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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교육적 관여와 수학적 태도가

수학 학습동기와 수학불안에 미치는 영향1)

정 숙 영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허 난 (경기대학교)
✝

부모 행동 지원이 학생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교육적 관여와 수학적 태도가 학생의 수학 학습동기와 수학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부모의 교

육적 관여가 학생의 수학 학습동기에는 영향을 미치고, 수학불안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부모의 교육적 관여

가 높은 학생일수록 수학불안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수학적 태도는 학생의 학습동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며, 부모의 수학적 태도가 좋을수록 학생의 수학불안은 낮아지지만 지나치게 높아지는 경우에는 학생의 수학불안

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배경이 교육에 맞춰진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학생의 수학 학습동기

에 영향을 주지만 교육적 관여가 높아질수록 성취압력이 되어 수학불안을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부모의

수학적 태도는 교육적 관여 정도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것으로, 부모가 올바르고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로 양육함으로

써 학생의 수학 학습동기를 높일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Ⅰ. 서론

학생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그 중 부모 행동 지원은 여러 선행 연구 결과

에서 강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이 입증되어왔다.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하고자 하는 욕

구와 맞물려 변화와 혼돈의 시기를 겪게 되고 학습 습관이나 동기에 변화가 생긴다. 이런 측면에서 청소년기에

가정에서 어떠한 학습 지원을 해 주는가는 학습 성취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안에서의 부모의 역

할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

미국에서도 부모가 학생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공교육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으

며, 미국 교육목표 심의 위원회에서는 가정의 아동에 대한 학업 등의 교육적인 결정에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참

여하도록 하고 있다(문은식, 김충희, 2003). 우리나라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높고, 자녀의 대학 진학 및

진로에 대한 관심이 많은 국가이다. 따라서 부모의 학습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여러 긍정적, 부정적 영향들을 끼

침으로서 학습 성취의 주요한 변수가 되었다. 특히 수학은 주요 교과로 인식되어 왔으며, 학부모들은 자녀의 수

학 학습 및 성적에 더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012년도에 치러졌던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OECD국가들 중 수학, 과학 과목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수학과 과학에 대한 즐거움, 흥미 등을 평가하는 정의적 특성에서는 OECD평균

보다 낮게 나타났다(구자옥 외, 2015).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학과목에 대한 학습동기와 인식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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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의적 측면에 다소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부모의 어떠한 학습 지원 행동이

있었는가에 대한 상관관계를 보다 깊이 살펴봐야 할 과제를 남겼다. 또한 부모의 학습 지원 행동 중 어떤 것들

은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만한 인식과 태도를 낳아 결국 수학불안과 같은 정서적 특성이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

다. 부모의 지나친 기대, 또는 무관심이나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나타나는 양육태도는 자녀의 특성불안에 기여한

다(이해섭, 2001). 한편, 가정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와 배경과 가정의 수학적 환경이 자녀의 수학에 대한 인

지적, 정의적 성취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 된 바 있다(강상, 2012; 김마리아, 2013; 송미영

외, 2014; 구자옥 외,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 문화적 배경이 부모의 교육적 관여 및 수학적 태도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학생

이 지각한 부모의 교육적 관여와 수학적 태도2)가 학생의 수학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학생이 지각한 부

모의 수학적 태도가 학생의 수학불안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부모의 교육적 관여

1) 부모의 교육적 관여의 개념

부모의 교육적 관여의 개념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정의되어 왔으며, 조금씩 다른 개념적 정의가 다루어졌다.

Epstein(1987)은 부모의 교육적 관여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기본적인 의무, 즉 자녀에게 필요한 의식주를 제공하고 학교 물품이나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해 주는 것과 같은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로 보았다. 둘째, 학교와 가정 간 의사소통으로서

이는 주로 학부모와 교사 간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교와 가정사이의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 공유를 말한다.

셋째, 부모의 학교활동 관여인데 이는 부모가 자녀의 학급을 방문하여 교사수업을 보조하거나, 학교활동에 참여

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가정 내에서의 학습활동 관여 이다. 이는 가정 내에서 부모가 자녀의 숙제를 도와주

거나 학교생활에 대해 자녀와 대화를 나누는 행위 등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또한 Grolnick & Slowiaczek(1994)은 부모의 교육적 관여를 행동적 관여와 개인적 관여, 인지적 관여로 나누

어서 정의하였다. 행동적 관여는 가정에서 자녀의 학습을 도와주는 것이나 학교활동에 참여하는 것 등을 말하고

개인적 관여는 교육에 대한 대화나 자녀에게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도와주는 모든 부모-자녀간

의 상호작용을 말하며 인지적 관여는 자녀의 인지적 발달을 위해 책읽어주기, 박물관 견학과 같은 행동을 의미

한다.

변수용과 김경근(2008)은 부모의 교육적 관여를 부모와의 상호작용, 학습 및 생활 지도, 학교활동 참여, 집안

규칙 등으로 정의하였다.

Muller(1995)는 교육적 관여를 자녀의 학업 경력을 부모가 관리해주는 것, 숙제 도와주기 등의 적극적인 조력,

목표를 제시하며 격려하기, 학교 행사에 참석하기 등의 구체적인 형태라고 보았다.

이와 같이 학자마다 다양한 정의가 있으며 그 범위도 포괄적이며 경험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불분

명한 측면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적 관여를 학교활동 참가, 자녀친구 부모와의 소통, 학습 및 생활

지도, 집안규칙으로 정의한다.

2)부모의 교육적 관여의 결정 배경

2) 본 연구에서의 교육적 관여와 수학적 태도는 학생이 지각하고 있는 부모의 교육적 관여와 수학적 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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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eman(1988)은 ‘가정에서의 사회 자본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정의하였는데, 부모의 교육적 관여의 배경

에 가정의 사회 문화자본이 있으며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사회자본’을 ‘부모의 관여’로 치환하여 사용하고 있다

(신명호,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적 관여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배경이 되는 사회・문화자본
과 한국인의 교육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사회・문화자본
부모의 교육적 관여는 가정 내의 인적, 경제적 자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변수용 외, 2008). 여러 선행연구에

서 가정 내의 인적, 경제적 자원이 풍부할수록 교육적 관여의 정도도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Lareau(1987)

는 중상계급 부모들이 학교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반면 노동계급 부모들은 학교활동에 덜 적극적인 것

을 발견하였다. 이는 부모의 교육적 관여의 차이는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 부모가 가지는 교육에 대한 가치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닌데 김평화(2011)에 따르면 한 교육관련 시민단체에서 전국 173개교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1,7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수도권 외국어고 학생의 40%정도가 월 소득 600만원이 넘는

고소득층의 자녀인 반면 같은 지역 일반고 학생 중에는 그 비율이 0.4%에 불과하다. 이는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들은 자녀교육에 더 깊게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임해미(2016)는 실제

로 가정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는 인지적, 정의적 성취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이라 하였다.

