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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수학불안에 관한 문헌연구*

김 리 나 (서울목운초등학교)

본 문헌연구에서는 수학불안을 주제로 국내외 연구 자

료들을 분석하여 수학블안의 특징, 측정 방법, 발생원인,

치료방법 등 수학불안과 관련한 기존 연구 결과의 종합적

인 고찰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수학불안과 관련한 문헌

분석을 토대로 학생들의 수학불안 예방 및 치료 과정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교사, 수학 교육 연구자들, 수학불안과

관련한 교육 정책 입안가들에게 초등학생의 수학불안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수학불안과 관련한 국내외 연구들을 주제어를 중심

으로 (1)수학불안이 초등학생의 학습 행동에 미치는 영향

(2) 수학불안 측정 도구 (3) 수학불안 형성 원인 (4) 수학

불안 감소 방안의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범주별로 관련 연구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연구의 결과,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을 제공한다.

I. 서론

수학불안은 수학에 대해 생각하거나 수학 문제를

풀 때 생기는 불편함이나 걱정 등의 부정적 감정을 지

칭한다(Richardson, & Suinn, 1972). 수학불안은 생리

적 문제 증상(예. 심장 박동 수 증가)과 인지적 문제

증상(예. 부정적 생각)을 동반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

학 학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주요 장애물

중 하나로 지적된다(Baloğlu, 2003; Buckley, Reid,

Goos, Liip, & Thomson, 2016). 수학불안은 실제 수학

을 하는 행위 과정 중 일어나는 불안(예. 수학 수업에

참여)과 수학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을 예상하는 도중

일어나는 불안(예. 수학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해야 한다

고 생각하며 느끼는 불안)으로 구분된다(Harari,

Vukovic, & Bailey, 2013). 이와 함께 학습자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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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수학 학습과 관련한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을 걱정하는 두려움까지 수학불안

의 증상으로 인식된다(Ashcraft, Krause, & Hopko,

2007; Hopko, McNeil, Zvolensky, & Eifert, 2001). 수

학불안은 불안을 넘어 수학 회피(math avoidance)나

수학 공포(math phobia)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Tobias, 1978).

수학에 대한 부정적 경험, 주변 환경, 수학 자체에

대한 이해 부족 등 다양한 요소들이 수학불안 형성에

영향을 주며, 수학불안은 학생들의 수학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Ashcraft, et al., 2007). 따라

서 수학불안의 특징, 원인, 치료법에 대해 정확히 이해

하는 것은 학생들의 수학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주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학불안

과 관련한 국내외의 연구들에 대한 문헌분석연구를 통

해 그동안 수학불안의 형성 및 예방에 대해 논의되었

던 내용들을 정리․분석하여, 수학불안에 대한 이해의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수학불안과 관련

된 연구들의 결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수학불안

은 심리적인 문제로 치료보다는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Ashcraft, & Kirk, 2001).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수학불안이 최초로 형성되는 시기로 알려진

초등학생들의 수학불안과 관련된 연구를 중심으로 문

헌 분석을 실시하였다. 초등학생의 수학불안과 관련한

기존 연구의 종합적 분석을 통해 초등학생의 수학불안

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수학불안 형성 예방과 관련한

후속 연구의 기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본 문헌연구의 목표는 초등학생의 수학불안을 주제

로 한 기존의 국내외 논문들을 종합․분석하여 초등학

교 교사 및 수학불안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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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에게 초등학생의 수학불안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제공하는데 있다. 문헌연구의 목표는 학계에서

이루어지는 특정 주제에 대한 논의를 종합적으로 이해

하는데 있다(Hadley, & Reiken, 1993). 이러한 목표 아

래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1. 문헌연구 범위

본 연구에서 분석한 초등학생 수학불안에 관한 국

내외 문헌 연구 자료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문

헌 검색의 범주를 초등학생의 수학불안에 한정시켰다.

