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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텔링 수업이 수학학습부진학생의 수학 태도에 미치는 향

분석1)2)

김명길3) ․김홍찬4)

본 연구는 스토리텔링 수학 수업을 통하여 학교 3학년 수학학습부진학생들의 수학 태도를 정

으로 변화시켜 수학에 한 흥미를 가지게 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이를 하여 수학 성 이 하

20% 이하인 학생 5명을 선정하여 함수 단원의 스토리텔링 학습자료를 구성하여 18주동안 36시간의 수

업을 진행한 후, 수학 태도에 한 사 ·사후 설문과 인터뷰를 실시하 다. 연구 결과, 사 ·사후 설

문의 평균이 증가하 고, SPSS 응표본 t-검정도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특히 수학

태도의 여러 세부 항목들을 각각 분석한 결과 ‘학습 기술 용’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 으며, 다음으

로는 ‘흥미도’, ‘자율 학습’ 순으로 정 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스토리텔링 수업이

학교 3학년 수학학습부진학생의 수학 태도에 정 인 효과를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용어 : 수학학습부진, 스토리텔링, 수학 태도

Ⅰ. 서 론

사회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새로운 신과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 명 시 이다. 단편 인 지식의 축척과 활용을 넘어서 해당 지식을 융합하고 재구성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시 인 것이다. 그로 인해 다양한 정보를 소통하는 능력, 복합·융합 상황의 문제해

결능력, 그리고 창의 ·논리 사고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이 요구되고, 그러한 능력을 신장하는 핵심과

목인 수학의 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김 호, 2016).

그러나 수학은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자)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다른 과목에 비하여 학습부진

학생이 많다. 이러한 수학학습부진의 원인에 하여 첫째로는 수학은 계성, 계통성이 강한 학문으로

선수 학습이 제 로 되어있지 않으면 다음 내용을 학습하기 어렵다는 이 있고, 둘째로는 많은 학생

들이 수학은 학진학을 한 시험 비에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수학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다는 이다(장효진, 2015). 이러한 수학 과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한 번 학습 결손이 생기면 수학학습

부진학생이 되기 쉽고, 낮은 성 에 흥미를 잃어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것이 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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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수학학습부진을 해결하려는 정책들을 꾸 히 추진해 오고 있다. 2011년도에 발표한 ‘기

학력 우수교육청 지원계획’을 통해 학습부진의 원인을 선제 , 종합 으로 진단하고 맞춤형으로 보장

할 수 있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세우는 등의 사업에 190억원을 지원하고, 2013년에는 ‘2013년 국가

기 학력보장체제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총 200억원의 산을 들여 학생들의 학습부진을 해결하

려는 노력을 하 다. 이후에도 교육부는 2014년에 200억, 2015년에 150억, 2016년에는 157억원을 지원

하 다(교육부, 2016a).

교육부의 이러한 노력들 하나가 ‘스토리텔링’ 방식의 도입이다. ‘스토리텔링’은 수학사의 활용, 학

문 간의 융합, 실생활과의 연계를 통해 수학 개념을 익히는 동시에 수학에 한 흥미를 유발하고자

하는 교수법이다. 2015년 국제비교연구(TIMSS)에서 49개국을 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한국의 학업

성취도는 등 수학에서 2 으나 수학에 한 흥미도는 47 로 최하 수 이었다(교육부, 2016b).

이 게 수학에 한 흥미가 낮은 이유는 지 까지의 수학 공부 방식이 주입식, 기계식, 암기식 수업이

라는 을 들 수 있다. 재 학생들은 많은 양의 공부와 문제풀이를 통하여 수많은 공식과 유형을 암

기하는 방식으로 수학을 공부하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스토리텔링 수업을 제공하 을 때, 수학에

한 흥미를 유발하 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권 일, 2008; 정, 강 석, 2009). 하지만 부분의 스

토리텔링 수업 연구는 일반 학생들에게 미치는 향에 한 것이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수학학습부진학생을 상으로 스토리텔링 수업을 제공했을 때, 그들의 수학 태

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1학년 때 함

수를 배우고, 학교 2학년 때 일차 함수를 배우며, 학교 3학년이 되면서 이차 함수를 배우게 된다.

학교 3학년 수학학습부진학생들은 이 학년에서 함수 단원의 학습 결손이 있는 학생들이 부분이

기에 이차 함수 단원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수학에 한 흥미가 없는 경우가 부분이다. 그러므로 이

번 연구에서는 함수와 련된 스토리텔링 수업이 학교 3학년 수학학습부진학생들의 수학 태도에

변화를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학습 결손으로 인하여 수학 과목에 한 학업성취도와 흥미도가 낮은 학교 3학년 학습부진학생들

이 실생활과 련된 문제를 이용한 스토리텔링 수업를 통해 함수의 기본 인 수학 개념을 익히고

수학의 필요성을 느끼며 이로 인하여 수학에 한 흥미도와 수학 태도가 정 으로 변화하길 기

한다.

Ⅱ. 이론 배경

1. 수학학습부진

1) 학습부진학생

‘학습부진’이라는 용어는 통상 으로 학생 개개인이 함양하고 있는 능력에 맞는 학업성취가 이루어

지지 않거나 혹은 그 이하의 결과를 보일 때 사용된다. 박성익 외(1984)는 학습부진학생이란 ‘정상

인 학교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선수학습 요소의 결손으로 인하여 설정된 교육목표에

비추어 볼 때 수학할 수 있는 최 학업 성취 수 에 도달하지 못한 학습자’라고 정의하 다. 이화진

(1999)은 학교교육에서의 학습부진학생을 통 인 3R인 ‘읽기(Reading), 쓰기(Writing), 셈하기

(Arithmetic)’에 있어 기능장애를 보이는 ‘기 학습부진학생’과 학업 성취가 낮은 학생을 지칭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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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학습부진학생’으로 분류하 다. 학습부진학생을 정의한 많은 학자들이 있지만 종합하여 해석하면

‘개인 ·환경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일반 인 학생과는 달리 수학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학업 성취가 낮은 학생’이라 볼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2008)에서는 ‘기 학습부진학생’은 등학교 3학년 이상의 학생이 등학교 3학년

수 의 읽기, 쓰기, 기 수학 능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을, ‘기 학력미달학생’은 국가수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등학교 6학년, 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하 20%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분

류하여 정의하 다.

이러한 학습부진학생의 성격 특징을 살펴보면 Mandel & Marcus(1988)는 그들이 방어 이며 태평

하고 책임감이 없고, 한 포부가 낮고 우울하거나 슬 고 염세 이고 불안하다고 하 다.

Heacox(1991)는 학습부진학생의 특성으로 학습에 한 책임을 지기 싫어하고, 학업성취의 부족에

한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변명을 하고, 성 이 낮은 문제에 개의치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하 다.

2) 수학학습부진의 발생 원인

학습부진은 성격, 가족, 래집단, 사회 경제 지 , 학문 자아개념, 학교 등의 다양한 이유에서

발생한다. 특히 수학학습부진은 계통성이 강한 수학과목의 특성상 선수 학습의 결손과 그로 인해 발

생하는 낮은 성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지고 과목에 한 흥미가 낮아져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Bloom, 1976).