또한 부모의 교육적 관여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의 내적 요인으로 가족구조와 형제자매수를 들 수 있다. 부모

의 교육적 관여는 학교의 정책이나 풍토와 같은 학교 특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지역사회나 거주

지도 부모들 사이의 공유된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변수용 외, 2008). 문화자본론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학업성적을 매개하는 요인으로 고급 예술적 취향과 같은 문화자본을 지목한 반면, 사

회자본론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내지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가정배경의 매개요인임을 주장하고 있다(신명호,

2011).

(2)한국사회의 교육열과 부모의 성취 압력

한국인의 교육열은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교육과 관련된 사회현실에 대한 인식,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 그리고 자녀교육을 위한 교육 지원 행위를 포함하는 교육에 대한 열의’로 정의된 바 있다(김희복, 1990).

교육열망은 ‘부모 또는 자녀 본인이 기대하는 교육수준’으로 정의되며 그러한 기대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은 교육에 대한 가치관, 즉 상급학교로의 진학에 부여하는 가치가 개인마다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신명호,

2011). 이는 교육열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으며 교육열 현상 이라는 것과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열 현상은

교육열 증상과 같은 것으로 매우 많은 매개요인들과 결합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이종각, 2003). 그 매개변인들

은 교육열과 생태환경과의 결합으로 분화된 것으로서 학교 교육열, 과외 열기, 입시 교육열, 기러기 가족과 교육

이민과 같은 교육열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이종각, 2003).

한국인의 교육열이 높다면 한국의 교육은 아주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즐거운 학교가 많아야 하며 탐구의욕

이 넘치는 학생들이 많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한국의 교육현실은 이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력저하,

입시위주의 교육, 학교폭력, 교실붕괴 등의 현상들은 오히려 교육의 과잉공급과 과잉개입으로 생긴 우리의 자화

상일 것이다.

과열된 교육열 현상에서 보여지 듯 우리사회에서 잘못된 부모의 교육기대는 성취압력으로 변질되어 나타나기

도 한다. 성취압력이란 교사와 부모가 학생에 대해 갖는 교육적 관심이나 성취기대이다(김보경 외, 2016). 특히

부모의 성취압력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높은 교육적 열의에서 비롯되며 이는 학습에 대한 관심, 요구, 압력수준

을 뜻하고, 압력 요인으로 성적, 과제확인, 시험 준비 등이 있다(박수자, 1996). 이때 행동 측면과 관련된 선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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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성취압력이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탁경문, 1992). 반면 태도 측면과 관련된 선행연

구에서는 성취압력이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박영신 외, 2003). 성취압력과 학업성

취의 관계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최경숙(2007)은 성취압력이 부정적인 정서를 형성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며 반면 조수영(1980)은 성취압력이 학업성취에 긍정적이라고 하였다.

2. 부모의 수학적 태도

태도란 어떤 반응이나 행위를 하려는 준비된 마음 또는 감정의 상태이며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서

경험과 사회적 영향에 의해 학습되어진 정서적으로 준비된 상태를 말한다(Shrigley, 1983). 최근 연구에서 유아

들의 경우 수학능력 차이가 개인이 타고난 능력 보다는 수학에 대한 경험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Clements, 2001; NAEYC & NCTM, 2002; NCTM, 2000; 한종화, 2008, 재인용). Ginsburg, Bemechat &

Chung(1992)는 어린이들의 학교에서의 성취는 부모의 신념, 가치, 기대뿐 아니라 부모 자신의 수학에 대한 경험

이나 느낌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가정에서의 수학적 경험은 수학능력의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으며,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수학적 태도에 따라 수학 학업 성취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해준다(한종화,

2008). 그러나 그동안 부모관련 연구들은 특정 교과에 대한 태도나 신념보다는 부모의 접근법이나 양육방식에

대해 논의해 왔다(Cannon, 2005).

임해미(2016)는 부모의 수학에 대한 태도가 자녀의 수학 성취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PISA 2012 데이터

분석 결과 부모의 수학에 대한 태도가 자녀의 수학 성취와 수학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인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는 부모의 수학적 태도도 자녀의 수학에 대한 인지적, 정의적 성취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겠

다. 임선아(2012)는 부모의 기대가 수학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자아효능감이나 높은 성취도에 효과가 있

다고 하였으나 이명숙(1990)은 부모의 교육적 기대와 성취압력이 높으면 오히려 시험 불안도를 높여 성취도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한종화(2008)는 어머니들이 이미 수학이 얼마나 중요한 교과인지 인식하여

사회에서의 수학의 가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지만 수학을 하고 싶고 수학을 가르치고 싶다는 동

기 부분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지 못한 점에서 전반적으로 어머니의 수학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부모의 수학적 태도는 자녀에 대한 수학 교육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다만 수학 과목에 대한 중

요성과 필요성을 알고 있더라도 자녀의 수학 학습을 도울 때에는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조은영, 2015)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더욱 소극적인 관여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수학적 신념은 문제해결

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로서 긴 시간에 의해 형성된다(Shoenfeld, 1985). 부모의 수학적 신

념은 자녀에게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데 대표적으로 학습동기를 들 수 있으며 이는 부모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외재적 동기라고 볼 수 있다(조은영,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수학적 신념이 포함되는 수

학적 태도가 자녀의 수학 학습동기와 수학불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수학 학습동기

학습동기는 행동의 유발과 방향성, 강도, 지속성을 설명하는 동기이론에서 유래하였다(Elliot & Harackiewicz,

1996). 동기는 학습자의 심리적 요인과 새로운 학습을 시작하는 원동력이며, 학습 행동들에 대한 조절과 통제이

다(김아영, 2004; 김종렬, 2014). 김성애(2008)는 수학 학습동기란 수학을 학습하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

이라 인식하여 의도한 수학 학습목표를 성취하려는 경향성이라고 하였다.