수학불안 연구의 전체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증연

구와 문헌연구, 개념연구 등 모든 분야의 연구를 포함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초등학생 수학불안 연

구라는 특수한 분야의 연구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연

도의 제한 없이 초등학생 수학불안 관련 논문을 모두

수합하였다. The Proquest Education Journal, ERIC

(EBSCO),와 JSTOR 데이터베이스에서 “mathematics

anxiety elementary students”, “mathematics anxiety

primary students”의 주제어로 검색된 41편의 국외논

문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재지와 등재후보지에 발표

된 국내 논문 중 “초등학생 수학불안”이라는 주제어로

검색된 11편의 연구물들을 본 연구의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학회 발표 논문과 석․박사 논문은 본 연

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러한 논문의 경우 연

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Kim, 2014).

2. 문헌연구 분석의 틀

본 연구는 수학불안과 관련한 국내외 연구들의 주

제어를 중심으로 연구물들을 분류하였다. 분류된 범주

는 (1) 수학불안이 초등학생의 학습 행동에 미치는 영

향 (2) 수학불안 측정 도구 (3) 수학불안 형성 원인

(4) 수학불안 감소 방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범주별

로 관련 연구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연구의 결과,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을 제공한

다.

Ⅲ. 분석결과

이 장에서는 본 연구의 문헌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준에 따라 검색된 초등학생 수학불안

과 관련한 논문들을 4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이 장

에서는 각 범주별로 관련 논문들의 연구결과를 살펴보

면서 이러한 연구들의 의미와 시사점을 고찰한다.

1. 수학불안이 초등학생 학습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지심리학에서는 수학불안을 인지편중(attentional

biases)의 일종으로 간주한다(Bishop, 2007). 인지편중

은 위협적으로 인식되는 외부 자극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을 쓰거나 시간이 지나도 걱정이 지속되는 현상을

일컫는다(Hofmann, Ellard, & Siegle, 2012). 수학불안

을 가진 학생들이 수학과 관련된 상황을 위협적으로

인식하게 되면 학생들의 몸과 마음은 이 상황에 맞서

싸우거나 도망칠 준비(fight or flight response)를 한다

(LeDoux, 1996). 이와 같은 심리적인 대응들은 초등학

생의 수학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Ashcraft & et

al., 2001; Devine, Fawcett, Szucs, & Dowker, 2012).

최근 신경 과학 분야 연구에서는 수학불안으로 인

한 심리적 문제의 원인을 뇌의 비정상적 활동으로 설

명하고 있다. 수학불안은 뇌에서 위협적인 정보의 처

리하는 편도체*의 과다 활동, 전두엽**의 활동 감소와

관련이 있다(Bishop, 2007). 수학불안이 높은 아동의

뇌의 변화가 공포증상(phobia)을 가진 사람의 뇌의 변

화와 유사하다(Bishop, 2007). Yong, Wu와 Menon은

7~9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2012년에서 연구에서 수학

불안이 높은 아동의 편도체와 전두엽의 활동 변화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이

한 점은 수학불안이 높은 학생일지라도 수학과 관련된

학습을 진행하기 전 두뇌의 전두엽 영역의 하부 네트

워크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수학 학습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Lyons, & Beilock, 2012).

수학불안과 관련한 심리적, 인지적 문제들은 학습자

의 수학 학습에 영향을 준다. Marloney, Sattizahn과

Beilkock(2014)은 수학불안이 학습자의 수학 학습에 주

는 영향을 두 가지로 설명하였다. 우선 학습자가 수학

을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할 때 수학 문제와 관련한 정

* 부정적 감정을 처리하는 뇌의 부분

** 감정을 처리하는 뇌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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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완벽하게 인식하는 것과 관련한 뇌의 작동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수학 문제와 관련한 정보

들을 문제 풀이에 완벽하게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발생

하게 된다. 다음으로 수학불안은 문제 해결 과정에 결

정적 영향을 미치는 작업 기억(working memory)*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수학불안으로 인해 경험된 부정적

사고(思考)는 작업 기억의 기능을 방해한다(Ashcraft,

& Kirk, 2001; Beilock, Kulp, Holt, & Carr, 2004;

Hopko, McNeil, Gleason, & Rabalais, 2002). 그러나

수학불안과 작업 기억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작업 기억 자체

의 기능성, 수학불안의 영향력을 낮출 수 있는 수학적

자신감의 정도에 따라 수학불안이 실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Miller, &

Bichsel, 2004; Van Yperen, 2007).