다른 과목에서는 좋은 성 을 받는 학생이더라도 수학과목에서는 학습부진 문제를 겪는 경우가 있

는데 수학학습부진의 발생 원인을 세부 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김희정, 2013). 첫째, 수학은

계성이 매우 강한 계통성을 지닌 과목이라는 것이다. 수학은 아주 간단한 개념에서 출발해 그 개념

을 확장해 나가며 상 개념을 학습해 나가는데, 선수 학습의 결손이 생기면 그 에 새로운 개념을

쌓는데 문제가 생기고,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이를 회복하기가 다른 과목에 비해 어렵다. 둘째, 수학

은 추상 인 개념과 논리를 강조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수학은 하나, 둘이라는 기 개념에서

출발해 복잡한 추상 인 개념을 배우게 된다. 처음 수학을 배울 땐 기 인 개념을 사물에 투

시켜 이해하지만, 계속해서 배우는 추상 개념을 형상화시켜 이해하는 것에 학생들은 어려움을 느

낀다. 이러한 추상 개념들을 종합해 높은 개념을 완성해 가는 것은 다른 과목에서는 요구되지 않는

어려운 과정이다. 셋째, 수학 개념은 실생활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학생들의 잘못된 사고방식 때

문이다. 어나 과학과 같은 과목은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반면, 수학

시간에 배운 개념들은 실생활에 사용해 보는 것이 어렵고, 이에 수학에서 배운 여러가지 개념들은 수

업시간에 하는 것이 부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수학은 배우긴 어렵고 쓸모없는 과목으로

인식하기 쉽고, 이로 인해 수학에 한 심도가 낮아져 수학학습부진으로 이어진다.

3) 수학학습부진학생의 지도 방안

수학학습부진의 요인은 학교 수업 환경과 한 련이 있다. 실제 수업에서 개개인의 특성에 맞

는 교수 방법으로 학습부진학생을 지도할 필요가 있으나, 평균 수 의 학생을 기 으로 진행되는 일

반 학 의 수업에서는 개별화된 교수 략을 기 하기는 힘들다.

이에 이신동(1999)이 제시하는 효과 인 수학학습부진학생의 지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

내용을 여러 단계로 나 어 가르치고 학생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자주 확인한다. 둘째, 수업 략을

자주 바꾸고 시각 , 언어 , 운동 감각을 통한 시청각 자료나 게임을 활용한다. 셋째, 학기 에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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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의 개별 성향을 악하도록 노력한다. 넷째,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다

양한 교재를 개발한다. 다섯째, 집단수업보다는 개별화 수업을 지향한다. 여섯째, 추상 이고 개념 인

학습보다 학생들이 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수업 방법을 구안한다. 와 같은 지도 안방에 따라

수학학습부진학생들의 흥미도를 비롯한 수학 태도를 올릴 수 있는 스토리텔링 수업을 구상할 것이

다.

2. 스토리텔링

1) 스토리텔링의 개념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은 사물의 물리 속성이나 사건에 한 사실 달뿐만 아니라 개인 인 의

미를 부여해 이야기를 만들어 달하는 창조 인 활동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서 스토리텔링은 화자와 청자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배경, 인물, 갈등 상황 등의 상상력과 감정을

첨가하여 자신들의 언어로 표 해 가는 활동이라고 말하며, 텔링의 의미를 단순히 ‘말하기’가 아닌 의

미를 구성하거나 창조하는 과정까지 포함한 으로 정의하 다(교육과학기술부, 2013). 이러한 스토

리텔링의 소통방식은 인류가 축 해온 지 자산을 후 에 달하는데 사용되었으며, 에도 다양한

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스토리텔링은 오랜 역사를 가진 의사소통의 수단이며, 단순한 이야기

를 달하는 것이 아닌 화자와 청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각자가 가진 여러 의미들을 달하고 공유하

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복합 인 의사소통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천지혜, 2016).

2) 스토리텔링의 효과

스토리텔링 수업은 학생들이 심 있어 하는 스토리를 통해 수학 지식을 달하기 때문에 학생들

의 흥미를 끄는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이 게 학생들의 심을 끌면 학생은 스스로 참여하고 사고

하면서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풍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교육 효과를 다룬 여러 논문

들(권오남 외, 2013; 서 삼, 2003; 임지 , 2013)의 내용을 종합 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

토리텔링은 학생들에게 학습동기를 유발한다. 스토리텔링은 학생들이 흥미로워하는 스토리를 다루기

때문에 학생들의 심을 끌기에 유용하고, 이러한 심은 학생들의 집 도를 높여 학업성취도를 향상

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권오남 외, 2013). 둘째, 스토리텔링은 수리 사고력 향상에 도움을 다.

NCTM에서는 이야기에 따른 의사소통이 비형식 이고 직 인 사고와 수학 념을 연결하는

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 는데, 스토리텔링을 통해 수학을 의미 있는 언어로 생각하게 되면 수리 사

고력이 증가하고 수학 의사소통능력까지 향상된다(서 삼, 2003). 셋째, 스토리텔링을 통해 습득한

지식은 기억에 오래 머무른다. 스토리텔링은 수학 념을 이야기를 통해 기억하도록 한다. 따라서

기억하기 어려운 추상 개념을 이야기로 형상화시켜 기억함으로써 더 오래 기억에 머무를 수 있게

한다. 넷째, 스토리텔링은 학습된 개념과 원리를 실생활과 연결시켜 다. 다른 과목에 비해 수학 과

목은 실생활과 학습 내용을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단편 인 지식으로 남기 쉽다. 하지만

스토리텔링은 수학 지식을 실 이고 구체 인 상황의 스토리와 연결 지어 실생활에서도 기억을

재생시키며, 교과와 사회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임지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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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토리텔링의 유형

여러 가지 장 을 가진 스토리텔링 수업을 학교 장에 잘 용시키기 해 무엇보다 잘 만든 교과

서와 보조 교수학습자료가 필수 이다. 이를 해서는 먼 수학 스토리텔링 유형을 탐색하는 작업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2012)는 수학 스토리텔링의 유형을 ‘수학사 탐구형’, ‘실생활 연

계형’, ‘혼합형’ 등의 3가지로 제안하 고, 권오남 외(2012)는 이를 발 시켜 다음과 같은 5가지 유형을

<표 Ⅱ-1>과 같이 제시하 다.

수학사

탐구형

수학사에 등장하는 수학자, 수학 상황, 수학 문제 등을 활용하여 이야기를 제공하는 방

식. 수학교과지식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학생들에게 흥미롭게 소개. 학습 내용 이면에

숨어있는 역사 인 통찰과 논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함.

의사

결정형

개인 ·사회 맥락에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을 이야기 제재로 활용. 수학 지식을

용하여 합리 인 결정을 내리고 그 근거에 하여 소통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방

식. 합리 인 결정의 근거를 민주 으로 소통하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게 함.

실생활

연계형

수학 개념과 원리를 포함한 실생활 상황을 이야기 소재로 활용. 련 수학 개념과 원

리를 탐구하고 수학 지식을 구성하도록 맥락을 제공하는 방식. 수학을 실생활과 사회

상 속에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게 함.

학문

융합형

다른 학문과 수학을 통합하는 이야기 소재를 활용. 수학과 다른 학문의 연계성을 인식하

고 더 나아가 다양한 지식을 통합할 수 있도록 맥락을 제공하는 방식. 수학이 사회, 술

등 다양한 교과와 통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함.

도구

활용형

공학 도구뿐만 아니라 수학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게임 등을 소재로 도입하여 수학

원리와 개념을 탐구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하는 방식. 추상 인 수학 내용을 시각화하고

맥락화하여 학생들의 능동 탐구를 가능할 수 있게 함.

