교육성과에 미

치는 영향을 조절하는지를 경험과학적으로 검증하고자 앞서 설정한 구조

방정식 모형에 남학생을 0, 여학생을 1로 코딩한 성별이라는 조절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조절변수를 투입할 때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변수들을 평균중심화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이 구조방

정식 모형은 컴퓨터 프로그램 R 프로그램의 lavaan 패키지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실천적 교수역량이 수학 학습흥미를 매개로 교육성과 즉 수업

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이 조절하는지 분석하고자

[그림 Ⅴ-3]과 같은 모형을 설정하였고 회귀식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

다(식(1), 식(2), 식(3) 참조)3). 회귀식에서 는 실천적 교수역량, 는

수업 만족도, 는 학업성취도, 는 수학 학습흥미, 는 성별을 의미

한다.

3) 수업 만족도의 하위영역 오차항 간 공분산(오차상관)을 설정. p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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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1)

  
     

 
       식(2)

  
    

 
       식(3)

위 모형의 구조방정식 모형 적합도는 다음과 같다(<표 Ⅴ-11> 참조).

모형 적합도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카이제곱값이 유의수준 .001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모형이 변인 간 관계를 완벽하게 설명한다는

영가설을 기각하였다. 하지만 카이제곱 검증의 경우 표본 크기에 민감하

여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영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문제점을

지니므로 카이제곱값을 자유도로 나눈 표준 카이제곱값을 적합도가 적절

한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많이 쓰이는데 표준 카이제곱값이 3보다 작을

[그림 Ⅴ-3] 조절변수가 투입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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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모형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한다(홍세희, 2000; Kline, 2005).

위 모형의 표준 카이제곱값은 2.252이므로 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모형 적합도 지수인 CFI가 0.935, TLI가 0.920으로 나타났으며

RMSEA는 0.079, SRMR는 0.053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CFI값과

TLI값은 0.9 이상일 경우 양호한 적합도로 보며 RMSEA와 SRMR는

0.08 이하일 경우 양호한 수준의 적합도로 본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고려

했을 때 성별이라는 조절변수를 투입한 모형은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적합도 χ2(df) CFI TLI RMSEA SRMR

값 346.757(154)*** 0.935 0.920
0.079

(0.068~0.090)
0.053

***p< .001

<표 Ⅴ-11> 모형 적합도 지수

다음으로 모형의 모수 추정치는 다음 <표 Ⅴ-12>와 같이 나타났다.

실천적 교수역량이 수학 학습흥미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고 표준화 계수는 0.302로 나타났다(p<.001). 성별이 수학 학습흥미에

미치는 영향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표준화 계수는 –0.249로 나

타났다(p<.01). 성별과 실천적 교수역량의 상호작용은 수학 학습흥미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실천적 교수역량

이 수학 학습흥미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이 조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한다.

실천적 교수역량이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으며 표준화 계수는 0.176으로 나타났다(p<.01). 수학 학습흥미가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표준화 계수는 0.700으

로 나타났다(p<.001). 성별 및 성별과 수학 학습흥미의 상호작용이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수학

학습흥미가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이 조절하지 않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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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실천적 교수역량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고 표준화 계수는 0.426으로 나타났다(p<.001). 수학 학습흥미가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표준화 계수는 0.414로

나타났다(p<.001). 성별은 학업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았으나 성별과 수학 학습흥미의 상호작용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표준화 계수는 –0.142로 나타났다

(p<.05). 이는 수학 학습흥미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이 조

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남학생 집단에 비해 여학생 집단에서는 수

학 학습흥미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0.142만큼 작다는 것을 의

미한다.

독립 변인
종속변인: 수학 학습흥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실천적 교수역량(a1) 0.545*** 0.302

성별(a2) -0.428** -0.249

성별*실천적 교수역량(a3) 0.489 0.130

독립변인
종속변인: 수업 만족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실천적 교수역량(c1) 0.261** 0.176

수학 학습흥미(b11) 0.574*** 0.700

성별(b12) -0.020 -0.014

성별*수학 학습흥미(b13) -0.019 -0.010

독립변인
종속변인: 학업성취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실천적 교수역량(c2) 0.813*** 0.426

수학 학습흥미(b21) 0.437*** 0.414

성별(b22) 0.176 0.097

성별*수학 학습흥미(b23) -0.356* -0.142
*p<.05, **p<.01, ***p<.001

<표 Ⅴ-12> 모형 계수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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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은 다음과 같다. 조절된 매개효과 분

석은 매개효과 분석과 조절효과 분석을 결합하여 동시에 분석하는 분석

기법이다. 즉 중국 고등학생이 지각한 수학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이

수학 학습흥미를 매개로 교육성과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조절변수인 성별

의 값에 따라 달라지는 지에 관한 분석이다.