Vallerand et al.(1992)은 수학 학습동기를 무동기, 외재적 동기, 내재적 동기로 구분하였다. 내재적 동기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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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가 학습을 수행하는 그 자체에서 경험하는 즐거움, 호기심, 흥미 등을 의미한다(김종렬, 2014). 이때의 내재

적 동기는 학생이 외적인 보상이 없을 때에도 학생 스스로 행동을 하는 것으로서 내재적 동기가 높은 학생은

학습하는 그 자체에 흥미를 느끼므로 좋은 성취도를 보여준다(김보경 외, 2016). 또한 중학교 2학년의 수학 학습

동기와 수학 학업성취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김성애, 2008). 외재적 동기는 사회적 압력

등의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다른 무엇을 위한 수단으로 행하도록 하는 것이다(이종희, 김부미, 2010). 외재

적 동기는 사회적 압력 등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가정 안에서 부모의 성취

압력이 동기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임해미(2016)는 우리나라 학생의 수학 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는 외재적 동기임을 밝혔다.

4. 수학불안

수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학문이며 인류의 생활과 사회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학문이다. 그러나 수학의 중

요성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적절한 수학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수학이나 수학에 관련된 일에

관여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불안하게 여기고 있다(허혜자, 1995). 이는 수학불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수학불

안의 요인을 밝혀내고자 하는 연구들로 이어졌다.

Dreger & Aiken(1957)은 최초로 수학불안 척도를 만들었으며 수학불안은 수 불안(Number anxiety)이라고 하

였다. Ferguson(1986)은 이 수학불안 척도로부터 추상개념에 대한 불안 요인을 도출해 냄으로써 사람들 사이에

서 부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는 수학의 특별한 성질이 존재함을 확인하기도 하였다(이해섭, 2001). 또한

Richardson & Suinn(1972)은 수학불안을 일상생활과 학습 장면에서 수의 조작과 수학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긴

장과 불안한 감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를 토대로 고안된 수학불안 척도 MARS(Mathmatics Anxiety Rating

Scale)에서는 이러한 일상생활에서 수학과 마주치는 상황과 관련된 불안을 재는 것으로 하였다(허혜자, 1995).

수학불안은 수학 기피 현상으로 이어져 결국 수학 포기 현상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정지연(2008)은 수학

포기 현상이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게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고 차츰 중학생에서 초등학교 5, 6학년으로 확대되

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수학불안의 요인을 밝혀 초기에 진단하고 처치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허혜자(1996)가 제시한 수학불안의 요인들은 수학교과 요인, 수학 성취 요인, 인지요인 및 부정적인 생각, 수

학에 대한 태도, 교사 요인이 있으며, 또한 그에 대한 19개의 하위요인으로 분류된 바 있다. 이 중 수학에 대한

태도 요인으로 수학의 유용성에 대한 지각을 수학불안 요인으로 보았다. 수학에 대한 유용성이란 왜 수학을 배

우는 것이 중요한지 수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견해이다. 또한 수학불안의 요인 중 수학에 대한 부정적

경험은 항상 교사와 관계된 것은 아니며 부모 또는 형제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상당한 스트레스와 함께 수

학에 대한 좌절, 부적절한 느낌, 분노를 가지기도 한다(허혜자, 1996).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수학불안의 요

인 중 부모의 관여 및 수학적 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교육적 관여와 수학적 태도가 수학 학습동기 및 수학불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서 필요한 표본의 크기인 연구대상 수를 G*power 3.1.9.2를 이용하여 계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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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 예측변수 7로 산출한 결과 최소 153명이었다. 본 연구대상은 수

도권의 G시에 위치한 중학교 1학년 학생 중 211명으로 불성실한 응답지 35부를 제외한 176명의 설문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한 연구의 대상의 크기는 통계 검증에 적절한 표본의 크기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는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교육적 관여와 수학적 태도가 학생의 어떠한 수학 학습동기와 수학불안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부모의 교육적 관여에 대한 설문은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조사를 이용한 변수용 외(2008)가 작성한

설문지의 문항을 인용하여 제작하였다. 부모의 수학에 대한 태도 설문 문항은 PISA 2012 학부모 설문지와 유아

교사의 수학적 태도에 대한 Smith(2000)의 척도를 번역한 것을 수정 보완하여 학부모에게 적용한 것을 인용한

이혜정 외(2016)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또한 부모의 교육적 관여 및 수학적 태도에 영향을 주는 가정 사회적

자본에 대한 변인을 좀 더 면밀히 알아보기 위해서 자녀의 인지 발달과 성취에 미치는 가정의 문화적 환경을

항목으로 정리한 Levine & Levine(1996)의 이론을 토대로 재구성한 설문을 활용하였다.

학생의 수학 학습동기에 대한 설문은 PISA 2012 학생 설문의 수학에 대한 내적 동기 설문에서 인용하였으며,

수학불안에 대한 설문은 Plake(1982)가 제작한 MAS(Mathematics Anxiety Scale)를 토대로 허혜자(1996)가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한 수학불안 검사를 사용하였다.

각 설문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교육적 관여에 대한 설문은 학교 활동 참가, 자녀친구 부모와의 소통, 학습 및 생활지

도, 집안 규칙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표Ⅲ- 1>).

학교 활동 참가 요인은 학교에 있는 학부모 단체 가입이나 단체 모임 및 활동 등의 참가 여부를 묻는 문항(1번)

이다.

자녀 친구 부모와의 소통 요인은 부모가 자녀의 친구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묻는 “지난 1년 동안 내 친구의

부모가 나의 부모님께 선생님이나 학교에 관한 정보를 준 일이 자주 있었다(7번)”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학습 및 생활지도 요인은 학생의 학습 및 생활에 관한 것으로 “부모님은 내가 숙제를 끝마쳤는지 확인한다(2

번)”, “부모님은 나와 성적에 관해 이야기하신다(3번).”, “부모님은 내가 학교나 집에 없을 때 어디에 있는지 알

고 계신다(4번)”, “부모님은 나의 귀가 시간을 정해 좋고 있다(5번)”, “부모님은 나의 학교 활동(학업, 현장학습

등)을 도와주었다(8번)”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집안 규칙 요인은 “내가 해야 할 숙제하기, 집안일 돕기, 텔레비전 보기, 컴퓨터하기 등과 같은 활동들에 대해

정해 놓은 가족 규칙 같은 것이 있다(6번)”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 번호

학교 활동 참가 1 1

자녀친구 부모와의 소통 1 7

학습 및 생활지도 5 2, 3, 4, 5, 8

집안 규칙 1 6

<표 Ⅲ-1>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교육적 관여 설문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수학적 태도에 대한 설문은 수학에 대한 인식, 수학에 대한 자아개념, 수학의 즐거움,