<표 Ⅱ-1> 스토리텔링의 유형(권오남 외, 2012)

3. 선행연구의 고찰

먼 수학학습부진학생과 련한 선행연구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래 지도(=동료 멘토링) 활

동이 수학학습부진학생들의 학습태도에 미치는 향에 하여 배은정, 여 은(2006)과 장효진(2015) 등

의 연구가 있다. 자신감이 부족하고 학습태도가 바르지 못한 수학학습부진학생은 래와의 학습과정을

통해 성취감을 맛보고 스스로에 한 정 인 사고를 하게 되어 결과 으로 학습자의 주의집 태도,

과제 수행 태도, 교사 지시 따르기 태도에 정 인 향을 미쳐 바른 학습태도를 형성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 다. 한 수학학습부진학생의 정 인 학습태도의 형성을 해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개

별화된 다양한 학습방법과 한 교육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

습부진학생들의 수 에 부합하고 흥미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스토리텔링의 방법을 선택하 고, 수

업시 10분 동안 학생들끼리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에 하여 서로 토의하도록 하 다. Skemp의 계

이해가 수학학습부진학생의 수학 태도에 미치는 향을 연구한 강하나(2017)는 수학 수업에서 도구

이해가 아닌 계 이해를 통하여 학생들의 수 에 맞추어 수학 개념을 쉽게 설명하려 하 으

며, 높지 않은 난이도의 문제를 극 활용하 고, 학생들이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고 용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 으며, 필요하다면 이 에 학습한 내용을 재복습하며 학생들의 계 이해를 해 노

력하 다. 이로써 연구자는 학생들과의 좋은 유 감을 형성하고 상호 신뢰감이 향상되었으며, 이 과정

에서 수학학습부진학생의 수학 태도에도 정 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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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스토리텔링과 련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 등학생을 상으로 스

토리텔링 수학 수업을 하고 그 교육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권 일(2008)과 정, 강 석(2009) 등

이 있다. 권 일(2008)은 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12주에 걸쳐 ‘걸리버 여행기’라는 스토리

속에 포함된 실생활 련 수학 원리를 디지털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수학 수업에 용하 다. 학생

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디지털 스토리텔링 수업 경험이 학생들을 보다 능동 이고 극 인 스토리텔

러로 만들 수 있다고 하 다. 정, 강 석(2009)은 Egan의 스토리 형식 모형을 심으로 안

등교육과정 모형을 제시하고, 그 모형을 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국어, 수학, 과학교과에

용하 다. 연구 결과, 스토리 형식의 교육과정은 학생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여 학습 참여도를 높

이고, 이해도를 향상시켜 학습 내용을 내면화하는데 도움을 다고 하 다. 등 수학에서 활용할 수

있는 9개 유형의 스토리를 개발한 Balakrishnan(2008)은 이 스토리들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향을 분

석하 다. 무리수를 처음으로 발견한 ‘피타고라스학 의 이야기’, 무리수의 연산 법칙과 련된 ‘공주

이야기’, 지도 의 좌표에 힌 ‘해골 섬 이야기’, ‘4개의 4로 만들 수 있는 수’ 등의 스토리를 학교

2학년 학생들의 수업에 용한 결과, 학생들은 스스로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기존의 수업에서는 얻기

어려운 수학 개념에 한 정서 의미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하 다. 백조 외(2010)는 문헌 연구

와 사례 분석을 통하여 스토리텔링 기반 수학과 수업설계 략 모형을 개발하고, 여자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상으로 개발모형을 용하 다. ‘페르마와 스칼의 득 문제에 한 서신 교환’, ‘뷔 의 바

늘 문제’ 등 주로 수학사 인 스토리를 학생들에게 들려 후, 학생들이 스토리의 주인공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것으로 학습을 진행한 결과, 스토리 기반 수업은 학생들이 수학

개념을 보다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수업 방식이라고 주장하 다. 스토리텔링 모델 교과서의 개념

이해 용 가능성에 한 의견과 개발 방향에 한 을 탐색하기 하여 권오남 외(2012)는 고

등학교 교사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하 다. 조사 결과, 많은 교사들이 스토리텔링에 한 개념 정립

이 안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토리텔링 교과서의 도입은 교수·학습에 정 변화를 래할

것이라고 하 다.

Ⅲ. 연구 방법 차

1. 연구 상

수학학습부진학생들을 상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기 하여 서울시 K 학교 3학년 학생들을 상

으로 2017년 1학기 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수학 성 평균이 하 20% 이하인 학생들에 하여, 먼

각 학생들이 속한 반의 담임 선생님들, 그리고 각 학생들의 수학과목 교과담당 선생님들과의 면담을

통해 수학에 한 학습 의욕이 있지만 성과가 미비하거나 학습 내용에 한 학습 부족 등으로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 수학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자신감이나 의욕 부진으로 수학 학습에 소

극 인 학생들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수학학습부진학생 5명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 본 연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연구 상으로 선정된 5명의 학생들과 개인 면담을 통하여 수학에

해 갖고 있는 흥미도, 공부 방법, 재 상황 등을 알아보았다. 연구 상에 한 상세한 사 분석은

다음 <표 Ⅲ-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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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스토리텔링 수업이 수학학습부진학생들의 수학 태도에 미치는 향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수학 태도를 수업을 듣기 설문지와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

고 수업을 받고 난 후 같은 설문지와 인터뷰를 통해 스토리텔링 수업 후를 분석하 다.

스토리텔링 수업은 선정된 K 학교 3학년 학생 5명을 상으로 K 학교에서 2017년 7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18주 동안 매주 수요일에 2시간씩 총 36시간 진행되었다. 수업은 ‘ 학생을 한 스토

리텔링 수학’ 문제집(계 희, 2015a; 2015b; 2015c)과 ‘스토리텔링 해법수학’ 문제집(천재교육, 2017a;

2017b; 2017c)의 내용과 문제들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학교 1학년의 함수부터 학교

3학년의 이차함수까지의 총 16차시(1주차와 18주차는 제외)의 학습자료를 구성하 다. 학습자료에 구

성한 문제들은 학생들의 심을 끌 수 있는 실생활 활용과 같은 흥미로운 주제로 정했으며, 난이도는

어렵지 않은 수 으로 선정해 학습부진학생들이 극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 다. 16차시 60쪽

분량의 학습자료를 모두 제시하기는 어려워 그 일부를 <부록>에 첨부하 다.

2시간의 수업 처음 10분은 각종 기본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문제를 설명 없이 제시하여 학생들

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 그리고 다음 10분 동안은 학생들끼리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에 해 토의

하도록 하 다. 그 후 충분히 토의가 이루어지면 교사가 학생들에게 련 수학 개념을 설명하고 풀이

방법을 유도할 수 있는 질문을 계속하여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러한 방식을

반복하며 2시간 동안 4~5문제 정도를 다루었다.

첫 시간에는 수학 태도에 한 사 설문지를 작성하 고, 2주차부터 6주차까지는 학교 1학년

과정의 함수 단원 수업 내용을 진행하 고, 7주차부터 12주차까지는 2학년 과정의 일차함수 수업을

진행하 다. 그리고 13주차부터 17주차까지는 3학년 과정의 이차함수 수업을 진행하 고, 마지막 18주

차에는 배운 내용의 총정리와 사후 설문지를 작성하 다. 이러한 스토리텔링 문제를 활용한 수업으로

학생들에게 기존의 딱딱한 수학 수업이 아닌 토의식 수학 수업으로 자연스럽게 수학을 하게 하고

학생 A

등학교까지는 수학 공부를 꾸 히 하면서 수학의 기 를 쌓아 온 학생. 학교에 올라

와서 함수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낮은 수학 성 을 받음. 수학이 어렵다

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수학에 한 흥미를 잃어 학교 2학년부터는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음. 하지만 이번 실험에 참여한 5명의 학생들 가장 열심히 수업에 참여한 성실

한 학생.

