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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의 수학적 신념체계 및 중심신념요인 분석1)

김 윤 민*․이 종 희**

본 연구는 수학적 신념체계를 탐색하고, 고등학생의 수학적 신념체계의 중심신념요

인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개별적인 수학적 신념보다는 수학적 신념체계가 수학 학습 

및 문제해결에 훨씬 많은 영향을 끼쳐서 내부적인 동력이 될 수 있고, 학생의 수학적 

관점을 갖게 하기에 수학 교수ㆍ학습 및 문제해결에서 수학적 신념체계는 중요하다.

수학적 신념체계는 수학 교과, 수학 문제해결, 수학 교수ㆍ학습, 자아개념에 대한 신

념이 밀접한 상호관련성을 갖고 구성되며, 신념체계에는 신념간의 관련성과 영향력에 

따라 중심신념이 존재한다. 이에, 고등학생 526명의 수학적 신념 검사결과를 바탕으

로, 수학적 신념의 요인간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중심신념요인

으로 끈기, 도전성, 자신감, 감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수학적 신념체계의 중

심신념요인들은 학생들의 수학학습의 경험에 의해 발달되고 평가에 의해 견고해진 

것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Ⅰ. 서 론

수학적 신념은 문제해결과정에서 학생의 개인

적 행동을 형성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Lester

et al., 1989; Schoenfeld, 1989). 학생들이 수학적 

학습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에 영향을 주며,

수학과 관련한 사고와 행동을 조절하는 여과기 

역할을 한다(Pehkonen & Tӧrner, 1999). 또한 학

생 개인만의 지식 구조를 위한 틀을 형성하며,

이 틀 안에서 활동을 생각할 수 있게 하고, 그래

서 수학적 행동에 영향을 준다(Pehkonen, 1996).

이렇듯, 수학 교수ㆍ학습 및 문제해결과 관련지

어 볼 때 수학적 신념이 문제해결, 변화와 발달,

의미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

당하고 있고, 수학적 신념은 수학 교수ㆍ학습 및 

문제해결에서 중요하고, 그 영향력과 역할에 대

하여 강조되고 있다.

수학적 신념에 대해 Goldin(2002)은 ‘높은 가

치, 진리 값을 부여하는 인지적 형태의 복합적인 

코드’로써 인지적이고 정의적인 요소를 가지며 

어떤 방법으로든 행동하는 경향성으로 정의한다.

Schoenfeld(2011)는 수학적 신념을 개인의 수학,

그들 자신, 맥락에 대한 감각,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그들이 인식하는 것과 행동하려고 선택하

는 것을 형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박선화ㆍ김

명화ㆍ주미경(2010)은 수학적 신념을 어떤 아이

디어, 사건, 행위 등과 같은 대상에 대해 여러 

반응을 시도하고 다양한 시행착오의 과정을 반

복하면서 형성된 가치체계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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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신념을 수학 교수ㆍ학습 상황에서 나타

나는 행동에 대한 자신만의 경향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김부미, 2012). 또한, 수학적 신념은 태

도나 정서와 달리 수학 학습 상황과 경험으로부

터 형성되는 정의적 요소 외에도 인지적 요소가 

작용한다(Debellis & Goldin, 2006).

수학적 신념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

니라 다양한 수학적 신념들이 심리적 중심성에 

의해 응집되는 구조로 신념체계를 이루면서 존

재한다(Green, 1971). Green(1971)은 신념이 신념

체계의 한 부분에 포함될 수 있고, 신념이 변화

할 때도 신념체계가 부분적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신념의 변화와 발달에 중점을 두어야 하

는 교육학에서 신념체계는 더욱 더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수학적 신념체계가 수

학 학습 및 문제해결에 훨씬 많은 영향을 끼쳐

서 내부적인 동력이 될 수 있고(Op't Eynde, De

Corte & Verschaffel, 2002), 학생의 수학적 관점

을 형성할 수 있기에 수학학습상황에서 개별적

인 수학적 신념뿐만 아니라 수학적 신념체계는 

중요하다. 또한, 수학적 신념체계로 접근은 학생

들의 중심신념을 파악할 수 있고, 이러한 중심신

념은 학생들의 수학적 관점으로 표현될 수 있기

에 수학 교육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Pietila,

2002; Hannula et al., 2005 재인용). 더불어, 수학

적 신념체계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할 때

도, 학생이 지니고 있는 중심신념을 간파해야 학

생들의 수학적 신념체계의 변화를 시도할 수 있

다. 그러기에, 우리나라의 학생들의 수학적 신념

을 조사하여 수학적 신념체계 및 중심신념요인

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적 신념에 관한 대부

분의 연구에서는 신념(Beliefs)과 신념체계(Belief

System)의 용어를 동일한 개념으로 이용하기도 

하며, 수학적 신념을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수학적 신념체계에 대하여 거의 논의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

구들의 문헌 분석을 통해, 먼저 신념과 신념체계

를 구분하여 그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수학교과, 수학문제해결, 수학 교수ㆍ학습, 자아

개념의 신념에 대하여 논의하는 수학적 신념체

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더불어, 고등학생의 수학

적 신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학적 신념요인

간의 관련성과 영향력을 조사하였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수학적 신념체계의 중심신념요인을 분

석하고자 한다.

Ⅱ. 신념과 신념체계

1. 신념(Beliefs)

신념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이전 연구에

서도 많이 다루어졌지만, 신념을 구성하는 요소

가 다양하기 때문에 단적으로 신념을 정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신념에 대해 보다 

명확한 개념을 위해 문헌 고찰을 바탕으로 4가

지 측면에서 탐색하였다. 첫째, 신념과 지식을 

구별하기 위해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으로 

구분할 수 있고, 신념은 주관적 지식에 속한다.

Furinghetti와 Pehkonen(2002)는 신념을 설명하기 

위해, 지식을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으로 나

누었다. 객관적 지식은 논리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하고, 현 세계에서 모든 다른 사실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것

이지만, 주관적 지식은 개인적 자아가 지닌 특별

한 것이고, 개인의 경험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다. 이렇게, 신념은 외부와 사회와의 합의가 고

려되지 않는 개인의 주관적 지식라고 볼 수 있

다(Lester, Garofalo & Kroll, 1989). 둘째, 신념은 

정의적 영역의 구성요소이므로 정서, 태도, 신념

을 각각 비교할 수 있다. McLeod(1992)는 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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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을 안정성, 강렬성, 인지적 관여, 발달의 지

속성으로 설명하였다. 신념은 McLeod에 따르면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인지적으로 다소 느리게 형

성되고, 정서, 태도와 비교했을 때 가장 안정적

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Debellis와 Goldin(2006)은 

정의적 영역에 가치/도덕/윤리를 추가하고 확장

하여 사면체 모델을 제시하였고, 이 중 신념은 

어떤 종류의 외적 신뢰와 주장체계에 대한 타당

성, 다른 인지적 형태에 대한 속성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신념은 매우 안정적이고, 인지적이며,

구조적이라고 하였다. 셋째, 신념은 대상과 맥락

을 고려한다. Tӧrner(2002)는 신념의 연구에서는 

항상 대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념

의 대상은 특수한 영역이나, 개인적, 사회적 또

는 인식론적인 것이 될 수 있어서, 신념에 대한 

논의할 때는 대상을 명확하게 지정해야 한다. 만

약 신념의 대상이 명시적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때는 신념에 대한 논의가 때때로 애매모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Hofer & Printrich, 1997). 넷째,

신념은 개인적인 것으로 본다. 신념은 개인에 따

라 다르고, 안정성 정도(degree of stability)도 다

르고, 신념을 가진 개인의 특징에 따라 다양하다

(Goldin, Rӧsken & Tӧrner, 2009). 이 안정성의 정

도에 따라 신념의 활성화 정도를 설명할 수 있

는데, 신념의 활성화 정도는 개인의 의식과 확신

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Tӧrner, 2002).