식(1)에 의하면 실천적 교수역량이 수학 학습흥미에 미치는 조건부효

과는 →  로 계산되고 식(2)에 의하면 수학 학습흥미가 수

업 만족도에 미치는 조건부효과는 →
  로 계산되며 식(3)

에 의하면 수학 학습흥미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조건부효과는

→
  로 계산된다. 매개효과는 ‘독립변수→매개변수’의 경

로계수와 ‘매개변수→종속변수’의 경로계수의 곱으로 표현되기에 ‘실천적

교수역량→수학 학습흥미→수업 만족도’와 ‘실천적 교수역량→수학 학습

흥미→학업성취도’의 조건부간접효과는 각각 식(4)와 식(5)로 계산될 수

있다.

→×→
 




식(4)

→×→
 




식(5)

조절변수가 더미변수일 때 조절된 매개효과는 부동한 집단에서의 조건

부간접효과의 차이를 의미한다. 즉 부동한 집단에서의 조건부간접효과의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함으로써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

다(Hayes, 2015). 이 연구에서는 조절변수가 성별이므로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에서의 조건부간점효과 차이의 유의성을 검증하여 조절된 매

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남학생을 0, 여학생을 1로 코딩하였기에 ‘실천적 교수역량

→수학 학습흥미→수업 만족도’의 조건부간접효과 차이는 식(4)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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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과 1를 대입하여 뺄셈을 한 결과로 ∆  이다.

∆의 비표준화 계수는 0.260으로 나타났으나 붓스트랩핑 검증을 진행

한 결과 신뢰구간이 –0.192~0.865로 0을 포함하였기에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그리고 ‘실천적 교수역량→수학 학습흥미→학업성취도’의

조건부간접효과 차이는 식(5)의 에 0과 1를 대입하여 뺄셈을 한 결과

로 ∆  이다. ∆의 비표준화 계수는 –0.155로

나타났으나 붓스트랩핑 검증을 진행한 결과 신뢰구간이 –0.368~0.390으

로 0을 포함하였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두 경로 모두

조절된 매개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위 결과를 토대로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은 경로에서 조절변수를 제

거한 최종모형은 [그림 Ⅴ-4]와 같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는 실선으

로 나타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점선으로 나타냈다.

[그림 Ⅴ-4] 조절변수가 투입된 최종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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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요약하면 단순 조절효과 분석에서는 오로지 수학 학습흥미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고 조절된 매

개효과 분석에서는 두 경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남녀

두 집단에서의 중국 고등학생이 지각한 수학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이

수학 학습흥미를 매개로 교육성과(수업 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간접효과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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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요약 및 논의

1. 요약

이 연구는 중국 고등학생이 지각한 수학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이 수

학 학습흥미를 매개로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 및 성별의 조절효과를 경

험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 가

설은 다음과 같다.

1. 중국 고등학생이 지각한 수학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은 수학 학습

흥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 중국 고등학생의 수학 학습흥미는 교육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

3. 중국 고등학생이 지각한 수학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은 교육성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4. 중국 고등학생이 지각한 수학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이 교육성과

에 미치는 영향을 수학 학습흥미가 매개한다.

5. 성별은 중국 고등학생이 지각한 수학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이 수

학 학습흥미를 매개로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한다.

위의 가설을 검증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수학 학

습흥미 척도를 제작 및 타당화하였다. ‘수학 학습흥미’척도는 박주헌, 강

양구, 한선영(2019), 하유경(2020) 및 페이창건 외(裴昌根, 2018) 등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수학 학습흥미 척도를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개발하였으며 ‘수학 교과 흥미’, ‘수학 수업 흥미’ 등 2개의 하

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수학 학습흥미 척도의 신뢰도, 구인타당도 모두

양호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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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중국 H성 소재 L고등학교 학생 199명을 대상으로 본검사를

실시하였다. 본검사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2022년 3월, 박숙

현(2015)이 제작한 중학생이 지각한 실천적 교수역량 척도를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고등학생이 지각한 수학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을 측정하였으