학생 B

수학 외에 다른 과목에 한 성 은 좋은 학생. 학교에 올라와서 수학이 어렵다고 느

고 시험에서 낮은 성 을 받고 수학을 포기하 음. 그러다 2학년 때 다시 수학을 공부해

보려고 노력하 지만 학습 결손이 심해 2학년 때도 낮은 수학 성 을 받음. 그래서 이번

실험을 통해 다시 좋은 수학 성 을 받고 싶어 열심히 실험에 참여한 학생.

학생 C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음. 사 면담에서 실험을 하고

싶은 의욕이 없었지만,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이번 실험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함. 수학

성 을 올리고 싶어 마지못해 참여한 학생.

학생 D

공부에 한 의욕은 없고 공부보다는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 등학교 때부터 수학 공부

를 하지 않아 분수의 계산이나 분배법칙 등 수학의 기 가 많이 부족함. 하지만 처음엔

수업을 따라오는 것을 힘들어했지만 더 극 으로 참여한 학생.

학생 E
등학교 때부터 계속 사교육을 받았으나 수학에 흥미가 없어 수학 성 이 낮은 학생. 이

번 실험을 통해 수학에 한 흥미를 찾고자 참여한 학생. 극성은 보통 정도.

<표 Ⅲ-1> 연구 상에 한 상세한 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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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익히며 수학에 한 흥미를 올리고자 하 다.

학생들의 수학 태도 변화를 알아보기 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신성균 외(1992)가 개발한 ‘수학

과에 한 학습태도 검사지’를 활용하여 연구 후에 같은 설문지를 사용하 다. 본 검사지의 문항은

크게 세 역으로 나 수 있는데, ‘수학에 한 자아개념’, ‘수학에 한 태도’, ‘수학에 한 학습 습

’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과에 한 자아개념’ 역에서는 자신의 학업에 해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

하는지, 학업 인 면에서 얼마나 정 는 부정 자아가 형성되었는지를 측정하고, ‘교과에 한

태도’ 역에서는 학업에 한 흥미를 갖고 있는지, 목 의식이 투철하고 학습 동기가 강한지를 측정

한다. 마지막으로 ‘교과에 한 학습 습 ’ 역에서는 학습할 때 취하는 일 된 행동 의식으로 주의

집 , 학습 기술 용 자율 학습 행동을 측정한다. 이 검사지는 각 요인들의 내 일 성을 나타내

는 신뢰도 분석 결과인 Cronbach α계수가 교과에 한 자아개념 역이 .958, 교과에 한 태도 역

이 .947, 교과에 한 학습습 역이 .936으로 아주 높고(박 정, 2014), 다양한 논문(류 아 외,

2014; 연보라, 김홍찬, 2012; 이종희 외, 2011; 정혜진, 김원경, 2015; 김홍찬, 이정은, 2010)에서 사용되

는 신뢰도를 검증받은 검사지이다. 수학 태도는 Likert식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그 다’는 5 , ‘그

다’는 4 , ‘보통이다’는 3 , ‘아니다’는 2 , ‘매우 아니다’는 1 으로 채 하고, 부정 인 문항은 역

으로 채 하여 계산하 다. 즉, 설문지에서 수가 높을수록 수학에 정 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아래 <표 Ⅲ-2>는 수학 태도 검사지의 각 역을 구체 으로 나타낸 것이다.

상 역 하 역 문항 번호

수학 교과에

한 자아개념

우월감 1, 9, 17, 25, 33

자신감 4, 12, 20, 28, 36

수학 교과에

한 태도

흥미도 2, 10, 18, 26, 34

목 의식 5, 13, 21, 29, 37

성취 동기 7, 15, 23, 31, 39

수학 교과에

한 학습습

주의 집 3, 11, 19, 27, 35

자율 학습 6, 14, 22, 30, 38

학습 기술 용 8, 16, 24, 32, 40

(부정 인 문항 : 3, 8, 13, 18, 23, 28, 33, 38)

<표 Ⅲ-2> 수학 태도 검사지의 하 역

Ⅳ. 연구결과 분석

스토리텔링 수학 수업이 수학학습부진학생들의 수학 태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실험

학생들을 상으로 실시한 수학 태도 설문지와 인터뷰를 분석하 다. 수학 태도의 ‘수학 교과에

한 자아개념’, ‘수학 교과에 한 태도’, ‘수학 교과에 한 학습습 ’의 세 가지 상 역과 각 역

별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하 역으로 나 어 총 여덟 가지 하 역별 향을 분석하 다. 설문

지는 Likert식 척도를 사용하여 분석하 고, 부정 인 문항은 역으로 채 하여 계산하 다. 한 통계

처리는 SPSS 로그램의 응표본 t-검정을 사용하 고, 가설검증의 통계 유의 수 은 .05로 설정

하 다. 다음 <표 Ⅳ-1>은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의 사 ·사후 검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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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태도 평균 표 편차 t p

사 2.415 .246
-4.718 .009*

사후 2.785 .207

*p< .050

<표 Ⅳ-1> 수학 태도 분석 결과

<표 Ⅳ-1>에서 보면 설문지 체 40문항의 평균은 5 만 에 사 2.415에서 사후 2.785로 .370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p값이 .009로 .050보다 작으므로 실험을 통한 변화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실험이 시작되기 실시한 사 인터뷰에서 ‘수학은 어떤 과목인가?’

라는 질문에 학생들은 ‘수학은 어렵고 힘든 것’이라는 답이 부분이었다. 그리고 ‘수학을 왜 공부할

까?’라는 질문에는 ‘ 학가기 해서’라는 답이 많았다. 하지만 16주간의 스토리텔링 수학 수업이 진

행되고 나서 진행한 사후 인터뷰에서 A학생은 ‘실생활 문제를 통해 수학이 일상생활에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답했다. 다른 학생들도 ‘수학을 왜 공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에

서 ‘수학을 공부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입장을 보 다. 즉, 스토리텔링 수학 수업이 수학학습부진

학생들의 수학 태도에 정 인 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1. 수학 태도의 역별 상세 결과 분석

수학 태도 검사는 ‘수학 교과에 한 자아개념’, ‘수학 교과에 한 태도’, ‘수학 교과에 한 학습

습 ’ 총 세 가지 상 역으로 나 어져 있다. 이를 각 역별로 실험 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 분

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수학 교과에 한 자아개념 역의 결과 분석

자아개념 평균 표 편차 t p

사 2.400 .207
-2.138 .099

사후 2.640 .439

*p< .050

<표 Ⅳ-2> 수학 교과에 한 자아개념 역의 결과

스토리텔링 수학 수업이 수학 태도 ‘수학 교과에 한 자아개념’ 역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

지 알아보기 해 실시한 응표본 t-검정 결과는 <표 Ⅳ-2>와 같다. 평균이 사 2.400에서 사후

2.640로 .200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p값이 .099로 .050보다 크므로 통계 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의 결과가 나온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하기 해 자아개념의 하 역인 ‘우월감’

과 ‘자신감’에 해 분석하 다.

우월감 평균 표 편차 t p

사 2.160 .167
-1.177 .305

사후 2.520 .743

*p< .05

<표 Ⅳ-3> 수학 교과에 한 자아개념 - 우월감 역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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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에서 우월감 역의 사 평균은 2.160이고 사후 평균은 2.520로 .360 높아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p값이 .305로 통계 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없고, 이 결과가 상 개념인 수학 교과

에 한 자아개념의 p값에 향을 미쳤다고 분석할 수 있다. 다음 <표 Ⅳ-4>은 설문지에서 우월감

정도를 알아보는 다섯 문항에 하여 사 ·사후 평균 수를 비교한 결과이다.