이것은 신념이 서로 다른 맥락에서 강도가 달라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개인이 지니는 신

념은 활성화 정도에 따라 의식적이고 확신의 수

준이 달라지고, 확실성에 따라 안정성의 정도가 

다르게 변하며 확신의 수준이 서로 다른 신념이 

자리 잡는다.

이처럼, 신념은 정의적 영역의 요소이고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 개인이 지니는 주관적 지식

에 속하고 개인에 따라 안정성의 정도가 다른 

것으로 살펴 볼 수 있다.

2. 신념체계(Belief System)

개인은 다양한 신념을 가지며, 이런 신념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다. 신념은 파편화되어 있지 않고, 항상 응집구

조로 나타나며, 신념체계 안에서 발생하고 존재

한다(Green, 1971). 신념은 개인 내에서 개인의 

의식 수준이나 확신의 수준에 따라 매우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며, 이런 다양한 신념들은 서로 

다른 신념들에 의존하여 함께 존재하게 된다. 이

를 Green(1971)과 Rokeach(1968)는 신념체계(belief

system)라는 용어로 정의하였다.

Green(1971)은 개인이 지닌 신념체계가 의식적

이거나 부분 의식적인 신념과 개인의 추정과 예

상들이 복합적으로 합성되어 존재한다고 주장한

다. 이러한 신념체계의 특성을 유사-논리

(Quasi-logicalness), 응집구조(Cluster structure), 심

리적 중심성(Psychological centrality)의 차원으로 

설명하였다. 신념체계 안에 있는 여러 신념들 사

이의 관계는 신념의 주체가 그 연결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논

리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유사-논리라 명명된 

구조로, 이것은 개인에 따라 다르고 어떤 문제에 

대한 개인의 사고와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다. 어

떤 신념은 개인에 따라 중요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다른 이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

은 것이 자신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개인

에게는 신념이 심리적 중심에 있다는 것을 뜻한

다. 신념체계 안에 있는 다양한 신념 사이의 관

계는 심리적 힘 또는 공간적 순서에 따라 갈라

지고 중심 또는 주변 신념을 가진다. 중심 신념

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주변 신념은 쉽

게 변하기도 한다. 다른 신념과 개별적으로 독립

되어 존재하지 않고 응집으로 나타난다. 개인은 

자신의 신념 체계 안에서, 혼란을 야기하는 또 

다른 신념을 함께 가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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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each(1968)는 신념의 관련성에 중점을 두고,

중심-주변 차원(Cental-peripheral dimension)으로 

신념체계 구조를 제안했다. 신념체계 내의 신념

은 강도와 세기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중심-주변

적 차원에 따라 각 개인적 신념의 위치를 결정

할 수 있다는 것이다. Rokeach는 신념의 중심성

과 관련성을 기준으로 중심-주변적 차원을 5가

지 신념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완전히 의견

의 일치를 본 신념’, ‘근원적 신념’, ‘권위에 대한 

신념’, ‘유도된 신념’, ‘이치에 맞지 않는 신념’이

다. Rokeach는 중심신념이 개인의 정체성과 관련

되어 있고 직접적인 경험에 의해 형성되며 다른 

신념들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새로운 상황의 경

험을 통해 개인의 신념이 상호작용하면서 신념

체계는 변할 수 있다. 또한, 신념의 중심성은 신

념체계에서 다른 신념과의 관련성에 따라 결정

되고, 신념과 관련되고 연관되는 신념이 많을수

록 더 중요해진다고 주장하였다.

신념체계는 중심신념을 주축으로 응집되고 중

심신념은 주변 신념보다 강력하게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중심신념을 수정하는 것이 주변적 신

념에 변화를 가하는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

휘할 수 있다.

Ⅲ. 수학적 신념체계

수학적 신념은 정의적 영역의 한 요소이고 수

학이라는 대상에 대해 학생의 직ㆍ간접적인 경

험으로부터 형성된 주관적 지식에 속하는 것으

로 수학 교수ㆍ학습 상황에서 나타나는 행동에 

대한 자신만의 경향성이다. 수학적 대상을 다음

과 같이 나눈다.

○ 수학 교과에 대한 신념 

○ 수학 문제해결에 대한 신념 

○ 수학 교수ㆍ학습에 대한 신념

○ 수학적 자아개념에 대한 신념

수학적 신념체계는 학생들의 수학적 신념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고, 학생의 수학적 신념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고 연결하는지를 나타내며,

수학적 신념체계내의 중심신념을 판단할 수 있

다. 본 장에서는 수학적 신념체계를 구성하는 수

학 교과에 대한 신념, 수학 문제해결에 대한 신

념, 수학 교수ㆍ학습에 대한 신념, 수학적 자아

개념에 대한 신념, 그리고 수학적 신념간의 관련

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 수학 교과에 대한 신념 

수학교과에 대한 신념은 수학 본질과 수학의 

유용성에 대한 신념으로 고려할 수 있다. 수학 

교과에 대한 가치인식은 교수ㆍ학습 상황이나 

경험 외에도 학생이 진로선택이나 장래 인생의 

목표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더 포괄적인 관점에

서 해석할 수 있다(Hannula, 2002). 수학이 규칙

과 절차로 구성된다는 수학적 신념을 지닌 학생

들은 수학은 단지 암기하는 것으로 동기를 부여

하며, 학생들이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이나 주제 

사이의 연결을 이해하려는 흥미를 일어나지 않

는다(Kloosterman, 1996). 또한, 학생들이 수학을 

공부할 때 사실이나 공식을 암기하고 절차를 기

계적으로 연습하는데 시간을 소비하는 경향을 

나타낸다(Garofalo, 1989).

Ernest(1988)는 수학 본질에 대한 신념을 문제

해결적 견해, 플라톤적 견해, 도구주의적 견해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Thompson, 1992, 재인용).