며, 같은 해 4월, 제작한 수학 학습흥미 척도를 활용해 고등학생의 수학

학습흥미를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같은 해 5월, 피험자들의 중간고사 수

학 성적을 수집하여 학업성취도 변인을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같은 해

5월에 Baek et al.(2019)이 개발한 수업 만족도 척도를 활용하여 해당 변

인을 측정하였다. 이후 기술통계를 통해 자료의 정규성 충족 여부를 확

인했으며, 상관관계를 통해 변인 간 관계를 파악했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변인 간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고등학생이 지각한 실천

적 교수역량과 수학 학습흥미, 교육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경험과학적

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조건부과정분석을 실시하여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고등학생이 지각한 수학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이 교육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천적 교수역량과 수업 만족

도의 상관은 0.37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p<.001), 그중 실

천적 교수역량 전체와 수업 만족도의 하위영역 중 내용과의 상관이

0.366, 수업 만족도 전체와 실천적 교수역량 하위영역 중 성의와 열의와

의 상관이 0.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천적 교수역량과 학업성취도의

상관은 0.51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p<.001), 특히 실천적

교수역량의 하위영역 중 의사소통능력과 학업성취도와의 상관이 0.528로

높게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실천적 교수역

량이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 계수는 0.170으로 나타

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1). 또한 실천적 교수역량이 학업성

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 계수는 0.402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p<.001).

둘째, 중국 고등학생이 지각한 수학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은 고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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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수학 학습흥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천적

교수역량과 수학 학습흥미의 상관은 0.29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

타났으며(p<.001), 그중 실천적 교수역량 전체와 수학 학습흥미의 하위

영역 중 수학 수업 흥미와의 상관이 0.304, 수학 학습흥미 전체와 실천적

교수역량 하위영역 중 계획과 조직과의 상관이 0.288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실천적 교수역량이 수학

학습흥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 계수는 0.322로 나타났으며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셋째, 고등학생의 수학 학습흥미가 교육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 학습흥미와 수업 만족도의 상관은 0.695로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p<.001), 특히 수학 학습흥미 전체와 수

업 만족도의 하위영역 중 결과와의 상관이 0.689, 수업 만족도 전체와 수

학 학습흥미 하위영역 중 수학 수업 흥미와의 상관이 0.661로 높게 나타

났다. 수학 학습흥미와 학업성취도의 상관은 0.50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나타났으며(p<.001), 수학 학습흥미의 하위영역인 수학 교과 흥미및

수학 수업 흥미와 학업성취도의 상관이 각각 0.504, 0.437로 높게 나타났

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수학 학습흥미가 수업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 계수는 0.707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p<.001). 또한 수학 학습흥미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표준화 계수는 0.408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1).

넷째, 매개모형 분석 결과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실천적 교

수역량의 직접효과 및 수학 수업흥미의 매개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실천적 교수역량이 수업 만족도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직접효

과의 표준화 계수는 각각 0.170, 0.402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1). 실천적 교수역량이 수학 학습흥미를 매개로 수업 만족도 및 학

업성취도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한 표준화 계수는 각각 0.228, 0.131이

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다섯째, 조건부과정분석 결과 성별은 중국 고등학생이 지각한 수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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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이 수학 학습흥미를 매개로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

향을 부분적으로 조절하였다. 단순 조절효과 분석에서는 수학 학습흥미

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즉 성별과 수학 학습흥미의 상호작용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의 표준화 계수는 최종모형에서 –0.139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5). 그러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에서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실천적

교수역량이 수학 학습흥미를 매개로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요컨대,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수학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

량이 수학 학습흥미와 교육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이고,

수학 학습흥미가 교육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각 변인 간 종합적인

관계 속에서 수학 학습흥미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경험과학적으로 확인하

였다. 성별은 수학 학습흥미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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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이 지각한 수학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이 고등학생의

교육성과에 유의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

천적 교수역량이 교육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박숙현,

2015; 신안나, 2013)와 일관된 연구이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성과를 증진

함에 있어 실천적 교수역량의 중요성을 나타내며, 특히 교육성과와 높은

상관을 보이는 의사소통능력, 성의와 열의에 대한 중요성을 나타낸다. 따

라서 수학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을 증진시킴으로써, 교육성과를 높이

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고등학생이 지각한 수학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이 고등학생의

수학 학습흥미에 유의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실천적 교수역량의 하위영역 및 관련 변인들이 학습흥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민선, 최보금, 2016; 김현진, 정재학, 2011; 이민