<표 Ⅳ-4>에 의하면 평균이 1.20 증가한 9번 문항이 가장 큰 변화를 보 으며, 다음으로는 25번,

33번 문항 순이었다. 그리고 17번 문항은 변화가 없었고, 1번 문항에선 오히려 평균이 0.20 만큼 감소

하 다.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수학을 많이 어려워하고 수학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이 있는 학생들이

었다. 사 인터뷰에서 B학생을 제외한 네 명의 학생은 수학이 제일 싫은 과목이라고 답할 정도로 수

학 과목에 한 거부감이 심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시작한 스토리텔링 수학 수업은 앞으로 수학공부

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은 끌어낼 수 있었지만, 수업시간에 고민해 봤던 실생활 련 문제

들이 한 문제를 푸는데 5분에서 10분까지 걸리는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수학이 쉽다는 인상을 남겨

주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수학 공부가 쉽다.’라는 문항은 평균이 떨어졌지만,

‘나는 수학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는 매우 큰 평균의 상승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평균이 감소하

거나 변동이 없는 문항이 있어 우월감 역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가져오지 못했고, 그로

인해 우월감의 상 역인 수학 교과에 한 자아개념의 분석 결과에서 유의미하지 못한 결과가 나

왔던 것으로 단된다. 하지만 체 인 평균은 상승하 고 다섯 문항 세 문항의 평균이 상승하

고, 그 두 문항은 큰 폭의 정 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자신감 평균 표 편차 t p

사 2.320 .335
-3.773 .020*

사후 2.760 .167

*p< .050

<표 Ⅳ-5> 수학 교과에 한 자아개념 - 자신감 역의 결과

<표 Ⅳ-5>는 수학 교과에 한 자아개념의 다른 하 역인 ‘자신감’에 해 분석한 것이다.

자신감 역은 사 평균 2.320에서 사후 평균 2.760으로 .440 높아졌고, p값은 .020으로 스토리텔링

수학 수업이 자신감 역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의 분석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해 자신감 역과 련된 문항들의 사 ·사후 평균을 비교하 다.

문항
사

평균

사후

평균

평균

증가량

증가

순

1. 나는 수학 공부가 쉽다. 2.200 2.000 -.200 5

9. 나는 수학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 2.000 3.200 1.200 1

17. 나도 이만하면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한다. 2.200 2.200 .000 4

25. 나는 수학을 잘하는 편이다. 2.200 2.800 .600 2

33. 나는 수학에 해서 모르는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2.200 2.400 .200 3

<표 Ⅳ-4> 우월감 문항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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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사

평균

사후

평균

평균

증가량

증가

순

4. 나는 수학을 잘해서 칭찬을 받을 수 있다. 2.000 2.400 .400 2

12. 나는 수학공부만큼은 잘할 수 있다. 2.000 2.400 .400 2

20. 나는 수학시험에서 좋은 수를 얻을 수 있다. 2.400 2.800 .400 2

28. 나는 수학공부를 잘할 수 없다. 2.400 3.200 .800 1

36. 나는 앞으로 수학과목에서 좋은 성 을 올릴 수 있다. 2.800 3.000 .200 5

<표 Ⅳ-6> 자신감 문항별 분석 결과

<표 Ⅳ-6>에 의하면 부정 인 문항인 28번의 평균이 .80 증가하여 가장 정 인 변화를 보 고,

두 번째로 4번, 12번, 20번이 변화가 있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학생들은 수학에 자신감이 없고, 수

학 과목에 거부감까지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학생들은 실험의 반엔 문제에 해 생각하거나 토론

하려 하지 않고, 질문에 답하는 학생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스토리텔링 수학 수업이 계속 될수록

학생들은 문제의 상황을 자신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극 으로 사고하려 하 고, 수학 과목에

한 자신감을 찾아 갔다. 자신감에 련된 문항들은 체 으로 평균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스토리

텔링 수학 수업이 자신감 역에 정 인 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의 분석 결과들을 보면, 수학 교과에 한 자아개념의 p값이 .099이므로 스토리텔링 수학 수업이

수학학습부진학생들의 수학 교과에 한 자아개념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미친 것으로 단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결과의 이유를 알아보기 해 하 역까지 분석해 보면 우월감의 문항인 ‘나는

수학 공부가 쉽다.’라는 문항에서 평균이 감소하 고, ‘나도 이만하면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라고 생각

한다.’라는 문항에서는 평균의 변화가 없어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두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여덟 개의 문항에서는 평균이 증가하 고, 자신감 역은 p값이 .020

으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즉, 스토리텔링 수학 수업이 수학학습부진학생들의 수학 교

과에 한 자아개념의 하 역 우월감 역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는 못했지

만, 총 10문항 8문항의 평균이 증가하여 반 으로 정 인 효과는 있다고 생각된다.

2) 수학 교과에 한 태도 역의 결과 분석

태도 평균 표 편차 t p

사 2.600 .236
-1.807 .145

사후 2.867 .414

*p< .050

<표 Ⅳ-7> 수학 교과에 한 태도 역의 결과

<표 Ⅳ-7>은 스토리텔링 수학 수업이 수학 태도 ‘수학 교과에 한 태도’ 역에 어떠한 향

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해 실시한 응표본 t-검정 결과이다. 사 사후 평균이 2.600에서 2.867로

.267만큼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p값이 .145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고는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를 수학 교과에 한 태도의 하 역인 ‘흥미도’, ‘목 의

식’, ‘성취 동기’의 세 역을 분석함으로써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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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도 평균 표 편차 t p

사 2.200 .316
-6.500 .003*

사후 2.720 .228

*p< .050

<표 Ⅳ-8> 수학 교과에 한 태도 - 흥미도 역의 결과

<표 Ⅳ-8>은 수학 교과에 한 태도의 하 역 흥미도와 련한 분석 결과이다. 사 사후

평균이 2.200에서 2.720으로 .520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p값이 .003이므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흥미도 역의 각 문항들에 한 사 ·사후 평균을 비교해 보았다.

문항
사

평균

사후

평균

평균

증가량

증가

순

2. 나는 수학 공부시간이 즐겁다. 2.200 2.600 .400 4

10.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할수록 재미있는 것 같다. 1.800 3.000 1.200 1

18. 나는 수학시간이 지루하다. 2.000 2.600 .600 3

26. 나는 수학시간이 기다려진다. 2.200 3.000 .800 2

34. 나는 수학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2.800 2.400 -.400 5

<표 Ⅳ-9> 흥미도 문항별 분석 결과

<표 Ⅳ-9>에 의하면 10번 문항의 평균이 1.20 만큼 크게 증가하여 가장 평균의 변화가 컸다. 다음

으로는 26번, 18번, 2번 문항 순으로 평균이 증가했고, 34번 문항은 평균이 .40 만큼 떨어졌다. 스토리

텔링 수학 수업은 차수가 거듭될수록 학생들의 반응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실험 반에는 극 으

로 참여하는 학생들도 없었고, 답을 하는 학생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심을 끌만한 문제들이 등장하고 학생들은 심을 갖기 시작하 다. 특히, 사분면 단원에서 나

온 숨은그림찾기 문제는 학생들이 끝까지 답을 찾을 때까지 계속 기다려 달라는 요구를 할 정도로 좋

아하 고, 이와 비슷한 만화가 있는 문제들은 수업이 시작하기도 에 풀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

다(<부록> 참조). 이처럼 스토리텔링 수학 수업에 사용된 문제들은 그림을 많이 포함되어 있어 학생

들의 심을 끌기에 유리했던 것 같다. 이러한 이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즐겁게 느껴 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34번 문항에서 평균이 떨어진 원인은 사후 인터뷰에서 B학생이 말하길

‘수학 시간이 재미있지만 지 듣고 있는 수학시간도 충분하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 지 학교에

서 진행되고 있는 수학 시간도 충분히 많다고 느끼기 때문으로 보인다.