최근 연구에서 수학불안과 관련한 뇌의 활동 변화

가 밝혀짐에 따라 학생들이 수학불안으로 인해 겪게

되는 수학 학습 문제 행동의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었

다. 뇌의 기능과 수학불안 및 수학학습과의 관계에 있

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수학불안으로 인한

수학 학습의 어려움이 학습자의 수학 학습과 관련한

뇌의 작동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됨으로써

수학불안을 치료가 필요한 정신적 문제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특히, 이러한 관점은 초등학

생들의 수학불안을 증가시키는 요인 분석(예. 김현미,

2005; 김리나, 신항균, 2015), 수학불안 감소를 위해 수

학 수업 중 교수법 개선(예. 조규판, 2006)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국내 연구 흐름에 새로운 방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들의 인지와 심리적 반응

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수학불안 예방 및 감소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2. 수학불안 측정도구

수학불안이란 무엇인가? 수학불안은 다른 종류의

불안과 별개로 존재할 수 있는가? 수학불안은 심리

적 요소인가? 수학불안은 유용한 심리적 요인인가?

수학불안은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타당성 있게

* 정보들을 일시적으로 보유하거나, 인지 과정을 계획·수행하

는 작업과 관련한 단기 기억

측정될 수 있는가? (Woods,1988, p. 8)

수학불안 측정도구의 전신은 1950년대 학생들의 수

학 학습과 관련한 심리적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개발

된 수 불안(number anxiety) 측정도구이다(예. Dreger,

& Aiken, 1957). 이 후 수학불안 정의되고, 이를 토대

로 개발된 측정도구는 Richardson과 Suinn(1972)의

The Mathematics Rating Scale[MARS]이다(Wood,

1988). MARS는 수학과 관련된 상황에서 학생들이 느

끼는 긍정적․부정적 감정과 관련한 9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Scale 형식의 설문 총점으로 응

답자의 수학불안 정도가 측정된다. MARS 이후 다양

한 측정도구들이 개발되었지만(예. Fennema, &

Sherman, 1976), MARS는 높은 타당도와 신뢰도를 바

탕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Wood, 1988).

그러나 MARS가 측정하고 있는 수학불안 관련 행

동 및 심리적 특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연구들

이 있다. 우선, 이들은 MARS를 비롯한 대부분의 초기

수학불안 측정 도구들의 또 수학 교육자가 아니라 심

리학자에 의해 개발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Wood,

1988). 이 측정도구를 활용한 연구 결과들은 수학 교육

이라는 맥락에서 적절히 해석되지 못하였다. 또한

MARS가 수학불안 뿐만 아니라 수학 시험과 관련한

불안을 측정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적절성 역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Rounds와 Hendel(1980)은

35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MARS를 적용, 설문 자료

에 대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MARS는

일상생활 속 수의 계산과 관련되어 있는 수 불안

(Numeral Anxiety)과 수학 시험 결과를 예상하는 것

과 관련된 수학 시험 불안(Test Anxiety Behavior)이

라는 두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요인 간

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r=.75).