수학에 대한 두려움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표 Ⅲ-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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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에 대한 인식 요인은 부모가 평소에 가졌던 수학에 대한 가치관과 신념을 묻는 “요즘 시대에 좋은 직업

을 갖기 위해서는 우수한 수학 지식과 기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하신다(1번)”, “고용주들이 일반적으로

우수한 수학 지식과 기술을 가진 직원을 높이 평가한다고 생각 하신다(2번)”, “오늘날 대부분의 직업들은 어느

정도의 수학 지식과 기술을 요구한다고 생각 하신다(3번)”, “우수한 수학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취업 시

장에서 유리하다고 생각 하신다(4번)”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수학에 대한 자아개념 요인은 수학에 대해 본인이

경험해 왔던 주관적인 생각에 관한 “수학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5번)”, “수학 과목은 쉽다고 생각

하신다(7번)”, “수학을 잘하지 못한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다(8번)”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수학의 즐거움 요인은

수학을 대할 때의 감정에 관한 것으로 “수학문제를 푸는 것을 좋아 하신다(6번)”, “수학에 관련된 그 어떤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9번)”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수학에 대한 두려움 요인은 수학을 대할 때 드러나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에 관한 “수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혐오감을 느끼신다(10번)”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수학에 대한 인식 4 1, 2, 3, 4

수학에 대한 자아개념 3 5, 7, 8

수학의 즐거움 2 6, 9

수학에 대한 두려움 1 10

<표 Ⅲ-2>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수학적 태도 설문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교육적 관여 및 수학적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가정의 문화에 대한 설

문은 성취압력, 언어모형, 학문적 지도, 가족의 활동성, 가족의 습관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표 Ⅲ-3>).

성취압력 요인은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포부, 학문 활동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 자녀들의 교육적 과

정에 대한 지식, 교육적 목표 달성을 위한 준비와 계획에 관한 것으로 “항상 나에게 대학까지는 꼭 가야한다고

하신다(1번)”, “나의 학교성적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걱정 하신다(2번)”, “내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3번)”, “어렸을 적부터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다(4번)”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언어모형 요인은 부모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질적 수준, 어휘와 문장 유형들의 확대 및 사용 기회 등에 관한

것으로 “평소에 비속어나 은어 등을 사용하시지 않는다(5번)”, “우리 가족은 다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많이 한다

(6번)”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학문적 지도 요인은 학업과 관련된 일에 대한 지도의 가능성, 학업과 관련된 일

에 대한 지도의 질적 수준에 관한 “내가 공부하던 중에 궁금한 것을 질문하면 설명해 주신다(7번)”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가족의 활동성 요인은 가족의 실내․외 활동의 정도와 책과 도서관 그리고 관련 시설의 활용에 관

한 “우리 가족은 다함께 도서관을 간다(8번)”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가족의 습관 요인은 가정 경영의 구조와

일상의 정도, 유희적 소일거리를 능가하는 교육적 활동의 선호에 관한 “내가 다소 엉뚱한 질문을 해도 잘 들어

주신다(9번)”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 번호

성취압력 4 1, 2, 3, 4

언어모형 2 5, 6

학문적 지도 1 7

가족의 활동성 1 8

가족의 습관 1 9

<표 Ⅲ-3> 가정의 문화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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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수학 학습동기에 대한 설문은 내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 요인으로 구성되었다(<표 Ⅲ-4>).

내적 동기 요인은 학습자가 학습을 수행할 때 그 자체에서 경험하는 즐거움, 호기심, 흥미에 관한 것으로 “나

는 수학에 관한 글을 읽는 것을 좋아 한다(1번)”, “나는 수학 수업 시간이 기다려진다(2번)”, “나는 수학을 좋아

하기 때문에 수학 공부를 한다(3번)”, “나는 수학에서 배우는 것들에 대해 흥미가 있다(4번)”의 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외재적 동기 요인은 사회적 압력 등의 환경적 요인에 의한 동기에 관한 것으로 “수학을 열심히 하는 것은

장래에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5번)”, “수학 공부는 나의 경력(전망, 기회)을 향상

시키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6번)”, “수학은 나중에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것을 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한다(7번)”, “내가 직업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것들을 수학에서 배울 수 있을 것이다(8번)”의 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 번호

내적 동기 4 1, 2, 3, 4

외재적 동기 4 5, 6, 7, 8

<표 Ⅲ-4> 수학 학습동기 설문

학생의 수학불안 설문은 수학불안, 수학효능, 수학 불확신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표 Ⅲ-5>).

수학불안 요인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나 일상생활에서 수학에 접했을 때 긴장과 불안을 경험하는 상태에

관한 것으로 “나는 수학 시험을 볼 때 조바심이 나고 긴장이 된다(1번)”, “나는 수학 시험 보는 것이 겁이 난다

(2번)”, “나는 수학을 공부할 때 두려움을 느낀다(3번)”, “나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대할 때 겁이 난다(4번)”, “나

는 수학 문제에 대해서 항상 조바심이 나고 긴장이 된다(5번)”, “나는 수학 공부할 때,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 그

대로 넘어간다(10번)”, “나는 수학 공부할 때, 대부분의 내용에 자신감이 없다(12번)”, “나는 수학 공부를 해야겠

다고 결정하면 즉시 시작 한다(15번)”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수학효능 요인은 특정 수학과제나 문제를 성공적

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상황 또는 과제 구체적인 판단(Hackett & Betz, 1989)에 관한 것으로

“나는 수학 공부할 때, 대부분의 내용을 잘 학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6번)”, “나는 수학 공부할 때 내용이 복

잡하더라도 이해할 때까지 노력을 계속한다(8번)”, “나는 수학 공부할 때, 계획한 만큼 하기 전에는 절대로 그만

두지 않는다(9번)”, “나는 수학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어도 잘 해낼 자신이 있다(11번)”, “나는 수학 공부할 때,

내가 세운 목표를 이룰 때까지 노력을 계속한다(13번)”, “나는 새로 배우는 수학 내용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노력

할 수가 없다(18번)”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수학 불확신 요인은 수학공부에 자신감이 없으며 이해를 못하여 곧

포기 해 버리는 상태에 관한 것으로 “나의 단점 중의 하나는 수학 공부를 해야만 할 때, 즉시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이다(7번)”, “나는 수학 공부할 때, 별로 공부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라도 끝까지 공부한다(14번)”, “나는 새로

운 수학 내용을 배우고자 할 때, 처음에 어려움을 느끼면 그만 둔다(16번)”, “나는 수학 공부할 때, 무언가 방해

를 하면 공부를 계속할 수 없다(17번)”, “나는 수학공부를 잘 할 수 있으리라고 느끼지 않는다(19번)”, “나는 수

학 공부할 때, 나 자신의 능력을 믿는다(20번)”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수학불안 8 1, 2, 3, 4, 5, 10, 12, 15

수학효능 6 6, 8, 9, 11, 13, 18

수학 불확신 6 7, 14, 16, 17, 19, 20

<표 Ⅲ-5> 수학불안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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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부모의 교육적 관여여부, 교육

적 관여, 부모의 수학적 태도, 가정의 문화, 학생의 수학 학습동기, 학생의 수학불안은 평균 및 표준편차로 분석

하였다. 문항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통계치로 Cronbach’s 를 사용하였다.