적 식 평균 준편차 t p

사전 3.000 .316
-.418 .697

사후 3.120 .782

*p< .050

<표 Ⅳ-10> 수학 교과에 한 태도 – 목 의식 역의 결과

다음으로 수학 교과에 한 태도의 다른 하 역인 목 의식 역을 분석하 다. 평균은 3.000에

서 3.120으로 .120 증가하 지만, p값이 .697로 통계 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목 의식의

결과 값이 상 역인 수학 교과에 한 태도의 결과 값에 향을 미쳐 상 역의 p값도 유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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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높게 나왔다고 단할 수 있다. 그러면 목 의식의 어떠한 문항에서 유의미하지 못한 결과 값을

나오게 하는데 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해 목 의식과 련한 문항들의 평균 변화를 분석하 다.

<표 Ⅳ-11>에 의하면 37번 문항의 평균이 .50 만큼 증가해서 가장 많은 변화를 보 고, 다음으로는

5번, 13번, 29번 문항 순이었다. 그리고 21번 문항은 평균이 1.00 만큼 떨어졌다. 21번 문항은 사 설

문지에서 평균이 4.400으로 매우 높게 나왔기 때문에 사후 평균이 다른 평균값들에 비해 가장 높지만

사 평균이 워낙 높아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가 궁 하여 A

학생에게 물어보았다. A학생은 사 설문지에서 ‘매우 그 다’에 체크한 이유는 그동안 주 에서 수학

이 무 요하다고 해서 요한건 알았지만 수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요한지 몰라 일단

‘매우 그 다’에 체크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스토리텔링 수학 수업을 들으면서 수학을 좀 이해하게

되었고, 수학이 요하다는 생각은 변함없지만 사후 설문지에서는 ‘그 다’에 체크했다고 답했다. 이

처럼 이 항목이 사 설문지에서 평균 4.400이 나온 것은 수학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동안 들었던

말에 따라 체크를 하 기 때문이고, 사후 설문지에서 사 평균보다 낮은 3.400이 나온 것은 수학이

어떻게 쓰이는지와 수학이 무엇인지에 해 조 은 알고 나서 나온 결과다. 한 문항을 제외하고는 나

머지 네 문항 모두 목 의식의 평균이 상승되었다. 따라서 통계학 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스토

리텔링 수학 수업이 수학학습부진학생들의 목 의식 역에 약간의 정 인 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성취 동기 평균 표 편차 t p

사 2.600 .283
-.930 .405

사후 2.760 .329

*p< .050

<표 Ⅳ-12> 수학 교과에 한 태도 - 성취 동기 역의 결과

다음으로는 수학 교과에 한 태도의 하 역 성취 동기 역을 분석해 보았다. 평균이 2.600

에서 2.760으로 .160만큼 증가하 지만, p값은 .405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이

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를 확인하기 해 성취 동기 역과 련한 문항들의 평균 변화를 분석하 다.

문항
사

평균

사후

평균

평균

증가량

증가

순

5. 나는 수학에 해 더 많이 배우고 싶다. 3.000 3.400 .400 2

13. 나는 수학 시간이 끝났을 때 무엇을 배웠는지 잘 모르겠다. 2.600 3.000 .400 2

21. 나는 수학이 앞으로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과목이라 생각

한다.
4.400 3.400 -1.000 5

29. 나는 수학 공부를 많이 하고 싶다. 2.400 2.600 .200 4

37. 나는 수학 공부를 지 보다 더 하려고 한다. 2.700 3.200 .500 1

<표 Ⅳ-11> 목 의식 문항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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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3>에 의하면 7번 문항의 평균이 .80 만큼 증가해서 가장 큰 변화를 보 고, 다음은 39번

문항이었다. 23번과 31번 문항은 평균 변화가 없었으며, 15번 문항은 평균이 .20 감소하 다. 스토리텔

링 수학 수업의 문제들은 활용 문제들이 부분이었다. 그러한 문제들을 통해 수학을 한 학생들은

단순한 개념만 배워 암기 주의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보다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른 상황에 맞

춰 생각해 보는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7번 문항의 평균이 많이 증가한 것

같다. 그리고 15번 문항에서 평균이 감소한 이유는 학생들이 수학을 공부하면서 수학 성 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 기 때문이라고 단된다. 한 가지 로, 학생들이 실험 간에 간고사와 기말고사

를 보게 되었는데, 사 인터뷰에서는 수학 성 에 심이 없던 학생들이었지만, 시험 기간에 시험과

련한 문제들을 풀어 것을 요구하 다. 이처럼 학생들은 수업이 진행되면서 문제가 맞고 틀리는

것에 심을 갖기 시작하 고, 이러한 변화가 평균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3번과 31번 문항에서 평균의 변화가 없는 이유는 학생들이 이제 수학을 시작하 고, 아직은 수학을

매우 잘하고 싶은 욕심까지는 없는 듯한 모습을 보 다. C학생은 ‘수학을 보통만 해도 좋겠다.’라고 말

했다. 이처럼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수학 성 이 하 권이라 평균 이상을 목표로 잡고 있었기 때문

에 23번과 31번 문항에서 평균의 변화가 없었다고 단된다. 이처럼 7번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

들은 그 변화가 거의 없어서 p값이 유의 수 보다 높게 나왔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에 스토리텔링

수학 수업이 수학학습부진학생들의 성취 동기 역에 정 인 향을 미쳤다고 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스토리텔링 수학 수업이 수학학습부진학생들의 수학 교과에 한 태도 역에 미친 결과는 p값이

유의 수 보다 높게 나와서 정 인 효과가 없다고 단될 수도 있지만 하 역들을 분석해 보면

흥미도 역에서는 p값이 유의 수 보다 낮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고, p값이 유의수 보

다 높은 목 의식 역에서도 세부 으로 분석해 보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스토리텔링 수학 수업이

미약하나마 정 인 효과를 미친 하 요소도 많이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즉, 수학 교과에 한 태

도 역의 분석결과의 p값이 유의 수 보다 높게 나왔지만 정 인 변화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반 으로 미약하게 정 인 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스토리텔링 수학 수업은 흥미도

역에 높은 수 의 정 인 향을 미쳤다고 단된다.

문항
사

평균

사후

평균

평균

증가량

증가

순

7. 나는 수학 시간에 배운 것을 응용해 보고 싶다. 2.000 2.800 .800 1

15. 나는 수학 시험을 본 후 수를 빨리 알고 싶다. 2.600 2.400 -.200 5

23. 수학 공부는 선생님에게 혼나지 않을 정도로만 하면 된다. 3.000 3.000 .000 3

31. 나는 다른 학생보다 수학 공부를 더 잘하고 싶다. 3.200 3.200 .000 3

39. 나는 수학 공부를 잘하기 해 계획을 세우고 노력한다. 2.200 2.400 .200 2

<표 Ⅳ-13> 성취 동기 문항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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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학 교과에 한 학습 습 역의 결과 분석

학습 습 평균 표 편차 t p

사 2.347 .335
-4.648 .010*

사후 2.800 .163

*p< .050

<표 Ⅳ-14> 수학 교과에 한 학습 습 역의 결과

수학 태도의 상 역 마지막 역인 ‘수학 교과에 한 학습 습 ’ 역에 한 사 ·사후

평균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표 Ⅳ-14>에 의하면 평균이 2.347에서 2.800으로 .453 증가하 고, p값은

.010으로 통계 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 인 결과 값이 나온 이유를 알아보기

해 수학 교과에 한 학습 습 의 하 역인 ‘주의 집 ’, ‘자율 학습’, ‘학습 기술 용’을 각각 분석

해 보았다.