MARS가 수학불안 뿐 아니라 수학시험불안을 주요하

게 다루고 있음은 후속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었

다(예. Alexander, & Cobb, 1984; Plake, & Parker,

1982). MARS는 이후 수학불안 측정도구 개발에 영향

을 주어, MARS 이후 수학불안의 측정 도구는 수학

자체에 대한 심리적 문제와 수학 시험 회피 행동으로

구성되어 개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Dew, &

Galassi,, 1984). 그러나 이러한 측정도구들의 타당성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MARS를 비롯한 초기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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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들이 수학시험불안을 측정도구의 주요한 변인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수학불안이 수학시험불안 사이

의 관계에 의문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며(Wood,

1988), 이와 관련한 논쟁은 국내 학계에서도 지속되고

있다(예. 허혜자, 1996; 최병훈, 2014). 따라서 이러한

도구들이 수학불안 자체를 정확히 측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수학시험불안이 수학

불안의 일부분이라 가정해도, 시험자체에 대한 불안과

수학에 대한 불안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서도 추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타당성에 대

한 학술적 검증이 어려운 학위 논문을 제외하고(Kim,

2014), 국내에서 초등학생 수학불안 측정을 위해 별도

로 개발된 연구는 현재 보고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

련하여 국내 수학교육 실정과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한

측정도구의 개발이 시급하다.

3. 수학불안 형성 원인

가. 선천적 요인

본 장에서는 학생들의 성별, 인종, 타고난 성향 등과

같은 선천적 요인들과 수학불안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수학불안과 성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자. 수학불안과 성별의 연관성과 관

련한 초기 연구는 남·여의 생물학적 차이를 기반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수학에서 높은 성취도와 낮은 수학불

안을 갖는 현상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Buckley et al., 2016). 이를 바탕으로 과거의 연구들

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수학불안을 갖는 것으로

가정하였다(예. Devine et al., 2012; Frenzel, Pekrun,

& Goetz, 2007). 예를 들어 Hembree(1990)의 메타분석

연구를 살펴보면 성인 여성은 성인 남성에 비해 높은

수학불안 증세를 나타내었다(평균 effect size=.31).

그러나 이후 이러한 가정에 반대하는 연구들이 발

표되었다(예. Kazelskis et al., 2000; Tapia & Marshk,

2004; Harari, et al., 2013). Ho et al.(2000)은 중·고등

학생의 경우 성별에 따른 수학불안의 차이가 없음을

밝혀냈고, 이와 유사하게 Harari et al.(2012)은 성인이

될 때까지 수학불안은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일부 연구들은 수학학습과 관련

한 심리적 문제들이 남학생과 여학생이 다르게 표출되

기 때문에 여학생들의 수학불안 수치가 더 높게 조사

된다고 주장한다. 수학 학습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남학생들은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와 같

은 행동적 문제로 나타나는 반면(Polanczyk, de Lima

Horta, Biederman, & Rohde, 2007), 여학생들은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문제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Lewinsohn, Gotlib, Lewinsohn, Seeley, & Allen,

1998).

최근에는 성별에 따른 수학불안의 차이는 성별 자

체의 문제보다는 수학 학습과 관련하여 성별의 차이를

야기하는 사회적 요소 때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

고 있다(Ben-Zeev, Duncan, & Forbes, 2005). 사회적

요소란 성별에 따른 역할과 능력에 대한 고정관념, 기

대 등을 일컫는다. 성별과 관련한 수학 학습에 대한

전형적인 고정관념은 여성들은 수학을 잘 하지 못하며,

수학 자체가 남성적 학문이라는 것이다(Richardson, &

Woolfolk, 1980). 사회적 요소는 수학에 대한 학생의

가치관, 자신감, 수학불안 등을 포함한 감정적 요소에

영향을 준다(Parsons, Adler, & Meece, 1984). 특히 성

별에 대한 고정관념은 학습자의 수학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여학생의 수학 성취도에 대한 낮은 기대

수준은 실제로 여학생들의 낮은 학업 성적과 높은 수

학불안으로 이어진다(Schmader, Johns, & Forbes,

2008).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수학을 잘할 거라는 교사

의 기대 역시 학습 결과의 차이를 야기한다(Sherard,

1981). 실제로 여자 초등학생들은 수학 시간에 교사가

남학생들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느낀다

고 이야기하였다(Jackson, & Leffingwell, 1999).