관, 2017; 이현정 외, 2018; 张屹 等, 2016)와 일관된 결과이다. 이러한 결

과는 수학 학습흥미를 증진함에 있어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의 중요성

을 나타낸다. 따라서 수학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을 증진시킴으로써 학

생들의 수학 학습흥미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고등학생의 수학 학습흥미는 교육성과에 유의하고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학 학습흥미는 교육성과와 정적으

로 유의한 상관이 있다는 연구나 수학 학습흥미가 교육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황성환, 손태권, 2020; 임선아, 이지수, 2016; 杜宵

丰, 刘坚, 2017; 何声清, 綦春霞, 2018)와 일관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성과를 증진함에 있어 수학 학습흥미의 중요성을 나타내며, 특히 교

육성과와 높은 상관을 보이는 수학 수업 흥미에 대한 중요성을 나타낸

다. 따라서 고등학생의 수학 학습흥미를 증진시킴으로써, 교육성과를 높

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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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이 연구를 통해 고등학생이 지각한 수학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

량이 수학 학습흥미와 교육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

과학적으로 확인했으며, 더 나아가 고등학생의 수학 학습흥미가 교육성

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지각하

는 수학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이 높아질수록 학생의 수학 학습흥미가

높아지며, 동시에 교육성과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

의 수학 학습흥미와 교육성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각 하위영역별

로 교사의 능력을 파악하여, 부족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

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을 아울러 학생들의

학습흥미와 교육성과가 적절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성별은 수학 학습흥미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영주, 이종희, 김선희(2011)의 연구와 일관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이 다름에 따라 수학 학습흥미가 학업성취

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짐을 의미하기에 수학 학습흥미를 증진 함으

로써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노력에서 남녀 차이를 고려하여 맞춤형 프로

그램을 제공할 것을 시사한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중국 H성 소재 L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후속 연구에서

는 다양한 지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분석함으로써 연구 결

과를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자가 파악하지 못한 혼입변수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분석하

고 이를 통제함으로써 실천적 교수역량과 수학 학습흥미 그리고 교육성

과의 구조적 관계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제 변인

을 설정하지 않았지만 교사-학생관계, 수업 참여도, 사교육 시간 등 다

양한 요소들이 각 변인에 동시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을 파악하고

통제하여 세 변인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연구한다면 보다 정확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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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수학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이 수학 학습흥미와 교육성과에 유의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수학 학습흥미도 교육성과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과 수학 학습흥미

는 고등학교 교육현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과 학생의 학습흥미를 증진시키는 맞춤 교육 프

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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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1 실천적 교수역량 설문지

u 以下为探究学生对数学教师的实践性教学素养的认知的问卷。
u 请大家根据实际情况如实作答，在最符合的选项画。

班级 姓名 性别

完全
不同
意

不同
意

一般 同意
完全
同意

1
我们的数学老师会向我们说明这节课要学的
内容与上节课所学的内容或下节课要学的内
容有何关联。

① ② ③ ④ ⑤

2 一节数学课中学习的内容的量是适当的。 ① ② ③ ④ ⑤

3 数学课的导入、展开、结尾组织得很好。 ① ② ③ ④ ⑤

4
我们的数学老师在上课时使用的词汇是容易
理解的。

① ② ③ ④ ⑤

5
在课堂上，我们数学老师的视线会兼顾到每
个学生。 ① ② ③ ④ ⑤

6
数学课上使用的多种多样的学习资料(如教科
书、板书、印刷资料、视频音频资料等)容易
理解且有助于学习。

① ② ③ ④ ⑤

7
我们的数学老师会适当地进行有助于理解教
学内容的提问。 ① ② ③ ④ ⑤

8
我们的数学老师为了帮助学生们理解课程内
容，会结合日常经验、事例、以及学生们关
注的事情等进行说明。

① ② ③ ④ ⑤

9
我们的数学老师会注意倾听学生们的想法与
意见并对此进行适当的反馈。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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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辛苦啦！感谢您的回答！ -