Ernest는 개인이 수학에 대한 인식과 관점이 상

이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학 본질에 대한 신념

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상엽

(1999)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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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과목이며 실용적인 

규칙과 사실들의 모임이라는 도구주의적 견해나 

수학이 정적이고 불변의 산물이며 절대적이고 

추상적인 지식 체라고 하는 플라톤적 견해의 비

중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커진다고 하였다. 남윤

정과 송영무(2008)의 연구에서도  일반계 고등학

생들은 수학 본질에 대한 신념에서 ‘플라톤적 

견해’가 많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Pokey(1996)는 학생들이 미래 직업을 위해서는 

대수(Algebra)과목에 흥미를 갖고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수를 잘 하는 것의 중요하다고 믿는

다면, 대수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라

고 설명한다. 하지만, 권미연과 전평국(1999)의 

연구결과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학년이 올라 

갈수록 수학의 유용성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고 

있고, 남윤정과 송영무(2008)의 결과에는 우리나

라 고등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수학의 가치를 낮

게 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수학 문제해결에 대한 신념 

수학 문제해결에 대한 신념은 학생 자신이 수

학 문제해결 경험으로부터 학습되어 체계적으로 

형성되어 문제에 부딪쳤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

지, 문제를 언제, 얼마동안 해결해야 하는지, 어

떤 방법으로 행동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정의

적 경향성으로 고려할 수 있다(김부미, 2011). 학

생들이 뛰어나고 창의적인 사람만이 수학을 만

들 수 있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단지 학습

해야 한다고 학생들이 믿는다면, 이러한 학생들

은 스스로 수학을 만들어내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해 결코 질문

도 하지 않으며 수학을 발견하거나 유도하려고 

하지 않는다(Garofalo, 1989). ‘수학은 계산이다’

라는 신념을 지닌 학생들은 계산하는 기술만을 

익히고 수학을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서만 관심을 두며 계산적인 절차의 적용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심을 두지 않다고 하였다(Kloosterman, 1996).

권세화와 전평국(1992)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문

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문제의 내용을 이해한 

뒤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공식이나 산술적 계

산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고 밝혔다.

도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랜 시간을 소

비하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믿는 학생이 문제를 

해결할 때 신속하게 성공하지 못하면 인내를 가

지고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하는데 실패할 것이

다(Schoenfeld, 1989). Schoenfeld는 이런 수학 문

제해결에 대한 신념은 다양한 사고를 요구하는 

비정형 문제를 해결하려는 학생의 의지를 약화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만약 학생들이 수학문

제는 항상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해야 한다고 믿

는다면, 학생들이 훨씬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

는데 결코 인내하지 않게 된다. Schoenfeld(1985,

1989)는 많은 대학생들은 모든 수학 문제들은 5

분 안에 또는 그 보다 짧은 시간에 마쳐야 하는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해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동기를 갖지 못하면 고등 수준 수학

과정을 어렵게 여긴다(Kloosterman & Stage, 1992).

3. 수학 교수ㆍ학습에 대한 신념 

수학 교수ㆍ학습에 대한 신념은 학생이 수학 

교수나 수학 교사에 대하여 가지는 수학교수에 

대한 신념과 학생이 수학 학습 참여, 수학 학습 

방법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념으로 고려할 수 

있다. 수학 학습에서 경험들은 학생의 수학적 신

념에 영향을 미치고 형성하고 역으로 신념은 학

생이 수학적 학습상황에서 학생이 어떻게 행동

할지에 영향을 준다(Pehkonen, 1996). 수학에서 

절차를 왜 사용하는지 이해하는데 시간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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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수학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되고 

스스로 학습하는 동기를 마련할 수 있다

(Kloosterman & Stage, 1992). 왜 정답이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는 학생은 수

학문제 해결을 시도하려는 동기는 더 적어 질 

것이다. Pehkonen(1996)은 수학 학습에 부정적인 

신념을 지닌 학생은 이해보다는 암기를 강조하

는 수동적인 학습자가 되기 쉽다고 주장하였다.

수학 학습 방법에 따라 학생들이 가지는 수학적 

신념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연구에는, 문

성길과 전평국(2001)은 개방형 교수법과 일반적 

수업의 비교를 통하여 개방형 교수법을 실행한 

수업이 학생들의 문제해결력 및 수학적 신념 수

준을 더 향상시킬 수 있음을 밝혔다. 오미연

(2006)은 고등학교 수학Ⅰ의 확률과 통계 단원에

서의 표상활동을 이용한 문제해결은 문제 분석

과 계획 수립 능력이 향상시키고 성공적인 문제

해결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학생 자신의 풀이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정보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성공

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게 되어 문제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Frank(1988)는 전통적인 수학교사의 역할은 수학

적 지식을 전달하고 이러한 수학적 지식을 중학

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

고 밝혔지만, Kloosterman(1996)의 3년간의 장기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신념에 있어서 상당한 변

화를 발견했고, 그 변화의 일부분은 수업에서 교

수방법 종류 뿐 아니라 교사의 신념에 의한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4. 수학적 자아개념에 대한 신념 

자아개념에 대한 신념은 수학교과에 대한 학

생의 감정, 자신감, 선천적 능력, 유익성을 고려

할 수 있다(김부미, 2012). McLeod(1992)는 수학

적 능숙함(competence)에 대한 학생의 자아 신념

은 수학에서 중요한 정의적 영역의 요인이 된다

고 주장하였고, Schoenfeld(1989)는 자아에 대한 

신념이 수학학습이나 수학문제해결하려는 노력

을 할지에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밝

혔다. 자신의 수학적 능력을 믿지 못하는 학생들

은 자신의 성공을 행운으로 돌리고 실패는 능력 

부족 때문이라고 보는 경향이 많았고, 수학을 잘

한다고 믿는 학생들은 성공을 자신의 능력 때문

이라고 했다. 성공을 자신의 능력 탓으로 돌리는 

하는 학생들은 성공을 위해 더 노력한다는 것이

다. 그러므로 노력이 수학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믿는 학생의 신념을 고려해야 한다

(Kloosterman & Stage, 1992).

학생들은 수학이 어렵고, 재미있지 않지만 수

학을 필수적인 교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Goldberg, 1990). 핀란드 9학년 학생들도 수학을 

좋아하지 않고, 수학교과가 흥미롭고 재미있기보

다 지루한 것으로 본다(Pehkonen, 1996). 하지만,

수학을 재미있어 하고 흥미를 가진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수학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더 

나은 수학성취를 이룬다고 주장한다(Kloosterman

& Cogan, 1994). 더불어, Debold(1990; Estevez,

2005 재인용)은 수학에 대한 흥미는 동기와 연결

될 수 있는데, 수학에 대해 느끼는 즐거움은 수

학 성취와 관련되고, 수학에서 보다 나은 성공을 

이루기 위한 동기로 수학에 대한 흥미가 본질적

인 바탕을 이룬다고 주장한다. 한편, Boling(1992;

Estevez, 2005 재인용)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 

교과가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더 동떨어져 추상

적으로 변하고,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수

준이 높은 사고를 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학생

들이 수학에 대해 낙담하고 즐거움이 줄어든다

고 설명한다. 자신감은 자신을 확신하는 힘이 되

고 수학학습에서 노력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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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준다(Bandura, 1977). Mandler(1989)는 수학

문제해결에서 자신감을 느끼는 정도가 수학적 

능력, 동기 등의 개인차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수학 학습에서 학생들의 자신감은 수학 

시험 점수와 양적 상관관계가 높고, 수학 점수를 

예상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Malmivouri

& Pehkonen, 1996).