다음으로 학생들의 인종과 수학불안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의 결과를 알아보자. 이러한 연구

들은 주류 문화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이민족, 소

수민족의 학생들의 수학불안을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

다. 이민족, 소수민족 학생들은 수학 학습에서 어려움

을 겪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009). 특히, 학교와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이민 학생들의 수학

학업 성취도는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Kieffer, Lesaux,

Francis, & Rivera, 2009). 주목할 점은 이민족, 소수민

족 하생들의 인종적․언어적 특징과 수학불안의 상관

관계는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Suinn, Taylor와

Eduwards(1989)는 미국에 거주하는 4학년 히스페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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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불안을 조사한 결과, 인종적

배경과 수학불안의 상관관계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Harari et al. (2013) 역시 미국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의 수학불안을 조사하면서 인종적 특징과 수학불안 사

이의 상관관계가 없음을 밝혔다. Ma(1999)는 인종과

수학불안 사이의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못했음

을 감안하더라도 백인학생과 소수민족 학생의 수학불

안 차이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성향 역시 수학불안을 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Cemen, 1987). 예를 들어, 수학

불안은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학생들에게 많이 나타나

는데, 수학 문제를 학습한 방법대로 완벽하게 해결해

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수학불안의 요소가 되는 것이다

(Walsh, & Ugumba-Agwunobi, 2002).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들의 기본 가정에 따라 개인의 성향을 선천적

요인에 포함시켜 분석하였으나, 개인의 성향을 타고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다. 또한 개인의 성

향과 수학불안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자가 많지

않음을 고려할 때, 이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학생들의 선천적 요인과 수학불안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성별(性別)에 따른 수학불안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양한 선천적 요인과 수학불안 사이의

관계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국외와

유사하게 수학불안에 대한 성별의 영향에 대해서는 의

견이 분분하다(예. 김리나 외, 2015; 김현미 외, 2006:

손원숙, 2002). 그러나 외국의 연구들이 단순히 성별

자체가 아니라 나이에 따라 수학불안과 성별의 상관관

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성별과 다른

요인의 상호 작용에 따른 수학불안의 변화에 대한 심

도 깊은 조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 후천적 요인

1) 학교 요인

가) 학년

수학불안이 초등학생의 학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는 주장이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시

기에는 수학불안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이

러한 연구들은 수학 학습과 관련한 부정적 경험이 수

학불안 형성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가정한다(예.

Beilock, Gunderson, Ramirez, & Levine, 2010; Geist,

2010). 오랜 시간에 걸쳐 부정적 경험들은 수학이 유쾌

하지 않은 활동이라는 인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주며 이

러한 인식들이 모여 수학불안을 형성하게 된다(Geist,

2010). 수학 학습에 대한 누적된 실패 경험(예. 수학

시험에서 낮은 성적을 받는 경우, 수학 수업 시간에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쌓여 수학불

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Ashcraft, 2002; Ashcraft, et

al., 2007). 이러한 경험이 축적되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수학불안은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 주로 나타난다

고 볼 수 있다(Ashcraft, et al., 2007; Harari, et al.,

2013). 초등학교 6학년은 (가) 수학 학습과 관련한 부

정적 경험이 학습자 내면에 영향을 줄 기회가 충분하

였으며 (나) 수학 교육과정의 내용이 어려워져서 학생

들이 수학 학습에 대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시기이

며 (다) 학생들 스스로 수학불안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기이다(Ashcraft et al., 2007). 이와 관련하

여 Brush(1981)는 부정적 경험을 시험불안과 연관 지

어 해석하였다. Brush는 Richardson과 Suinn에 의해

개발된 Mathematics Anxiety Rating Scale(MARS)를

이용하여 6학년부터 12학년 학생들의 수학불안을 측정

하고, 이와 별도로 학생들의 영어 불안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6학년 때에는 영어불안이 수학불안보다 높았