주의 집 평균 표 편차 t p

사 2.800 .490
-1.195 .298

사후 3.000 .316

*p< .050

<표 Ⅳ-15> 수학 교과에 한 학습 습 - 주의 집 역의 결과

주의 집 역에 해 분석한 결과, 평균은 2.800에서 3.000으로 .200 높아졌으나, p값은 .298이므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변화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를 확인하기 해 주의 집 과

련한 문항들의 평균 변화를 각각 비교해 보았다.

문항
사

평균

사후

평균

평균

증가량

증가

순

3. 나는 수학 시간에 다른 생각을 많이 한다. 2.400 3.000 .600 2

11. 나는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열심히 듣는다. 3.200 3.200 .000 3

19. 나는 수학 시간에 다른 학생과 장난을 하지 않는다. 3.400 3.400 .000 3

27. 나는 수학 시간에 바르게 앉아서 공부한다. 2.600 3.400 .800 1

35. 나는 수학 시간이 언제 끝났는지 모를 때가 있다. 2.400 2.000 -.400 5

<표 Ⅳ-16> 주의 집 문항별 분석 결과

<표 Ⅳ-16>에 의하면 27번 문항의 평균이 .80 만큼 증가해서 가장 큰 변화를 보 고, 다음은 3번

문항이었다. 11번과 19번 문항은 평균 변화가 없었으며, 35번 문항은 평균이 .40 만큼 감소하 다. 학

생들과 처음 수업을 할 때는 학생들의 집 력이 낮아서 수업 간마다 집 을 하게끔 하는 행동들이

필요하 다. 하지만 수업이 차 진행되면서 학생들이 수업에 집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고, 이러

한 행동의 변화가 의 결과로써 나타난 것 같다. 하지만 평균의 변화가 없었던 문항들은 학생들에게

물어보니 그 의 수업시간에도 장난을 하거나 자는 등의 행동을 하면 선생님께 혼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평균의 변화가 없는 두 문항에 한 태도는 평균 상으론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평균이 감소한 35번 문항은 학생들이 수학 수업에 노력은 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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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50분의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단된다.

자율 학습 평균 표 편차 t p

사 2.080 .268
-3.474 .025*

사후 2.600 .283

*p< .050

<표 Ⅳ-17> 수학 교과에 한 학습 습 - 자율 학습 역의 결과

다음으로 수학 교과에 한 학습 습 의 다른 하 역인 자율 학습 역에 해 분석해 보았

다. 평균이 2.080에서 2.600으로 .520만큼 증가하 고, p값은 .025로 통계 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

다. 이를 더욱 자세히 분석하기 하여 자율 학습 역의 문항별 평균 변화를 비교해 보았다.

<표 Ⅳ-18>에 의하면 22번 문항의 평균이 1.00 만큼 증가해서 가장 큰 변화를 보 고, 다음으로는

38번, 30번, 6번, 14번 순이었다. 스토리텔링 수학 수업의 시작은 주어진 문제에 한 토의로 시작한다.

이 게 수업을 시작하면 수업시간에 학생들은 좀 더 편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수업의 형태가 30번과 38번 문항의 평균이 증가하는 결과도 가져왔다고 단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린트로 숙제를 내주었는데 숙제의 부분의 문제는 만화나 그림을 포함하고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

에 학생들이 다른 과목에 비해 숙제를 하는 것에 부담이 었을 것이라 단된다. 이러한 결과가 22

번 문항의 평균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학습 기술 용 평균 표 편차 t p

사 2.160 .385
-4.355 .012*

사후 2.800 .316

*p< .050

<표 Ⅳ-19> 수학 교과에 한 학습 습 - 학습 기술 용 역의 결과

수학 교과에 한 학습 습 의 마지막 하 역인 학습 기술 용 역의 분석 결과는 평균이

2.160에서 2.800으로 .640 증가하 고, p값은 .012로 통계 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와 같은

결과의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기 해 학습 기술 용 역 문항들의 평균 변화를 각각 비교해 보았

다.

문항
사

평균

사후

평균

평균

증가량

증가

순

6. 나는 수학 과목은 꼭 습한다. 2.200 2.400 .200 4

14. 나는 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수학 공부를 한다. 2.000 2.200 .200 4

22. 나는 수학 시간에 배운 것을 꼭 복습한다. 2.200 3.200 1.000 1

30. 나는 수학 시간에 발표하는 것을 좋아한다. 1.800 2.200 .400 3

38. 나는 수학 시간에 모르는 것이 있어도 질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2.200 3.000 .800 2

<표 Ⅳ-18> 자율 학습 문항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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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0>에 의하면 24번 문항의 평균이 1.20 만큼 증가해서 가장 큰 변화를 보 고, 다음으로는

16번, 32번, 40번 문항 순이었다. 그리고 8번 문항은 평균 변화가 없었다. 16주간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수학이 어떤 과목인지에 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가장 강조했던 이야기

는 학생들에게 학교 1학년 내용의 함수부터 수업을 해줬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부감을 가질까 ‘수

학은 피라미드를 쌓듯 기 부터 모르는 내용 없이 차근차근 쌓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최 한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했고, 학생들도 수학을 근하는 방법에

해 배우게 되었다. 스토리텔링 수학 문제들은 학생들의 심을 끌었고, 학생들이 이해할 때까지 설

명하며 토의했던 수업시간들을 통하여 학생들이 수학의 근 방법에 해 배웠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24번 문항의 평균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다른 문항들도 학생들이 오래 기억하

기 해 사용했던 방법들에 향을 받아 정 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8번

문항에서 평균 변화가 없었던 것은 스토리텔링 수학 수업이 시험에 한 학생들의 생각까지는 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단된다. 8번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들에서 평균의 증가가 커서 p값이 유의

수 보다 낮은 유의미한 평균변화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주의 집 역에서는 p값이 유의 수 보다 높게 나왔지만, 다른 두 역인 자율 학습과 학습 기술

용 역에서는 p값이 유의 수 보다 낮게 나왔다. 이로 인하여 상 역인 수학 교과에 한 학습

습 의 p값도 유의 수 보다 낮게 나왔다. 따라서 스토리텔링 수학 수업이 수학학습부진학생들의 수

학교과에 한 학습 습 역에 유의미하게 정 인 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2. 수학 태도에 한 분석 결과의 정리

수학 태도
평균

증가량

증가

순

역별 평균

증가량

수학 교과에 한 자아개념
우월감 .360 5

.200
자신감 .440 4

수학 교과에 한 태도

흥미도 .520 2

.267목 의식 .120 8

성취 동기 .160 7

수학 교과에 한 학습 습

주의 집 .200 6

.453자율 학습 .520 2

학습 기술 용 .640 1

<표 Ⅳ-21> 수학 태도 역별 분석 결과

문항
사

평균

사후

평균

평균

증가량

증가

순

8. 나는 수학 공부를 시험 때만 열심히 한다. 2.400 2.400 .000 5

16. 나는 수학 시간이 끝난 후 그 시간에 배운 것들을 머릿

속에 정리해 본다.
2.200 3.000 .800 2

24. 나는 수학 시간에 배운 것을 확실히 알고 넘어간다. 1.800 3.000 1.200 1

32. 나는 수학 공부를 시작하면 끝까지 열심히 한다. 2.400 3.000 .600 3

40. 나는 수학 공부를 할 때 요한 것을 요약해 둔다. 2.000 2.600 .600 3

<표 Ⅳ-20> 학습 기술 용 문항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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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태도의 여덟 개의 하 역인 ‘우월감’, ‘자신감’, ‘흥미도’, ‘목 의식’, ‘성취 동기’, ‘주의 집

’, ‘자율 학습’, ‘학습 기술 용’의 역별 평균 증가량을 비교해 보았다.