가정의 문화가 부모의 교육적 관여, 부모의 수학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교육적 관여와 수학적 태도가

학생의 수학 학습동기 및 수학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의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 OLS) 회귀분

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OLS 회귀분석은 잔차의 제곱합을 최소화 시키는 방법으로 각 독립변수의 회귀계수를

추정함으로 표본 자료의 적합을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Ⅳ. 연구결과

부모의 교육적 관여에 관한 8개 문항, 부모의 수학적 태도에 관한 10개 문항, 가정의 문화에 관한 9개 문항,

학생의 학습동기에 해당하는 8개 문항, 수학불안에 해당하는 20개 문항에 대하여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그렇다=3, 매우 그렇다=4)로 측정하였다. 다만, 부모의 교육적 관여를 측정하는 첫째 문항인 ‘올

해 부모님은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의 4가지 하위질문인 이분형 문항에 대하여 4점 척도로

변환하는 작업을 거쳤다. 4가지 문항에 모두 ‘그렇다’라고 답변한 경우, 4점으로 환산하였고, 모두 ‘그렇지 않다’

고 답변한 경우에는 1점, 1개의 문항에 ‘그렇다’라고 답변한 경우에는 2점, 그 외에는 3점으로 환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문항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Cronbach’s 는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0.684, 부모의 수학적 태도는 0.652, 가정의

문화는 0.647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의 수학 학습동기의 Cronbach’s 는 0.871, 수학불안은 0.816로 나타나 모든

Cronbach’s 가 0.6 이상으로 설문 문항에 대한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의 각 문항에 관한 측정 방법 및 기초 통계치는 <표 Ⅳ-1>과 같다.

변수 측정 방법 Mean ± S.D.

아버지의 교육 관여여부 더미변수: 관여=1, 관여하지 않음=0 0.26 ± 0.44

어머니의 교육 관여여부 더미변수: 관여=1, 관여하지 않음=0 0.80 ± 0.40

부모의 교육적 관여 4점 척도, 8개 항목의 평균 2.39 ± 0.46

가정의 문화 4점 척도, 9개 항목의 평균 2.64 ± 0.39

부모의 수학적 태도 4점 척도, 10 개 항목의 평균 2.41 ± 0.35

수학 학습동기 4점 척도, 8개 항목의 평균 2.37 ± 0.60

수학불안 4점 척도, 20 개 항목의 평균 2.38 ± 0.35

<표 Ⅳ-1> 변수의 측정 방법 및 기초통계량

회귀분석에 앞서 단순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통하여 살펴본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

계는 <표 Ⅳ-2>과 같다. 상관관계분석 결과 각 변수들 사이의 상관계수가 모두 0.6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의 문제를 배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모든 변수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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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교육적관여

가정의
문화적배경

부모의 수학적
태도

학생의
학습동기

학생의
수학불안

부모의 교육적관여 1

가정의 문화적배경 .564** 1

부모의 수학적 태도 .149* 0.122 1

학생의 학습동기 .239** .293** .319** 1

학생의 수학불안 .220** 0.079 .320** .28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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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2>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1. 부모의 교육적 관여와 수학적 태도 결정 요인

1) 부모의 교육적 관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부모의 교육적 관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아버지의 교육적 관여여부, 어머니의 교육적 관여 여

부, 가정의 문화적 배경이 부모의 교육적 관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에 부

모의 교육적 관여 변수를 추가하여 이들이 부모의 수학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Ⅳ-3>과

같다.

분석 결과 부모의 교육적 관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어머니의 교육적 관여 여부와 가정의 문화적 배경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어머니가 교육적 관여를 하지 않는 경우보다는 관여를 하는 경우에(b=0.172, p<0.05)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의 문화가 교육에 맞춰져 있을수록(b=0.595, p<0.001) 부

모의 교육적 관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은 부모의 교육적 관여를 34%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부모의 교육적 관여 부모의 수학적 태도

비표준화 회귀계수
(SD)

t값 비표준화 회귀계수
(SD)

t값

intercept
0.668***
(0.192) 3.482

2.076***
(0.182) 11.414

아버지의 교육적 관여여부
(관여=1)

0.044
(0.070) 0.635 0.05

(0.064) 0.787

어머니의 교육적 관여여부
(관여=1)

0.172*
(0.080) 2.46

0.086
(0.074) 1.154

가정의 문화적 배경 0.595***
(0.077) 7.715 0.026

(0.082) 0.320

부모의 교육적 관여 0.077
(0.07)

1.097

Adjusted 0.336 0.010
p<.001***, p<.01**, p<.05*

<표 Ⅳ-3> 부모의 교육적 관여 및 수학적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

2) 가정의 문화 요인이 부모의 교육적 관여와 수학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가정의 문화의 5가지 하위요인인 성취압력, 언어모형, 학문적 지도, 가족의 활동성, 가족의 습관이 학생이 지

각한 부모의 교육적 관여와 수학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Ⅳ-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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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가정의 문화의 하위요인 중 성취압력, 언어모형, 가족의 활동성이 부모의 교육적 관여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문화가 성취압력이 강한 문화일 경우에(b=0.410, p<0.001)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안에서의 언어 모형이 바람직할수록 (b=0.368, p<0.01)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이 다함께 교육적 활동을 하는 가족안에서의 문화가 강할수록

(b=0.096, p<0.05)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문적 지도 요인과 가족의 습관은 부모의

교육적 관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은 부모의 교육적 관

여를 37%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문화의 하위요인 중 성취압력, 가족의 활동성이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수학적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문화가 성취압력이 강한 문화일 경우에(b=0.122, p<0.05) 부모의

수학적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안에서의 교육적 활동 문화가 강할수록(b=0.098, p<0.05) 부모의 수

학적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언어모형, 학문적 지도 요인과 가족의 습관은 부모의 수학적 태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부모의 교육적 관여 부모의 수학적 태도