으나 향후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의 영어불안이 낮

아지고 수학불안이 증가하였다. Brush는 이러한 경향

성의 원인으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시험에 주목하였

다. 6학년 때에는 문법, 철자와 같은 암기 위주의 영어

시험이 시행되어 학생들의 영어불안이 높은 반면, 학

년이 증가함에 따라 암기 위주의 시험 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글로 나타내는 시험 유형이 많아져 학생들의

불안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 시험의 비중과 중요도가 점점 높아져서 학생들의

수학불안이 증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초등학교 3학

년 이하 학생들의 수학불안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직

접 조사한 연구도 있다. Krinzinger, Kaufmann과

Willmes(2009)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걱정과 수학과 관련한 태도의 변화를 측

정하는 자체 설문지를 개발, 학생들의 수학불안을 분

석하였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이 연구에서 저학년 학

생들의 수학불안을 예측할 수 있는 특별한 요소를 찾

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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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도 수학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도 있다. Harari와 동료들

(2013, p.541)은 3학년 이하의 어린 학생들의 수학불안

요소는 "수 불안(numerical anxiety)", "부정적 반응

(negative reactions)", "걱정(worry)"로 구성된다고 가

정하였다. 이 때, 시험불안은 제외하였는데, 이는 연구

가 진행된 미국이 3학년 이하의 어린 학생들에게는 지

필평가를 보지 않기 때문이다. 수 불안은 일상적 생활

이나 학업에서 수학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불안을

지칭하며, 불안은 수학과 관련한 부정적 인식과 걱정

들을 포함한다. 부정적 반응이란 수학에 대한 긴장과

불쾌한 생리학적 반응을 뜻한다(Harari, et al., 2013).

Harari와 동료들은(2013)은 동일 연구에서 초등학교 1

학년 학생들의 수학불안 분석 결과 수학불안은 초등학

교 1학년과 같은 어린 나이에도 형성될 수 있음을 지

적하였다.

국내에서 학년과 수학불안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

한 연구는 부족하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지필

평가가 제외되는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감

안할 때,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도 충분히 시험불안

을 포함한 수학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학불안과 시험불안 사이

의 관계는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을 인정하더라도,

수학불안 형성의 주요 원인이 수학과 관련한 부정적인

경험의 축적임을 감안할 때,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수학불안 형성 시기

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 교사

교사 역시 학생들의 수학불안 형성에 주요 원인이

된다(Cemen, 1987). Jackson과 Leffingwill(1999)은 학

생 157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수학 교사의 불친절한 설

명, 무시, 강압적인 수업 방법 등이 학생들의 수학불안

형성의 주요 원인임을 밝히기도 하였다. 특히, 수학불

안이 높은 교사에게서 수학을 배운 학생들은 수학불안

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hilipp, 2007). 수학불

안이 높은 교사는 그들의 수학 수업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며, 심도 깊은 수학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효율

적인 수학 수업 방법 활용도 부족하다(Gresham,

2009). 이러한 교사에게서 수학을 학습한 학생들은 수

학에 대한 흥미를 느끼지 못하였으며, 수학불안 역시

높게 나타났다(Philipp, 2007). Beilock et al. (2010)은

교사가 수학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학생들의 수학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수학불안 형성에 있어 교사의 영향에 대한 분석 중,

여성 교사에 주목한 연구들이 있다. 높은 수학불안을

가진 여성 교사에게 학습한 초등학생들은 낮은 수학

학업 성취도를 나타냈으며(Hembree, 1990), 성별에 따

라 수학 학습 결과가 달라 질 수 있다고 믿는 등 수학

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었다(Beolock,

Gunderson, Ramirez, & Levine, 2010). 또한, 여성 교

사의 수학불안은 여학생들의 수학불안 증가에 더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며, 수학을 잘하는 여학생일지라도

수학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

다(Beilock, Gunderson, Ramirez, & Levine, 2010).