가장 큰 평균의 변화를 보인 역은 평균이 .64 만큼 증가한 ‘학습 기술 용’ 역이었다. 다음으로

는 ‘흥미도’, ‘자율 학습’ 역 순이었다. 통계 로그램 SPSS을 통한 분석에서도 수학 교과에 한 학

습 습 역에서 p값이 유의 수 보다 낮게 나왔고, 체 인 평균 비교에서도 학습 습 역의 평

균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을 보면 스토리텔링 수학 수업이 수학학습부진학생들의 수학 교과에 한 학

습 습 에 가장 정 인 향을 미쳤고, 다음으로 흥미도에 정 인 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스토리텔링 수학 수업이 실생활 련 수학 문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

문제들이 그림이 많이 포함된 게임이나 만화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학생들의 수학에 한 흥미도

를 올릴 수 있다고 단된다. 그리고 수학학습부진학생들은 수학 공부를 제 로 해본 이 없기 때문

에 이번 기회를 통해 수학이 어떤 과목인지와 수학 과목에 한 근 방법을 배워서 수학 교과에

한 학습 습 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스토리텔링 수학 수업이 수학학습

부진학생들의 수학 태도에 반 으로 정 인 향을 미치며, 특히, 수학 교과에 한 학습 습

과 흥미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Ⅴ. 결론 제언

본 연구는 스토리텔링 수학 수업이 학교 3학년 수학학습부진학생들의 수학 태도를 정 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하여 서울 K 학교 3학년 학생들 수학 성 이 하 20%

이하인 학생 5명을 선정하 다. 스토리텔링 련 문제집(계 희, 2015a; 2015b; 2015c; 천재교육,

2017a; 2017b; 2017c)의 내용을 참고하여 수정·보완된 함수 련 학습자료를 연구자가 구성하 다. 구

성한 문제들은 학생들의 심을 끌 수 있는 실생활 활용과 같은 흥미로운 주제로 정했으며, 난이도는

학습부진학생들이 극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어렵지 않은 수 으로 선정하 다. 학생들의 수학

태도에 한 구체 인 연구 결과를 얻기 해 신성균 외(1992)가 개발한 ‘수학과에 한 학습태도 검

사지’를 활용하여 실험 사 ·사후에 설문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SPSS 통계 로그램의 응표본 t-

검정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스토리텔링 수학 수업이 수학학습부진학생들의 수학 태도에 미치는

향에 해 알아본 결과, 설문의 사 평균이 5 만 에 2.415 에서 사후 평균이 2.785로 .370만큼 증

가하 고, SPSS 응표본 t-검정의 p값이 .009로 유의 수 인 .050보다 작으므로 실험을 통한 변화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한 수학 태도의 여러 세부 항목들을

각각 분석한 결과 ‘학습 기술 용’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 으며, 다음으로는 ‘흥미도’, ‘자율 학습’ 순

으로 정 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스토리텔링 수업이 학교 3학년 수학학

습부진학생의 수학 태도에 정 인 효과를 미친다. 학생들이 사 과 사후에 각각 실시한 수학

태도 설문지 평균의 변화를 확인해 보면 수학 태도가 정 으로 변화하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부 으로 문항들을 살펴보면 수학 태도 설문지의 ‘흥미도’와 련한 문항에서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할수록 재미있는 것 같다.’와 ‘나는 수학 시간이 기다려진다.’라는 문항에서 평균이 각각 1.20과 .80씩

증가할 만큼 수학에 한 흥미도가 많이 생겼으며, ‘학습 기술 용’과 련한 문항에서 ‘나는 수학 시

간에 배운 것을 확실히 알고 넘어간다.’와 ‘나는 수학 시간이 끝난 후 그 시간에 배운 것들을 머릿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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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리해 본다.’가 평균이 각각 1.20와 .80만큼 증가해 학생들이 수학학습부진에서 벗어나 평균 이상

의 성 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학생들과 사 ·사후에 했던 인터뷰에서도

학생들의 수학 태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18주간 진행되는 수업에서도 학생들의 수학

태도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 사 인터뷰에서 학생들은 제일 싫은 과목은 수학이라고 답하며 수

업의 반엔 아무리 쉬운 질문이라도 수학에 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부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업이 진행될수록 학생들이 극 인 모습을 보 고, 후엔 틀린 답이라도 자신 있게

답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이처럼 학생들이 수학 과목에 한 태도가 정 으로 변화한 이유는

먼 스토리텔링 수학 수업에서 사용된 문제들이 만화나 게임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져 학생들이 가지

고 있는 수학에 한 거부감을 덜어주었고, 실생활 련한 문제들이 학생들로 하여 수학의 필요성

을 느끼게 하여 생각할만한 가치를 형성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한 그러한 과정을 통해 수학에

한 지식이 쌓여 차 맞추는 문제들이 생겨나면서 수학에 한 자신감과 흥미가 생겼다고 단된다.

이번 스토리텔링 수업은 학생들의 극 인 참여를 유도하는 학습자 심의 수업방식으로 진행되었

다. 수업의 특성상 학생들이 토의하는 시간이 많아 학생들의 수업에 한 흥미도는 올릴 수 있었지만

제한된 시간 안에 진행되는 강의식 수업만큼 많은 양의 지식을 달할 수는 없었다. 한 이번 연구

는 학생들의 실제 시험과는 무 하게 진행되어 힉생들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실험을 할 수 있었지

만, 실제 수업에 이와 같이 용할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이며, 학습량이 많은 고등학교 수학 수업에

서는 더욱 힘들 것이라 상된다. 한 아직까지 실생활 용과 읽기에 미숙한 등학교 학년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스토리텔링 수업이 학생들의 수학 태도에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스토리텔링 수업은 학습량이 많은 고등학생이나 아직 읽기가 미숙한 등학교 학년보다는 수학

에 한 필요성과 흥미를 잃고 수학학습부진을 겪고 있는 등학교 고학년이나 학생을 상으로

용하는 것이 그들의 학습부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통하여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

들이 어들어 더욱 합리 으로 생각하고 슬기롭게 소통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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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the Storytelling Teaching on the Mathematical

Attitudes of the Underachieved Students

Kim, Myoung Gil5) · Kim, Hong Chan6)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effect of storytelling teaching on the

mathematical attitudes of Mathematics underachieved third-grade middle school students.

5 students with lower than 20% of math grades were selected and they were provided

36 hours of the storytelling teaching program in 18 weeks. The participant students took

the mathematical attitudes questionnaires both before and after the storytelling teaching

classe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mean score of the before and after questionnaires

was increased, and t-test also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In particular, the

various details of mathematical attitudes revealed the greatest positive change in ‘the

application of learning technology’, followed by ‘interest’ and ‘self-study’. Therefore, we

found that the storytelling teaching program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mathematical

attitudes of underachieved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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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스토리텔링 학습자료

제 1) 다  물건  아래 그림에  찾고 

각각 제  사 에 는지 말하여라.

열쇠, 걸 , 채, 탁 채, 포크

문제 7) 다  나연, 하, 원, 찬우 네 

사람  차함    


  그래프에 하

여 말한 것 다. 바르게 말한 사람  두 

말하여라.

문제 19) 다  만화를 보고, 범  누

지 말하여라.

문제 24) 다  만화를 보고, 발된 연립방

정식  하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