비표준화 회귀계수
(SD) t 값

비표준화 회귀계수
(SD) t 값

intercept 10.605**
(0.192) 3.150 2.093***

(0.177) 11.809

성취압력 0.410***
(0.059)

6.984 0.122*
(0.054)

2.249

언어모형
0.368**
(0.150) 3.492

-0.146
(0.097) -1.498

학문적 지도 0.050
(0.040)

1.261 0.031
(0.037)

0.841

가족의 활동성
0.096*
(0.041) 2.356

0.098*
(0.038) 2.601

가족의 습관 -0.060
(0.039) -1.531 -0.018

(0.036) -0.487

Adjusted 0.364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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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4> 가정의 문화의 하위항목이 부모의 교육적 관여 및 수학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2. 부모의 교육적 관여 및 수학적 태도가 학생의 수학 학습동기 및 수학불안에 미치는 영향

1) 부모의 교육적 관여 및 수학적 태도가 학생의 수학 학습동기 및 수학불안에 미치는 영향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교육적 관여와 수학적 태도가 학생의 학습동기 및 수학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는 <표 Ⅳ-5>과 같다.

분석 결과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높을수록(b=0.256, p<0.01), 수학적 태도가 높을수록(b=0.499, p<0.001) 학생

의 수학 학습동기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찬가지로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높을수록(b=0.134, p<0.05), 수학

적 태도가 높을수록(b=0.296, p<0.001) 학생의 수학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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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수학 학습동기 수학 불안

비표준화 회귀계수
(SD)

t값 비표준화 회귀계수
(SD)

t값

intercept
0.556
(0.346) 1.610

1.349***
(0.202) 6.672

부모의 교육적 관여 0.256**
(0.093)

2.747 0.134*
(0.054)

2.461

부모의 수학적 태도
0.499***
(0.123) 4.054

0.296***
(0.072) 4.106

Adjusted 0.129 0.123
p<.001***, p<.01**, p<.05*

<표 Ⅳ-5> 부모의 교육적 관여 및 수학적 태도가 학생의 수학 학습동기 및 수학불안에 미치는 영향

2)부모의 교육적 관여와 수학적 태도가 학생의 수학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교육적 관여와 수학적 태도가 학생의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두

가지 회귀모형을 구축하였고 제곱항과 상호작용항을 고려하였다(<표 Ⅳ-6>).

독립변수

학생의 학습동기

Model 1 Model 2

비표준화 회귀계수
(SD)

t값 비표준화 회귀계수
(SD)

t값

intercept 0.554
(0.342) 1.622 1.923***

(0.105) 18.372

제곱항

부모의 교육적 관여^2 NSS

부모의 수학적 태도^2 NSS

상호작용항

아버지의 교육적 관여여부 × 부모의
교육적 관여

-0.149
(0.176)

-0.850

아버지의 교육적 관여여부 × 부모의
수학적 태도

0.205
(0.175) 1.167

어머니의 교육적 관여여부 × 부모의
교육적 관여

0.002
(0.098) 0.021

어머니의 교육적 관여여부× 부모의
수학적 태도

0.209*
(0.101) 2.081

Adjusted 0.150 0.107

NSS =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1***, p<.01**, p<.05*

<표 Ⅳ-6> 부모의 교육적 관여 및 수학적 태도가 학생의 수학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Model 1에서는 부모의 교육적 관여여부와 교육적 관여 및 수학적 태도에 대한 변수를 투입하였고, 학생의 학

습동기에 대하여 부모의 교육적 관여와 수학적 태도가 나타내는 비선형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곱항을 고려

하였다. 그 결과, 비선형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어머니의 교육적 관여여부와 부모의 수학적 태도

변수가 학생의 학습동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교육적으로 관여하는 경우에 그

렇지 않은 경우보다 학생의 학습동기가 높았으며(b=0.287, p<0.05), 부모의 수학적 태도가 높을수록 학생의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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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0.472, p<0.001).

Model 2에서는 아버지의 교육여부 또는 어머니의 교육여부에 따라 부모의 교육적 관여 및 수학적 태도가 학

습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4개의 상호작용항을 모형의 독립변수로 고려하였다. 그 결

과, 어머니의 교육적 관여여부×부모의 수학적 태도에 관한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0.209,

p<0.05). 따라서 어머니의 교육적 관여여부에 따라 부모의 수학적 태도가 학생의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의 학습동기에 대한 부모의 수학적 태도의 영향은 어머니가 교육에

관여하는 학생일수록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부모의 교육적 관여와 수학적 태도가 학생의 수학불안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교육적 관여와 수학적 태도가 학생의 수학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하여 두 가지 회귀모형을 구축하였고 제곱항과 상호작용항을 고려하였다(<표 Ⅳ-7>).

분석결과 독립변수의 주효과와 제곱항을 독립변수로 고려한 Model 1에서는 부모의 교육적 관여와 부모의 수

학적 태도의 제곱항에 관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높을수록 학생의

수학불안이 높았으며(b=0.141, p<0.05), 부모의 수학적 태도가 높을수록 학생의 수학불안은 낮지만(b=-0.626) 지

나치게 높은 경우에는 학생의 수학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0.188, p<0.05).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수학불안에 미치는 비선형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Model 2에서는 아버지의 교육적 관여여부 또는 어머니의 교육적 관여여부에 따라 부모의 교육적 관여 및 수

학적 태도가 수학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4개의 상호작용항을 모형의 독립변수로 고

려하였으나,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아버지의 교육적 관여여부, 어머니의 교육적 관여여

부에 따라 부모의 교육적 관여 및 부모의 수학적 태도가 수학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지 않음을 알 수 있

었다.

독립변수

학생의 수학불안
Model 1 Model 2

비표준화 회귀계수
(SD) t값

비표준화 회귀계수
(SD) t값

intercept
2.375***
(0.552) 4.301

2.18***
(0.062) 35.027

제곱항

부모의 교육적 관여^2 NSS

부모의 수학적 태도^2
0.188*
(0.094) 2.014

상호작용항

아버지의 교육적 관여여부 × 부모의 교육적
관여

-0.132
(0.105)

-1.263

아버지의 교육적 관여여부 × 부모의 수학적
태도

0.199
(0.104) 1.907

어머니의 교육적 관여여부 × 부모의 교육적
관여

-0.002
(0.058) -0.036

어머니의 교육적 관여여부 × 부모의 수학적
태도

0.084
(0.06) 1.404

Adjusted 0.141 0.071
NSS =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1***, p<.01**, p<.05*

<표 Ⅳ-7> 부모의 교육적 관여 및 수학적 태도가 학생의 수학불안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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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모의 교육적 관여의 하위요인이 수학 학습동기 및 수학불안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교육적 관여의 각 하위요인인 학교활동 참가, 자녀친구 부모와의 소통, 학습 및 생활지도, 집안 규칙

이 수학 학습동기와 수학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Ⅳ-8>과 같다.