5. 수학적 신념간의 관련성

학생들의 수학적 신념사이의 관련성은 지속적

으로 연구되어 왔다. 실제로 수학적 신념 사이에

는 상관관계가 있었다. Schoenfeld(1989)은 자아

에 대한 신념과 수학에 대한 신념 사이의 상관

관계를 발견했으며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또한 수학 교과에 흥미를 갖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Op't Eynde와 De Corte(2003)은 

수학적 신념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찾았

다. 사회 맥락적 신념과 자아에 대한 신념 사이

에는, 사회-역동적인 수학적 관점을 지닌 학생들

이 수학을 보다 궁극적 가치로 보고, 수학적 능

력에 더욱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교사의 역할에 대해 보다 더 긍정적 신념을 가

지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또한 수학에 대한 신념

과 자아에 대한 신념은 강하게 연결되고, 자신의 

능력에 자신감을 지닌 학생은 수학의 타당성에 

대해 확신 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Hannula

외(2005), Roesken외(2011)는 수학적 신념을 구성

하는 요인을 제시하고, 그 요인들이 서로 상관관

계가 있고, 요인 간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념을 중심신념으로 결정하였다. Hannula외

(2005)는 예비교사가 지니는 수학적 신념이 10가

지 구성요인 중 세 가지 요인은 매우 밀접히 관

련되고 강한 상관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자아

에 대한 신념, 수학에 대한 정서적 신념, 수학에 

대한 신념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세 가지 요인

들을 중심신념이라고 나타냈다. Roesken외(2011)

는 중학생이 지닌 수학적 신념을 7가지 하위요

인 중 강한 상관계수 요인 3개의 요인(능력, 수

학의 어려움, 성공)이 서로 응집되고, 이 요인들

은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중심신념으로 나타냈

다. 이처럼, 수학적 신념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

고, 신념간의 상호연관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

를 통해 수학적 신념체계내의 중심신념을 살펴 

볼 수 있다.

Ⅳ.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검사 실시 

본 연구에서는 김부미(2011, 2012)가 개발한 고

등학생용 수학적 신념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 도구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으로 수학적 

신념을 4가지 범주와 14개의 하위요인2)으로 제

시하고 있다. 수학적 신념 검사는 서울, 경기 지

역의 4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총 575명을 대상

으로 2011년 7월 5일부터 7월 16일까지 실시되

었다. 남학생은 104명, 여학생은 422명이다. 불성

실한 응답은 자료 분석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

으므로 분석 자료에서 제거하였다. 이 때 불성실 

응답자는 다음의 두 가지 기준을 통해 선별하였

다. 첫째, 결측치 수를 확인하였다. 전체 40문항 

중 결측치가 4개 이상(전체 문항의 10%에 해당)

인 응답자는 모두 제거하였고, 이 과정에서 총 

13명이 제거되었다. 둘째, 한 가지 선택지로 통

일한 극단적인 응답자 20명을 제외시켰다. 위의 

과정을 통해 총 33명이 제거된 526명을 대상으

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수학적 신념의 범주, 요인, 문항은 <부록1>에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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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학생들의 수학적 신념 검사 자료는 4점 척도

로 코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에 1, ‘그렇지 

않다’에 2, ‘그렇다’에 3, ‘매우 그렇다’에 4를 부

여하였다. 단, 문항 2, 14, 15 16, 31, 32, 35, 36,

37의 경우 검사 내용이 반대 의견을 묻고 있어 

역배점으로 분석하였다. 수학적 신념 요인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14개 수학적 신념 요

인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수학적 신념의 요

인간의 Pearson 상관 계수를 제시하였다. 다음으

로, 수학적 신념 요인간의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요인간 상관계수

가 .40이상인 8개 요인을 각각 종속 변수로 하고 

나머지 7개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 분석

하였고, 수학적 신념 요인들이 각각의 요인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분석하였다. 상관분석

과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학적 신념 

요인간의 관련성과 영향력을 고려하여 수학적 

신념체계 내에서 심리적 중심이 되는 중심신념

요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Ⅴ. 연구 결과

1. 수학적 신념의 요인 상관분석

수학적 신념의 요인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14개 요인의 평균을 이용하여 상관분석3)을 하였

다. 수학적 신념의 요인 간의 거의 모두 의미 있

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40이상이면 서로 상관이 있다고 판단하므로(노

형진, 2011), 상관계수가 .40이상이 되는 요인을 

중심으로 [그림 Ⅴ-1]과 같이 나타내었다.

수학에 대한 감정과 도전성에 관한 상관계수가

.642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수학을 

재미있게 여기고 좋아하는 학생들이 낯선 문제

에 도전하는 것과 강한 상관이 있다고 할 수 있

다. 수학에 대한 감정과 자신감은 상관계수가 

.588로 다음으로 높았다. Kislenko(2009)도 수학적 

신념의 요인간의 상관을 살펴보았고, 이 중 흥미

와 자신감 요인은 서로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다

고 밝혔는데, 본 연구에서도 수학에 대한 감정과 

자신감도 서로 강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

고 있었다. 수학에 대한 감정과 끈기는 상관계수

가 .540을 보이고 있다. 자신감과 끈기는 .529라

는 수치의 상관계수를 보였고, 도전성과 끈기는 

.520의 상관계수를, 학습참여와 자신감의 상관계

수는 .508으로, 수학에 대한 감정과 유용성은 

.505을 나타내어 서로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끈기와 과정의 상관계수

는 .413, 과정과 수학에 대한 감정의 상관은 

.447, 끈기와 자신감은 .412의 수치를 보였다. 과

정과 유용성의 상관계수는 .448을, 유용성과 논

리성은 .418을 보였다. 학습참여와 수학에 대한 

감정의 상관계수는 .480이었다.

[그림 Ⅴ-1] 요인간의 상관계수 및 관련성

3) 수학적 신념의 14개 요인간 상관관계는 <부록2>에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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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선형회귀분석 34.505 7 4.929 23.471 .000(a)

잔차 108.789 518 .210

합계 143.294 525

 =.241

<표 Ⅴ-1> 논리성(n=526)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β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상수) 1.161 .153 7.593 .000

유용성 .237 .042 .263 5.641 .000

과정 .253 .053 .222 4.778 .000

끈기 .015 .040 .019 .386 .700

도전성 .069 .038 .094 1.790 .074

학습참여 .046 .035 .061 1.321 .187

감정 .003 .039 .004 .074 .941

자신감 -.016 .047 -.018 -.330 .741

<표 Ⅴ-2> 논리성의 회귀분석

2. 수학적 신념의 요인 중다회귀분석 

수학적 신념의 요인간의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를 통

해 상관계수가 .40이상인 8개 요인을 각각 종속 

변수로 하고 나머지 7개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

여, 요인들이 각각의 요인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분석하였다.

가. 논리성

‘논리성’은 수학교과가 논리적이고 조직적인 

특성을 가진다는 것과 관련된 신념들로 구성된

다. 학생들이 수학에 대해 ‘논리성’요인의 신념

을 갖는 것에 영향력이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Ⅴ-1>, <표 

Ⅴ-2>과 같다.

‘논리성’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 F

통계값은 23.471이었으며 유의확률은 .000이었다.