10
我们的数学老师会在课堂中反复确认学生们
是否有听懂教学内容。

① ② ③ ④ ⑤

11
我们的数学老师会鼓励学生们积极参与课堂
中的活动（如讨论，解题等）。

① ② ③ ④ ⑤

12
我们的数学老师为了不妨碍课程的进行会恰
当地检查并维持教室的照明、通风状态。

① ② ③ ④ ⑤

13
我们的数学老师对教学内容有着充分的了解
。

① ② ③ ④ ⑤

14 我们的数学老师在课堂上心情愉悦，教学热
情很高。

① ② ③ ④ ⑤

15
我们的数学老师尊重学生的各种观点和意见
。

① ② ③ ①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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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수학 학습흥미 설문지

u 以下为探究学生对“数学”这个学科的兴趣的问卷。
u 请大家根据实际情况如实作答，在最符合的选项画。

u 以下为探究学生对“数学课堂”的兴趣的问卷。
u 请大家根据实际情况如实作答，在最符合的选项画。

- 辛苦啦！感谢您的回答！ -

班级 姓名 性别

完全
不同
意

不同
意

一般 同意 完全
同意

1 当我学习数学时，我会产生好奇心。 ① ② ③ ④ ⑤

2 我有想要更多地学习数学的意愿。 ① ② ③ ④ ⑤

3 学习数学让我很开心。 ① ② ③ ④ ⑤

4 我喜欢数学这个科目。 ① ② ③ ④ ⑤

5 数学科目与我们的日常生活关联很深。 ① ② ③ ④ ⑤

6 我未来想要从事数学领域相关的行业。 ① ② ③ ④ ⑤

完全
不同
意

不同
意

一般 同意 完全
同意

1 最近上数学课时我的注意力很集中。 ① ② ③ ④ ⑤

2 最近上数学课时我会积极思考。 ① ② ③ ④ ⑤

3 最近我觉得数学课很有趣。 ① ② ③ ④ ⑤

4 最近数学课结束时我会觉得意犹未尽。 ① ② ③ ④ ⑤

5
最近上数学课时我会有这门课对我很重要的
想法。

① ② ③ ④ ⑤

6 最近数学课上所学的内容对我的未来有帮助。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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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수업 만족도 설문지

u 以下为探究学生对数学课的满意程度的问卷。
u 请大家根据实际情况如实作答，在最符合的选项画。

班级 姓名 性别

完全
不同
意

不同
意

一般 同意 完全
同意

1 数学课的教学目标明确了学习时应该把重点放在哪里。 ① ② ③ ④ ⑤

2 数学课的教学目标对我来说是需要且重要的。 ① ② ③ ④ ⑤

3 数学课的教学目标与我的水平很相符。 ① ② ③ ④ ⑤

4 数学课的教学目标与课堂内容是相符的。 ① ② ③ ④ ⑤

5 数学课很好地达成了教学目标。 ① ② ③ ④ ⑤

6 数学课上学习的内容结构很紧凑。 ① ② ③ ④ ⑤

7 数学课上所学的知识的量对我是适当的。 ① ② ③ ④ ⑤

8
数学课上所学的内容与实际生活有关联，因此具
有意义。

① ② ③ ④ ⑤

9 数学课上的学习任务难度是我能接受并完成的水准。 ① ② ③ ④ ⑤

10 数学课上所学的内容是有趣的。 ① ② ③ ④ ⑤

11
数学老师会亲切仔细地说明学生需要做的活动或
需要学习的内容。

① ② ③ ④ ⑤

12
数学老师对学生需要做的活动或需要学习的内容
的时间分配得很好。

① ② ③ ④ ⑤

13 数学课是可以轻松地发表意见或提问的氛围。 ① ② ③ ④ ⑤

14
数学课上有许多通过多样的个人及小组活动独自
学习数学知识的机会。

① ② ③ ④ ⑤

15 数学老师在上课时给予了学生们恰当的帮助。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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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辛苦啦！感谢您的回答！ -

16
数学课对于我改善数学学习方法或策略起到了帮
助的作用。 ① ② ③ ④ ⑤

17 数学课对我提升我的数学实力起到了很大的帮助。 ① ② ③ ④ ⑤

18 数学课对提高我的数学学习兴趣起到了很大的帮助。 ① ② ③ ④ ⑤

19 数学课对我在实际生活中运用数学起到了很大的
帮助。

① ② ③ ④ ⑤

20 数学课对提高我对数学的信心起到了很大的帮助。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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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it is said that the quality of education does not exceed the

quality of teachers, the teaching competency of teachers has been

continuously recognized as an important variable in the field of

pedagogy. As practical teaching competence is the practical

performance ability required for the teacher to successfully carry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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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iculum in the actual teaching situation, it is a very important

variable in the school education field. In addition, learning interest is

also a very important variable in the school education field because it

is a psychological state that occurs by interacting with the academic

situation and is deeply related to learning motivation and educational

performance. Class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are

representative indicators of educational performance because they can

represent students' learning outcomes in the affective and cognitive

areas, respectively.