국내연구에서도 교사의 특성과 수학불안의 관계는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남영만, 서영철(1988)은 교사의

발문, 권위의 사용, 교수 방법이 수학불안 형성에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은수진, 이종희

(1994), 최계현, 한혜숙(2013)은 교사의 수학 교수 방법

이 초등학생들의 수학불안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다고 하였다. 이 때, 주목할 점은 교사의 수업 방법 자

체 보다는 학생이 교사의 수학 수업 방법에 흥미를 느

끼는 여부가 수학불안 형성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점

이다(김리나 외, 2015). 특정한 교수법이 수학불안 형

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교수 방법을 학

생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가의 여부가 수학불안

형성의 결정 요소로 작용한다.

2) 가정 요인

수학불안을 포함한 수학에 대한 부정적 태도 형성

에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는 요인인 학생들의 부모이

다(Cemen, 1987). 특히 어머니는 학생들이 수학에 대

한 자신감을 형성과, 대학 이후 수학 과목을 선택하는

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Bleeker, & Jacobs, 2004;

Tomasetto, Alparone, & Cadinu, 2011). 국내 연구에

서는 이영순(2005)과 김리나 외(2015)는 수학학습에 대

한 부모의 관심과 태도, 시험 결과에 대한 부모의 반

응이 초등학생들의 수학불안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

였다. 이와 관련, 김리나 외(2015)는 부모의 태도와 반

응 자체보다는 학생들이 부모의 관심을 긍정적으로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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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는가에 대한 여부가 수학불안 형성의 주요 원인

이라도 지적하였다.

부모를 포함한 가정환경은 학생들의 수학불안 형성

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반면, 이를 입증할 실질적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가정환경을 연구자

의 간섭 없이 객관적으로 관찰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

이다. 그러나 학생들과의 인터뷰, 설문지 활용 등을 통

해 부모와 그 외의 다양한 가정환경 요소(예. 형제, 물

리적 환경 등)가 초등학생의 수학불안 형성과 감소, 증

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각도의 후속 조사가

필요하다.

4. 수학불안 감소 방안

수학불안의 원인을 파악하여 학생들이 수학불안 증

세를 느끼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생

한 수학불안을 적절히 치료하는 문제에도 관심이 필요

하다. 수학불안 감소 방안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학생들의 자기 감정 통제를 바탕으로 수학불

안을 감소시키려는 시도가 있다. 예를 들어

Brooks(2014)는 수학불안이 높더라도 스스로 감정 조

절을 통해 감지된 상황을 변화시키면, 수학 학습과 관

련한 상황의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수학불안을 바라보는 스스로의 시각을 변화시키는 것

은 불안이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데 미치는 부정적 영

향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Lyons, et al., 2012). 이는

수학불안 학습자 지도와 관련하여 수학 자체 뿐 아니

라 학습자들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에 대한 지도가

필요함을 나타낸다(Maloney, & Beilock, 2012;

Sattizahm, & Beilock, 2014).

다음으로 생리적 반응을 변화시킴으로써 수학불안

을 감소시키려는 연구들이 있다. 2014년 Maloney와 동

료들은 수학불안을 가진 학생들의 상태와 그들의 행동

의 연관성에 있어 생리적인 반응에 주목하였다. 이들

은 행동의 변화를 유발하는 생리학적인 문제들을 감소

시키기 위해 완화요법을 사용했다. 특히, 근육을 이완

시키는 요법은 불안 증세를 낮추는데 효과적이었는데

(Conrad, & Roth, 2007), 근육을 이완시켰을 때 긴장으

로 인해 증가하였던 심박수와 땀 배출양 역시 감소하

였다(Yahav, & Cohne, 2008). Bander, Russell과

Zamonsty(1982)는 근육이완 요법이 수학불안을 감소

하고, 수학 학습 시 학생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행동

패턴을 보이도록 유도하는 효과적임을 주장하였다.