즉, 모형에 포함된 8개의 배경변인들은 유의수

준 0.05에서 수학에 대한 ‘논리성’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모형에 포함된 8개의 변인들은 

‘논리성’의 변화량을 24.1% 설명할 수 있다. ‘논

리성’에 영향력이 큰 변인은 ‘유용성’(t=5.641,

p=.000)으로, 표준화된 회귀계수가 .263이었다.

다음으로는 ‘과정’(t=4.7781, p=.000)으로, 표준화

된 회귀계수가 .222이었다. ‘유용성’이 ‘논리성’에 

영향을 주고, ‘과정’이 ‘논리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수학교과가 유용한 과목이라는 신념이 

수학이 논리적인 과목이라는 신념에 영향을 주

고, 문제해결에서 과정에 대한 신념이 ‘논리성’

에 영향력을 나타났다.

나. 유용성

‘유용성’은 수학교과가 일상생활, 장래 직업이나

대학진학에 유용한 과목이라거나 학교에서 중요

한 교과목이라 믿는 신념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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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선형회귀분석 63.802 7 9.115 42.081 .000(a)

잔차 112.197 518 .217

합계 176.000 525

 =.363

<표 Ⅴ-3> 유용성(n=526)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β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상수) .670 .161 4.159 .000

감정 .235 .038 .326 6.143 .000

논리성 .244 .043 .220 5.641 .000

과정 .278 .054 .220 5.192 .000

끈기 -.021 .040 -.024 -.522 .602

도전성 .055 .039 .068 1.408 .160

학습참여 .012 .036 .014 .340 .734

자신감 -.048 .048 -.049 -1.012 .312

<표 Ⅴ-4> 유용성의 회귀분석

학생들이 수학에 대해 ‘유용성’ 요인의 신념을 

갖는 것에 영향력이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중

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Ⅴ-3>, <표 Ⅴ

-4>과 같다.

‘유용성’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 F

통계값은 42.081이었으며 유의확률은 .000이었다.

즉, 모형에 포함된 8개의 배경변인들은 유의수준 

0.05에서 수학에 대한 ‘유용성’을 유의하게 설명

하고 있었다. 모형에 포함된 8개의 변인들은 ‘유

용성’의 변화량을 36.3% 설명할 수 있다. ‘유용

성’에 영향력이 큰 변인은 ‘감정’(t=6.143, p=.000)

으로, 표준화된 회귀계수가 .326이었다. 수학을 

좋아하고 재미있어 하는 신념을 가질수록 수학

의 유용성에 대한 신념을 갖는 것이다. 다음으로

는 ‘논리성’(t=5.641, p=.000)으로 표준화된 회귀

계수가 .222, ‘과정’(t=5.192, p=.000)으로 표준화

된 회귀계수가 .222이었다. ‘감정’이 ‘유용성’에 

영향을 주고, ‘논리성’과 ‘과정’이 ‘유용성’에 영

향을 주는 것이다.

수학문제해결에서 과정에 대한 신념과 수학이 

논리적인 과목이라는 신념을 가질수록 수학의 

유용성에 대한 신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과정

‘과정’은 문제해결 과정과 절차 중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수학 해결 방법이 단 하나인

지 아닌지, 수학에서 스스로 발견인지 창조할 수 

있는 지 등에 대한 학생들의 신념들로 구성된다.

학생들이 수학에 대해 ‘과정’요인의 신념을 갖는 

것에 영향력이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중다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Ⅴ-5>, <표 Ⅴ-6>과 

같다.

‘과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 F 통

계값은 39.893이었으며 유의확률은 .000이었다.

즉, 모형에 포함된 8개의 배경변인들은 유의수준 

0.05에서 수학에 대한 ‘과정’을 유의하게 설명하

고 있었다. 모형에 포함된 8개의 변인들은 ‘과

정’의 변화량을 35.0%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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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선형회귀분석 38.747 7 5.535 39.893 .000(a)

잔차 71.873 518 .139

합계 110.620 525

 =.350

<표 Ⅴ-5> 과정(n=526)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β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상수) 1.318 .118 11.213 .000

논리성 .167 .035 .190 4.778 .000

유용성 .178 .034 .225 5.192 .000

끈기 .126 .032 .179 3.945 .000

자신감 .118 .038 .151 3.114 .002

감정 .069 .032 .120 2.172 .030

도전성 -.049 .031 -.076 -1.570 .117

학습참여 .021 .028 .031 .730 .466

<표 Ⅴ-6> 과정의 회귀분석 

‘과정’에 영향력이 큰 변인은 ‘유용성’(t=5.192,

p=.000)으로, 표준화된 회귀계수가 .225이었다.

수학에 대한 유용성에 대한 신념을 가질수록 문

제해결에서 과정요인에 대한 신념을 갖는 것이

다. 다음으로는 ‘논리성’(t=4.778, p=.000)으로 표

준화된 회귀계수가 .190이고, ‘끈기’(t=3.945,

p=.000)으로 표준화된 회귀계수가 .179이었다.

‘유용성’이 ‘과정’에 영향을 주고, ‘논리성’과 ‘끈

기’이 ‘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논리성 요인

과 끈기 요인 또한 각각 ‘과정’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끈기

‘끈기’은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와 익숙하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풀 때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학생들이 문

제해결 과정에서 얼마나 끈기를 가지고 있는지

를 살펴볼 수 있는 신념들로 구성된다.

학생들이 수학에 대해 ‘끈기’요인의 신념을 갖

는 것에 영향력이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Ⅴ-7>, <표 Ⅴ-8>

과 같다.

‘끈기’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 F 통

계값은 51.473이었으며 유의확률은 .000이었다.

즉, 모형에 포함된 8개의 배경변인들은 유의수준 

0.05에서 수학에 대한 ‘끈기’을 유의하게 설명하

고 있었다. 모형에 포함된 8개의 변인들은 ‘끈

기’의 변화량을 41.0% 설명할 수 있다. ‘끈기’에 

영향력이 큰 변인은 ‘자신감’(t=5.203, p=.000)으

로, 표준화된 회귀계수가 .237이었다. 학생이 수

학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수록, 수학 문제해결에

서 끈기에 대한 신념을 갖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도전성’(t=5.094, p=.000)으로 회귀

계수가 .231이었다. 학생이 낯설고 새로운 문제

를 재미있어 하는 신념을 가질수록, 수학 문제해

결에서 끈기에 대한 신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자신감’이 ‘끈기’에 영향을 주고, ‘도전

성’이 ‘끈기’에 영향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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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선형회귀분석 92.240 7 13.177 51.473 .000(a)

잔차 132.608 518 .256

합계 224.847 525

 =.410

<표 Ⅴ-7> 끈기(n=526)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β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상수) .433 .177 2.446 .015

자신감 .264 .051 .237 5.203 .000

도전성 .211 .041 .231 5.094 .000

과정 .232 .059 .163 3.945 .000

감정 .151 .043 .185 3.545 .000

유용성 -.025 .048 -.022 -.522 .602

논리성 .019 .049 .015 .386 .700

유용성 -.025 .048 -.022 -.522 .602

학습참여 .001 .039 .001 .029 .977

<표 Ⅴ-8> 끈기의 회귀분석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선형회귀분석 127.912 7 18.273 66.569 .000(a)