Until now, studies have been continuously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practical teaching competency or

learning interest and educational performance (class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which are important variables in the

educational field. However, research conducted to empirically verify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ractical teaching competency,

learning interest, and educational performance is insufficient.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analyz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each variable based on previous studies. This study analyz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ractical teaching competency,

learning interest, and educational performance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for Chinese high school students. Specific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1. How does the practical teaching competency of mathematics

teachers perceived by Chinese high school students affect educational

performance?

2. How does the practical teaching competency of mathematics

teachers perceived by Chinese high school students affect the math

learning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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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ow does Chinese high school students' math learning interest

affect educational performance?

4. Does math learning interest mediate the effect of the practical

teaching competency of math teachers perceived by Chinese high

school students on educational performance?

5. Does gender control the effect of the practical teaching competency

of math teachers perceived by Chinese high school students on

educational performance through math learning interest?

Methods and procedures for solving thes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existing math learning interest scale was modified

and supplemented based on previous studies. The math learning

interest scale consisted of two sub-areas: 'Mathematics subject

interest' and 'Mathematics class interest', and consisted of a total of

12 items (2 sub-areas × 6 items) with 6 items per sub-area. The

construct validity was verified through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the reliability was verified through the Cronbach's alpha

coefficient.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both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math learning interest scale were good.

This test was conducted on 211 first-year students attending L

High School in H Province, China, and 199 cases in which missing

values were removed were used for analysis. In order to clarify the

relationship of time between variables, this study collected datas of

every variables separately. This study measured practical teaching

competence in March 2022, and measured math learning interest

about 3 weeks later. Then this study collected the midterm exam

results in April and measured class satisfaction about 3 weeks later.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practical teaching

competency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math learning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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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ducational performance (class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was checked by performing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practical teaching competency of

mathematics teachers perceived by Chinese high school students had

a positive effect on math learning intere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standardization coefficient for the

effect of the practical teaching competency of mathematics teachers

perceived by Chinese high school students on math learning interest

was 0.322,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1).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practical teaching competency of

math teachers perceived by Chinese high school students had a

positive effect on educational performance. As a result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the standardization coefficient for

the effect of mathematics teachers perceived by Chinese high school

students on class satisfaction was 0.170, and the standardization

coefficient for the effect on academic achievement was 0.402 (p<.01,

p<.001, respectively).

Third, it was found that math learning interest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educational performanc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standardization coefficient

for the effect of math learning interest on class satisfaction was

0.707, and the standardization coefficient for the effect on academic

achievement was 0.408, both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1).

Fourth, in order to verify whether the mediating effect of math

learning interes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direct effect (practical

teaching competency → class satisfaction; practical t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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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ency → academic achievement) and indirect effect (practical

teaching competency → math learning interest, math learning interest

→ class satisfaction; practical teaching competency → math learning

interest, math learning interest → academic achievement) estimated i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were verified. This study used both

Sobel and Bootstrapping tests to estimate thes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As a result of the verification, the standardization coefficient

of the direct effect of the mathematics teacher perceived by Chinese

high school students on class satisfac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0.170, and the standardization coefficient of indirect effect on class

satisfaction through math learning interes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0.228 (p<0.01, p<.001, respectively). The standardization coefficient

of direct effect of mathematics teachers perceived by Chinese high

school students on academic achievemen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0.402, and the standardization coefficient of indirect effect on

academic achievement through mathe learning interes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0.131 (p<.001). Therefore, it was found that

the practical teaching competency of math teachers perceived by

Chinese high school students had a mediating effect on class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through math learning interest.

Fifth,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As a result, the standardization

coefficient for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in the effect of math

learning interest on academic achievemen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0.139 (p<.05).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male and female groups, that is, the controlled mediating

effect, was not significant in the effect of the practical teaching

competency of math teachers perceived by Chinese high school

students on educational performance through math learning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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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hort, in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practical teaching

competency of math teachers perceived by Chinese high school

students had a positive effect on math learning interest and

educational performance, and that math learning interest had a

positive effect on educational performance. So the mediating effect of

math learning interest is exist. In addition, gender was found to have

a moderating effect on the effect of mathl learning interest on

academic achievement. These results suggest that teachers' practical

teaching competencies are important in order to improve math

learning interest and educational performance, and theref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enhance teachers' practical teaching competencies

and students' learning interests.

keywords : Chinese High School Students, Practical Teaching

Competence, Math Learning Interest, Class Satisfaction,

Academic Achievement, Structural Equ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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