부모의 교육적 관여의 네 가지 하위요인 중 부모의 학습 및 생활지도(Cronbach’s =0.650)를 나타내는 변수

만이 수학 학습동기 또는 수학 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모의 학습 및 생활지도에

관한 관여가 높을수록 학생의 수학 학습동기가 높았고(b=0.393, p<0.001), 수학 불안 또한 높게 나타났다

(b=0.119, p<0.05).

독립변수
수학 학습동기 수학 불안

비표준화 회귀계수
(SD)

t값 비표준화 회귀계수
(SD)

t값

intercept
1.458***
(0.242) 6.015

1.990***
(0.114) 13.861

학교 활동 참가 0.005
(0.053)

0.092 -0.033
(0.032)

-1.051

자녀친구 부모와의 소통
-0.023
(0.053) -0.430

0.033
(0.031) 1.059

학습 및 생활지도 0.393***
(0.096)

4.083 0.119*
(0.057)

2.083

집안 규칙
-0.046
(0.064) -0.728

0.021
(0.038) 0.568

Adjusted 0.073 0.044
p<.001***, p<.01**, p<.05*

<표 Ⅳ-8> 부모의 교육적 관여의 각 하위요인이 수학 학습동기 및 수학불안에 미치는 영향 

5) 부모의 수학적 태도의 하위요인이 수학 학습동기 및 수학불안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수학적 태도의 하위요인으로 수학에 대한 인식, 자아개념, 수학에 대한 즐거움, 수학에 대한 두려움의

네 가지 요인에 대하여 두 가지 범주로써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가 각각 수학 학습동기와

수학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표 Ⅳ-9>에서와 같이 수학에 대한 인식, 자아개념, 즐거움(Cronbach’s =0.631)이 유의미한 변

수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수학에 대한 인식, 자아개념, 즐거움이 높을수록 수학학습 동기가 높고(b=0.610,

p<0.001), 수학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0.278, p<0.001).

독립변수

수학 학습동기 수학 불안

비표준화 회귀계수
(SD) t값

비표준화 회귀계수
(SD) t값

intercept 0.960**
(0.302)

3.172 1.614***
(0.178)

9.060

수학에 대한 인식, 자아개념, 즐거움
0.610***
(0.125) 4.866

0.278***
(0.074) 3.768

수학에 대한 두려움 -0.073
(0.066) -1.101 0.045

(0.039) 1.154

Adjusted 0.111 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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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9> 부모의 수학적 태도가 수학 학습동기 및 수학불안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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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수학 학습동기 미치는 영향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수학 학습동기의 하위요인인 내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에 각각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

펴본 결과는 <표 Ⅳ-10>와 같이 부모의 교육적관여가 내적 동기(Cronbach’s =0.879)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

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외재적 동기(Cronbach’s =0.878)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적관여가 클수록 외재적 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0.406, p<0.01).

독립변수

내적 동기 외재적 동기

비표준화 회귀계수
(SD)

t값 비표준화 회귀계수
(SD)

t값

intercept 1.486***
(0.275) 5.395 1.763***

(0.280) 6.306

부모의 교육적관여 0.218
(0.113) 1.927 0.406**

(0.115) 3.529

Adjusted 0.015 0.061
p<.001***, p<.01**, p<.05*

<표 Ⅳ-10>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내적 동기 및 외재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

6) 부모의 수학적 태도가 수학 학습동기 미치는 영향

부모의 수학적 태도가 수학 학습동기의 각 하위요인인 내적 동기 및 외재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Ⅳ-11>과 같이 부모의 수학적 태도는 내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 모두에 유의

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수학적 태도가 높을수록 내적 동기가 높았으며

(b=0.681, p<0.001), 외재적동기 또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b=0.417, p<0.01).

독립변수

내적 동기 외재적 동기

비표준화 회귀계수
(SD)

t값 비표준화 회귀계수
(SD)

t값

intercept 0.365
(0.346)

1.054 1.725***
(0.375)

4.598

부모의 수학적 태도 0.681***
(0.142) 4.788 0.417**

(0.154) 2.708

Adjusted 0.111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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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11> 부모의 수학적 태도가 내적 동기 및 외재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

7)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수학불안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교육적 관여 및 수학적 태도가 수학불안의 세 가지 하위요인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Ⅳ-12>과 같다. 부모의 교육적 관여 및 수학적 태도는 수학불안의 하

위요인인 수학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수학효능에는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높을수록(b=0.232, p<0.01), 부모의 수학적 태도가 높을수

록(b=0.388, p<0.001) 수학효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수학 불확신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부모의 수학적 태도였으며, 부모의 수학적 태도가 높을수록 수학 불확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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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0.337, p<0.001).

독립변수

수학불안 수학효능 수학 불확신

비표준화 회귀계수
(SD)

t값 비표준화 회귀계수
(SD)

t값 비표준화 회귀계수
(SD)

t값

intercept 1.512***
(0.336) 4.497

0.951***
(0.253) 3.765 1.529***

(0.221) 6.906

교육적 관여 0.127
(0.091) 1.398

0.232**
(0.068) 3.402 0.046

(0.060) 0.777

수학적 태도 0.195
(0.120) 1.629

0.388***
(0.090) 4.318 0.337***

(0.079) 4.274

Adjusted 0.019 0.160 0.095
p<.001***, p<.01**, p<.05*

<표 Ⅳ-12> 부모의 교육적 관여 및 수학적 태도가 수학불안요인에 미치는 영향

Ⅳ. 결론 및 제언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을 통해 연구자들은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를 해 오고 있다(임연기, 이희수, 1998). 교육환경은 가정적 배경에서 대부분 형성되고 있

는데 가정의 주 양육자인 부모들이 어떠한 교육관으로 자녀들에게 교육적 관여를 하는가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다양한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기에 접어든 자

녀들을 둔 부모들의 경우 무엇보다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다양해지며 그로 인한 과열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수학 과목의 학업성취도는 세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지만 수학의

인지적, 정의적 성취도는 낮은 수치를 보여 이와 관련한 여러 연구 과제를 남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교육적 관여 행동과 수학적 태도가 학생의 수학 학습동기와 수학