잔차 142.191 518 .274

합계 270.103 525

 =.474

<표 Ⅴ-9> 도전성(n=526)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β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상수) -.086 .184 -.465 .642

감정 .375 .041 .420 9.052 .000

끈기 .226 .044 .206 5.094 .000

자신감 .169 .053 .139 3.167 .002

논리성 .090 .050 .065 1.790 .074

유용성 .070 .049 .056 1.408 .160

과정 -.097 .062 -.062 -1.570 .117

학습참여 .015 .040 .015 .382 .703

<표 Ⅴ-10> 도전성의 회귀분석

마. 도전성

‘도전성’은 낯선 문제와 금방 답이 나오지 않

는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한 선호와 관련된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념들로 구성된다. 학생들

이 수학에 대해 ‘도전성’요인의 신념을 갖는 것

에 영향력이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Ⅴ-9>, <표 Ⅴ-10>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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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선형회귀분석 78.181 7 11.169 33.779 .000(a)

잔차 171.274 518 .331

합계 249.454 525

 =.313

<표 Ⅴ-11> 학습참여(n=526)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β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상수) .615 .200 3.068 .002

자신감 .383 .057 .327 6.759 .000

감정 .201 .048 .234 4.176 .000

논리성 .073 .055 .055 1.321 .187

과정 .049 .068 .033 .730 .466

유용성 .018 .054 .015 .340 .734

과정 .049 .068 .033 .730 .466

도전성 .018 .048 .019 .382 .703

<표 Ⅴ-12> 학습참여의 회귀분석

같다.

‘도전성’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 F

통계값은 66.569이었으며 유의확률은 .000이었다.

즉, 모형에 포함된 8개의 배경변인들은 유의수준 

0.05에서 수학에 대한 ‘도전성’을 유의하게 설명

하고 있었다. 모형에 포함된 8개의 변인들은 ‘도

전성’의 변화량을 47.4% 설명할 수 있다. ‘도전

성’에 영향력이 큰 변인은 ‘감정’(t=9.052, p=.000)

으로, 표준화된 회귀계수가 .420이었다. 수학을 

좋아하는 신념을 가질수록 낯설고 새로운 문제

해결을 재미있어 하는 신념을 갖는 것이다. 다음

으로는 ‘끈기’(t=5.094, p=.000)이 .206이었다. 수

학문제해결에서 끈기요인의 신념이 ‘도전성’에 

영향력을 나타났다.

바. 학습참여

‘학습참여’은 수학 수업 시간의 학생의 활동과 

관련된 요인으로서 학생이 자신의 수학적 신념

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뜻한다.

‘학습참여’요인의 신념을 갖는 것에 영향력이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Ⅴ-11>,<표 Ⅴ-12>과 같다.

‘학습참여’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

F 통계값은 33.779이었으며 유의확률은 .000이었

다. 즉, 모형에 포함된 8개의 배경변인들은 유의

수준 0.05에서 수학에 대한 ‘학습참여’을 유의하

게 설명하고 있었다. 모형에 포함된 8개의 변인

들은 ‘학습참여’의 변화량을 31.3% 설명할 수 있

다. ‘학습참여’에 영향력이 큰 변인은 ‘자신

감’(t=6.759, p=.000)으로, 표준화된 회귀계수가 

.327이었다.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수록 학

생들이 수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감정’(t=4.176, p=.000)으로, 표준화된 

회귀계수가 .234이었다. 수학을 좋아하는 신념을 

가질수록 학생들이 수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것이다.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학습참여’

에 영향을 주고, 수학에 대한 감정이 ‘학습참여’

에 영향력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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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선형회귀분석 200.592 7 28.656 107.681 .000(a)

잔차 137.850 518 .266

합계 338.443 525

 =.593

<표 Ⅴ-13> 감정(n=526)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β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상수) -1.044 .176 -5.946 .000

도전성 .364 .040 .325 9.052 .000

유용성 .289 .047 .208 6.143 .000

끈기 .157 .044 .128 3.545 .000

학습참여 .162 .039 .139 4.176 .000

자신감 .253 .052 .185 4.876 .000

과정 .132 .061 .075 2.172 .030

논리성 .004 .049 .002 .074 .941

<표 Ⅴ-14> 감정의 회귀분석

사. 감정

‘감정’은 ‘수학 공부는 싫다’, ‘수학은 재미있

다’와 같이 학생의 경험에 비추어 수학 교과에 

대한 감정적 판단을 표현하는 요인이다. 학생들이 

수학에 대해 ‘감정’요인의 신념을 갖는 것에 영

향력이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Ⅴ-13>, <표 Ⅴ-14>과 같다.

‘감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 F 통

계값은 107.681이었으며 유의확률은 .000이었다.

즉, 모형에 포함된 8개의 배경변인들은 유의수준 

0.05에서 수학에 대한 ‘감정’을 유의하게 설명하

고 있었다. 모형에 포함된 8개의 변인들은 ‘감

정’의 변화량을 59.3% 설명할 수 있다.

‘감정’에 영향력이 큰 변인은 ‘도전성’(t=9.052,

p=.000)으로, 표준화된 회귀계수가 .325이었다.

수학문제해결에서 낯설고 새로운 문제를 재미

있어 하는 신념을 가질수록 수학을 좋아하는 신

념을 갖는 것으로, ‘도전성’이 ‘감정’에 영향력을 

나타낸다. 다음으로는 ‘유용성’(t=6.143, p=.000)으

로 표준화된 회귀계수가 .208, ‘자신감’(t=4.876,

p=.000)이 .185이었다. 수학의 유용성을 인지할수

록 수학을 좋아하는 신념을 가지며,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수록 수학을 좋아하는 신념을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 자신감

‘자신감’은 어떤 과제를 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로서의 요소로서 수학에 대한 

자신감에 대한 신념으로 구성된다. 학생들이 수

학에 대해 ‘자신감’요인의 신념을 갖는 것에 영

향력이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Ⅴ-15>, <표 Ⅴ-16>과 같다.

‘자신감’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 F

통계값은 68.152이었으며 유의확률은 .000이었다.

즉, 모형에 포함된 8개의 배경변인들은 유의수준 

0.05에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유의하게 설명

하고 있었다. 모형에 포함된 8개의 변인들은 ‘자

신감’의 변화량을 47.9% 설명할 수 있다.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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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선형회귀분석 87.063 7 12.438 68.152 .000(a)

잔차 94.534 518 .182

합계 181.597 525

 =.479

<표 Ⅴ-15> 자신감(n=526)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β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상수) .701 .147 4.764 .000

학습참여 .212 .031 .248 6.759 .000

끈기 .188 .036 .209 5.203 .000

감정 .173 .036 .237 4.876 .000

도전성 .112 .035 .137 3.167 .002

과정 .155 .050 .121 3.114 .002

유용성 -.041 .040 -.040 -1.012 .312

논리성 -.014 .041 -.012 -.330 .741

<표 Ⅴ-16> 자신감의 회귀분석

감’에 영향력이 큰 변인은 ‘학습참여’(t=4.764,

p=.000)으로, 표준화된 회귀계수가 .248이었다.