명상 역시 수학불안을 해소하는데 주요한 요법으로

보고되었다. 명상을 통해 학생들은 수학불안을 느끼는

그 순간에 집중하여, 불안을 느끼게 하는 요소를 인정

하고, 다른 사고(思考)로 대체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Chiesa, Calati, & Serrretti, 2011). 이 때, 간단하게 자

신의 심호흡에만 집중하는 것으로도 수학불안을 감소

시키는데 효과가 있다(Moore, Gruber, Derose, &

Malinowski, 2012). 앞서 살펴본 것처럼, 수학불안을

느끼는 것은 뇌의 작동과 연관성이 있으므로, 명상과

집중을 통해 뇌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마

련해주는 것이 수학불안의 감소 효과로 이어지는 것이

다(Tang et al., 2007; Zeidan, et al., 2010). 특히 수학

불안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가 스스로 불안의 상황과

원인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

식하도록 돕는 것은 수학불안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

이다(Gregor, 2005).

인지 재평가(Cognitive Reappaisal)는 학생들이 불안

을 느끼는 상황을 다르게 인지시키는 방법을 통해 수

학불안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지칭한다(Maloney, & et

al., 2014; Gross, & John, 2003). 인지 재평가 방법에서

는 학생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과제를 위협이

기보다는 도전적인 일로 인식하게 하여, 과제 수행 성

취도를 향상시킨다(Jamieson, Mendes, Balckstock, &

Shmader, 2010). Brook(2014)은 불안과 도전을 위한

긴장의 증상이 유사함에 주목하여, 연구 참여자들에게

불안한 상황을 즐겁게 흥분된 상황으로 다시 생각해보

게 하였다. Brook은 이 연구를 통해 단순히 불안을 회

피하거나 억누르는 것보다, 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연구 참여자의 수행 능력과 수행 결과를 향

상시키는데 효과적임을 발견했다.

해외의 연구들이 수학불안 감소를 위한 다양한 방

법들에 집중해왔던 반면, 그동안 국내의 연구들은 대

부분 학생들의 수학불안의 요인과 상태 점검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수학불안의 요인과 현재 학생들의

상태 점검을 통해 수학불안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

만, 이미 수학불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도

울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 연구 역시 필요하다. 특히,

여기서 살펴본 연구들은 외국 학생으로 진행된 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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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치료 방법들을 한국 학생에게

도 적용할 수 있는지, 한국 학생들에게 적합한 수학불

안 감소 치료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면

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Ⅳ.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수학불안과 관련한 국내외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학불안은 학생

들의 수학학업성취도 뿐만 아니라, 대학 이후 수학 관

련 전공 및 직업 선택에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수학

불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이를 토대로 수학불

안을 가진 학생들을 돕기 위한 노력은 학생들의 개인

적 학습 문제 해결, 수학학업성취도 향상에 해결책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의 우수한 수학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해외의 연구자들은 수학불안

과 관련한 뇌의 기능 및 측정, 치료법 등 다각도의 조

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국내의 연

구들은 그 수와 범위가 한정적이었다. 내용적으로는

수학불안 요인 분석 연구가 주를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방법적으로는 양적연구 방법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수

학불안과 뇌의 기능, 다문화(多文化) 요소의 관계에 대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해외 연구자들이 조사

했던 외국의 학생들과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한국

의 초등학생들의 수학불안을 외국의 연구결과만으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수학불안에 대해 조사하는

연구자들과 연구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수학불안 자체

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수학불안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돕기 위

한 주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다양

한 정책들과 교육과정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교수방법

과 교육내용의 변화를 통해 학생들이 수학을 쉽고 재

미있게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학불안과 같은

개인적인 문제를 가진 학생들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 역시 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 수학불안의 연구를 토대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는 구

체적 방안들이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행정적 지원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와 동시에 수학불

안과 같은 학생들의 수학 학습 관련 문제 증상과 이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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