불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수학 학습동기와 수학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도권에 위치한 G시의 중학교 1학년 학생 중 17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정의 문화가 교육에 맞춰져 있을수록 학생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많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어머니의 교육적 관여가 많을수록 학생들은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많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정의 문화 요인 중 성취압력, 가족의 활동성은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교육적 관여와 수학적 태도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부모의 교육적 관여와 수학적 태도가 높을수록 학생의 수학 학습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의 수학불안도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부모의 교육적 관여와 태도가 적극적인 것이 수학 학습동기를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반면 동시에 수학불안도 가중시키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부모의 교육적 관여 및 수학적 태도가 학생의 수학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어머니가 교육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학생의 수학 학습동기가 높았으며 부모의 수학적 태도가 높을수록 수학 학습동기 또한 높음을 알 수 있

었다. 이는 가정 내에서의 어머니의 교육적 관여의 정도가 학생의 수학 학습동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정 내에서의 어머니의 교육적 역할이 중요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지만 부모의 교육적

관여와 수학적 태도가 높을수록 학생의 수학불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수학적 태도가 높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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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학생의 수학불안은 낮지만 지나치게 높은 경우는 오히려 학생의 수학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학생의 수학불안이 부모의 지나친 교육적 관여의 영향을 받게 되며 특히 가정에서의 성취압력이 높을수록 수학

불안을 높이게 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전혀 없거나 지나치게 많은 것 보다 적절한

교육적 관여가 학생의 학습동기를 높여주고 동시에 수학불안을 낮출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부모의 수학적

태도 또한 부모가 수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학생의 수학불안을 낮출 수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

서 부모가 평소 수학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가지는 것이 중요함을 나타낸다. 그러나 수학적 태도가 지나치

게 높은 경우 오히려 학생에게 수학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부모의 수학적 태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

동 및 가정 문화를 조성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가정의 문화가 교육에 관심이 많고, 부모가 학습 및 생활지도에 적극적

인 교육적 관여가 학생들에게 미래의 가치와 필요에 의해 수학 학습을 해야 한다는 외재적 동기 부여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수학 과제나 문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수학효능감이 높다는 결

과이다. 또한 부모가 가진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 인식과 좋은 수학적 태도는 수학 학습 자체의 즐거움과

관련한 내적 동기와 미래의 가치와 필요에 의한 외재적 동기를 모두 포함하는 학생의 수학에 대한 학습동기를

긍정적으로 부여해 주며 수학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수학과목에 대한 높은 기대나 성취 압력이

되거나 좋은 수학적 태도라고 지나치게 강조되면 오히려 수학불확신을 높이는 수학불안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

여주었다. 한편, 아버지가 교육적 관여를 하는 경우보다 어머니가 교육적 관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학 학습

동기가 달라지는 유의미한 통계결과가 나옴으로써 수학교육과 관련하여 가정 내의 어머니의 역할이 크다는 것

도 주목 할 점이다.

부모의 교육적 관여는 자녀의 인지적, 정의적 특성 형성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Epstein, 1987). 자녀교

육에 대한 높은 기대와 포부는 교육적 관여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학업성취를 높이기도 한다. 한국 부모들은 자

녀들의 학업 성취를 위해 열성적으로 지원하며, 학부모 모임 등에서 입시에 관련된 정보들을 나누기도 하는 등

의 교육적 관여를 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있는 부모들은 사교육에 열을 올리며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

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수학 학습동기에 영향을 준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부모의 아낌

없는 지원과 기대가 수학 학습동기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는 Fan & Chen(2001)이 연구한 부

모의 교육적 관여와 학습동기 사이의 높은 상관관계가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볼 때, 중학생의 경

우에도 그러한 상관관계가 적용되고 있음을 시사 할뿐 아니라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교육적 관여와 수학적 태

도가 학습동기와 수학불안과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중학생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적 기대와 포부를 경제적 지원이나 정보공유와 같은 교육적

관여와 수학적 태도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부모들 인식과 태도가 중요하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왜곡되고 과열된 교육열로 인한 학업

성취 편향의 교육적 관여를 함으로써 오히려 자녀들의 학습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부모가 가

지고 있는 수학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불편한 경험에서 형성된 수학에 대한 태도가 자녀의 수학 학습동기와 수

학불안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부모의 수학에 대한 태도와 인식은 자녀의 수학 학습동기와 수학불안과 정적

인 관계로 나와 있는 바, 수학이라는 과목의 중요성이나 미래 산업의 유망함, 수학 학습을 격려하는 등의 자세로

양육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부모 자신의 수학과목에 대한 어렵고 힘들었던 부정적 경험이 자녀에게 전이되

지 않도록 긍정적인 양육태도 또한 필요할 것이다. 이는 교육 불평등을 야기하는 계층적 교육 지원이라는 사회

적인 교육 문제와는 독립적으로 가정 안에서 올바른 교육관과 열린 태도의 양육태도로 자녀들을 지원할 때, 정

의적 측면의 수학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수학불안을 감소시킴으로써 수학성취도가 올라가는 선순환의 고리 형태

가 형성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수도권의 중소 도시에 있는 중학교 1학년 176명의 학생들만의 조사결과라는 제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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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 대상을 좀 더 다양한 지역과 학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부모의 수학적 태도와 학생의 수학 학습동기가 정적인 관계라는 통계결과를 볼 때, 앞으로 부모의 긍정적인 수

학 과목의 인식과 올바른 동기 부여를 위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교육적

관여와 수학적 태도에 대한 자료에 근거한 분석 결과이므로 부모 스스로 지각한 교육적 관여와 수학적 태도에

대한 자료에 근거한 수학 학습동기와 수학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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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parental educational involvement and mathematical attitude 
perceived by students on math motivation and math anxiety. The results showed that parents' educational involvement 
had effect on students' motivation to learn mathematics and had a significant effect on mathematics anxiety. In 
addition, the parents 'mathematical attitude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motivation of the students, and the higher the 
mathematical attitude of the parents, the lower the mathematics anxiety of the students but the higher the students' 
mathematics anxiety. This suggests that even if the parents are educated, the parents can influence their motivation to 
learn mathematics, rather the more the achievement pressure becomes, the  higher the educational involvement. In 
addition, the parents' mathematical attitude is independent of the degree of educational involvement, and parents can 
expect to increase their motivation to learn mathematics by nurturing with positive and positive perceptions and 
attitudes. In order to do this, it is a time when parents' education for the recognition of parents' right mathematics 
courses and their interest in education and the role of education are positively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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