다음으로는 ‘감정’이 .237, ‘끈기’이 .209, ‘도전

성’이 .137이었다. ‘학습참여’이 ‘자신감’에 영향

을 주고, ‘감정’, ‘끈기’와 ‘도전성’이 영향을 주

는 것이다. 학습참여 요인이 자신감 요인신념에 

영향을 주고, 감정 요인, 수학문제해결에서 끈기 

요인과 도전성 요인이 ‘자신감’에 영향력을 나타

냈다.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끈기, 도

전성, 자신감, 감정 요인이 서로 간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논리성, 유용성,

과정이 서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내고, 학습참여는 감정과 자신감의 요인간 서로 

영향력을 주었다. 그리고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가 있다. 첫째, 감정 요인이 유용성 요인에 

영향을 나타내고, 감정 요인이 도전성 요인에 영

향을 나타냈다. 수학을 좋아하는 신념을 가질수

록 수학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수학을 좋아하는 

신념을 가질수록 낯설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

는 것을 재미있어 하는 것으로 나타낸다. 자아개

념에 대한 신념인 감정 요인은 수학교과에 대한 

신념 유용성 요인, 수학문제해결에 대한 신념 도

전성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다른 범주와의 

영향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다. 둘째, 수학

을 좋아하는 신념을 가질수록 학생들이 수업활

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학습참여 요인에 영향을 주고, 수학에 

대한 감정이 학습참여 요인에 영향력을 나타냈

다. 수학수업에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참여를 

위해 영향력을 주는 요인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신감 요인은 끈기 요인에 영향을 

나타낸다.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수록 수학 

문제 해결 과정에서 끈기를 가지는 것이다.

이는 수학 문제 해결행동에서 자신감의 중요

성은 강조되는데, 수학 문제해결을 끈기를 가지

고 지속하게 해주는 힘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수학적 신념체계 및 중심신념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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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신념을 구성하는 요인 14개 중에서, 상

관계수와 중다회귀분석결과를 고려하여 관련성

과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이 중에서 끈기, 도전

성, 감정, 자신감 요인은 서로 .50 이상의 상관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었고, 회귀분석에서도 

끈기, 도전성, 감정, 자신감요인 서로 간에 영향

력이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요인으로 3가지, 과정, 유용성, 논리성은 서

로 .40이상의 상관과 서로간의 영향력이 나타내

고 있었고, 학습참여는 감정, 자신감과 상관을 

지니며, 감정, 자신감에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어 

다른 요인들과 연결성이 밀접하게 보이지는 않

았다. 이처럼, 신념요인간의 관련성과 서로간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중심신념요인으로 끈기, 도전

성, 감정, 자신감을 찾을 수 있다. 또 다른 요인 

과정, 유용성, 논리성은 서로 관련성과 영향력을 

나타내지만, 중심신념요인들보다는 그 힘과 위치

가 약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이는 Green의 

신념체계에 대한 동심원 은유를 이용하여, [그림 

Ⅴ-2]와 같이 표현하였다.

수학적 신념체계내의 중심신념요인을 살펴보

면, 끈기, 도전성은 수학문제해결에 대한 신념이

라는 범주, 감정과 자신감은 수학적 자아개념에 

대한 신념이라는 범주에 있는 요인이다.

[그림Ⅴ-2] 고등학생의 수학적 

신념체계 

도전성과 끈기는 수학문제해결에 대한 신념

으로 학생 자신의 수학 문제해결 경험으로부터 

학습되어 형성되어 문제를 언제, 얼마동안 해결

해야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행동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신념이다. 감정과 자신감은 수학적 자

아개념에 대한 신념으로 학생들의 수학적 경험

에 비추어 수학교과에 대한 감정적 판단을 표현

하는 신념이자, 자신이 수학 과제를 할 수 있다

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에 대한 신념이다.

이렇듯, 중심신념 요인은 학생 개인의 수학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고, 학생 개개인마다 달

리 가지는 수학적 신념요인이었다.

이는 Rokeach(1968)의 신념체계 유형에서 개인

의 근원적 신념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

고, 개인적 경험에 의해 형성된 신념이 타인(권

위)에 의해 형성된 신념에 비해 변화하기 힘들

고 또한 다른 신념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점을 

지지해준다.

Ⅵ. 결론 및 논의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생들의 수학적 

신념체계의 중심신념요인은 끈기, 도전성, 감정,

자신감이었다. 수학을 좋아하고 재미있다고 여기

는 신념인 감정 요인은 수학문제해결에서 도전

성에 대한 신념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고등학생 

대다수가 수학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보였는

데, 이는 고등학생들의 도전성요인이 가장 낮은 

점수가 나타나고 낯선 문제해결을 어려워하는 

결과를 설명해 줄 수 있다. 또한 도전성요인은 

감정요인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수학을 좋아하

고 재미있어 하는 신념을 지닌 학생들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재미를 느끼는 신념을 갖

게 되는 것을 나타내며, 감정과 도전성 요인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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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학에 대해 자신감을 가진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문제해결을 끈기 있게 한다

는 것을 나타낸다. 자신감이 결여된 학생들은 문

제해결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더 빨리 포기한

다(Bandura, 1977)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얻을 수 있었다. 자신감은 문제해결이 잘 되지 

않은 경우 노력을 지속하는 데에 영향을 준다.

감정요인은 자신감요인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수학을 좋아하고 재미있어하는 신념을 가진 학

생들이 수학과제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

을 나타낸다. 이렇게 수학적 신념체계내의 중심

신념요인인 끈기, 도전성, 감정, 자신감요인은 서

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요인들이 서로 간에 영향

을 주고 있었다. 또한, 수학적 신념체계의 중심

신념요인들은 학생들의 수학학습의 경험에 의해 

발달되고 평가에 의해 견고해진 것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것은 Rokeach(1968)의 개인의 근원적 

신념으로 고려할 수 있지만, 개인의 근원적 신념

이기에  신념이 변화하기 힘들다. 그래서 중심신

념을 변화시켜야 하는 학생의 경우 학생 스스로

의 노력 뿐 만 아니라 교사의 지속적인 관심도 

요구된다. 이를 위해, 수학에 대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지는 흥미 기반의 교수 학

습 환경 설계하여 낯선 수학 문제에 도전하고 

해결하면서 도전성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을 형

성시킬 수 있는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수학적 신념은 개인의 수학적 경험

의 산물이므로 주관적 지식에 속한다. 이런 수학

적 신념은 수학학습에서 직접 경험하거나 학교

에서 교사의 인정을 받을 때, 더욱 심리적 중심

이 되고 이런 심리적 중심에 의해 다른 수학적 

신념들이 응집될 수 있게 하여 수학적 신념체계

를 형성한다. 학생들의 수학적 신념체계에 대한 

연구는 학생들의 수학적 신념에 대한 포괄적인 

탐구이자 학생의 수학적 관점에 대한 것이므로,

학생들의 수학적 관점의 발달을 위해서 수학적 

신념체계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는 것이다. 더불

어, 학생의 수학적 신념체계에 대한 연구결과는 

개인차가 크게 존재하는 수학학습에서 학생 스

스로 개별적이고 직접적으로 수학 학습을 개선

하는 데 도움을 주어 수학적 행동에 변화를 기

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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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ng High School Students' Mathematical

Belief System and Core Belief Factors.

Kim, Yun Min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Lee, Chong Hee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plore mathematical belief

system and core belief factors to be found. The

mathematical belief system becomes an auto

regulation device for students' using mathematical

knowledge in mathematical situations and provides

them with the context to perceive and understand

mathematics. They have individual mathematical

beliefs for each of mathematics subject,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mathematical

teaching and learning and self-concept, and these

beliefs of students construct mathematical belief

system according to mutual relationships among the

mathematical beliefs.

Using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mathematical belief system was

structuralized and core belief factors were found.

Mathematical belief system is structuralized and, as

a result the core belief factors that are

psychological centrality of high school students'

mathematical belief system are found to be

persistence, challenge, confidence and enjoyment.

These core belief factors are formed on the basis

of personal experiences and they are personal

primitive beliefs that cannot be changed with ease

and cannot be shared with other people but they

are related with many other beliefs influencing

them.

* Key Words : Mathematical Belief(수학적 신념), Mathematical Belief System(수학적 신념체계), Core

Belief(중심 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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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요인 문항

수학
교과
에 

대한 
신념

고정관념
(T1)

1 수학은 암기해야 하는 공식, 사실이나 절차들이다. 
2 수학은 창의적 활동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R)

논리성
(T2)

3 수학은 일관성이 있고 확실하고 모순도 없으며 애매하지도 않다. 

4 수학이란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설명하는 기호와 절차의 조직적이고 논리적인 
체계이다.

5 수학을 배우면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유용성
(T3)

6 수학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필요한 학문이다.
7 수학은 과학이나 다른 교과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 
8 수학은 학교에서 배우는 중요한 과목 중 하나이다.
9 수학을 배우면 장래 여러 직업에서 쓸모 있을 것이다.

수학
문제
해결
에 

대한 
신념 

과정
(T4)

10 수학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대한 아이디어를 학습하는 것이다.
11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보통 한 가지 이상이다.
12 수학을 학습할 때, 학생 스스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다.

13 열심히 사고하기, 실수하기와 왜 실수를 했는지 원인을 찾기는 수학 학습에서 중
요한 부분이다.

끈기
(T5)

14 어떤 문제를 풀 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시간 낭비이다.(R)

15 문제를 10분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그 문제를 못 풀 것 같다고 생각한다.(R)

16 나는 익숙하지 않은 문제를 만나면 푸는 것을 포기한다.(R)
도전성
(T6)

17 나는 낯선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즐겁다. 
18 금방 답이 나오지 않는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을 좋아한다.

수학
교수
학습
에 

대한 
신념 

답의 
중요성
(T7)

19 옳은 답을 찾기 위해 사용했던 절차보다 옳은 답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
20 수학에서 정답을 구하는 것이 왜 정답인지 그 이유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21 수학 학습의 목표는 이해보다는 옳은 답을 얻는 것이다.

교사수업
활동
(T8)

22 수학 수업에서 선생님이 학생의 답이 왜 틀렸는지를 생각할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23 수학 수업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방법을 보여주는 
것은 중요하다.

학습참여
(T9)

24 나는 수학 수업 시간 동안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5 나는 수학 숙제를 열심히 한다.
26 수학 공부는 문제의 풀이법에 충분히 익숙해지는 것이다.

공부방법
(T10)

27 수학을 잘 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식을 암기해야 한다.
28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규칙을 아는 것이다.
29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한다.

자아
개념
에 

대한 
신념 

감정
(T11)

30 수학은 재미있는 교과이다.
31 수학 공부가 싫다.(R)
32 수학은 지루하다.(R)

유익성
(T12)

33 수학을 잘 하는 학생은 더 좋은 대학을 갈 것이다.
34 수학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미래 직업에서 더 성공적일 것이다.

선천적 
능력
(T13)

35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타고나야 한다.(R)
36 수학 공부를 못하는 것은 머리가 나쁘기 때문이다.(R)
37 수학 성적이 점점 떨어진다면 그것은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R)

자신감
(T14)

38 내가 노력만 한다면 수학을 잘 할 수 있다.
39 나는 어려운 수학 문제도 풀 수 있다.
40 친구에게 수학 공식을 설명해 줄 수 있다.

<부록 1> 수학적 신념 검사도구의 범주, 요인 및 문항(김부미, 20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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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수학적 신념의 요인간 상관계수

 T1 T2 T3 T4 T5 T6 T7 T8 T9 T10 T11 T12 T13 T14

T1
Pearson 상관계수 1

유의확률(양쪽)  

T2
Pearson 상관계수 .175(**) 1

유의확률(양쪽) .000  

T3
Pearson 상관계수 .234(**) .418(**) 1

유의확률(양쪽) .000 .000  

T4
Pearson 상관계수 .215(**) .391(**) .448(**) 1

유의확률(양쪽) .000 .000 .000  

T5
Pearson 상관계수 .174(**) .261(**) .314(**) .413(**) 1

유의확률(양쪽) .000 .000 .000 .000  

T6
Pearson 상관계수 .118(**) .295(**) .381(**) .323(**) .520(**) 1

유의확률(양쪽) .007 .000 .000 .000 .000  

T7
Pearson 상관계수 -.029 -.149(**) -.148(**) -.259(**) -.304(**) -.134(**) 1

유의확률(양쪽) .502 .001 .001 .000 .000 .002  

T8
Pearson 상관계수 .200(**) .143(**) .193(**) .382(**) .230(**) .148(**) -.213(**) 1

유의확률(양쪽) .000 .001 .000 .000 .000 .001 .000  

T9
Pearson 상관계수 .114(**) .240(**) .283(**) .307(**) .343(**) .370(**) -.128(**) .268(**) 1

유의확률(양쪽) .009 .000 .000 .000 .000 .000 .003 .000  

T10
Pearson 상관계수 .079 .052 .069 .058 -.172(**) -.121(**) .049 .185(**) .096(*) 1

유의확률(양쪽) .072 .234 .115 .187 .000 .005 .259 .000 .027  

T11
Pearson 상관계수 .189(**) .331(**) .505(**) .447(**) .540(**) .642(**) -.236(**) .231(**) .480(**) -.082 1

유의확률(양쪽)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61  

T12
Pearson 상관계수 .052 .101(*) .172(**) .069 -.038 -.002 .005 .198(**) .042 .230(**) -.029 1

유의확률(양쪽) .231 .020 .000 .113 .379 .964 .900 .000 .340 .000 .512  

T13
Pearson 상관계수 .125(**) .165(**) .227(**) .323(**) .389(**) .206(**) -.239(**) .096(*) .161(**) -.084 .336(**) -.128(**) 1

유의확률(양쪽) .004 .000 .000 .000 .000 .000 .000 .027 .000 .054 .000 .003  

T14
Pearson 상관계수 .158(**) .254(**) .317(**) .412(**) .529(**) .511(**) -.244(**) .291(**) .508(**) .009 .588(**) .061 .360(**) 1

유의확률(양쪽)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830 .000 .164 .000  

** p<.01 수준에서 유의 

* p<.05 수준에서 유의 

목록별 N=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