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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뇌선호도에 따른 수학불안에 관한 연구 

심슬71 1) • 이광호2) 

학생들의 좌우뇌선호도에 따라 수학불안정도와 수학불안요인에 어떤 차 

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검사지를 통해 고동학교 2학년 학생 

좌우뇌선호도와 수학불안 요인을 검사하여 통계분석올 하였다. 연구결파 우뇌선 

호형이 가장 수학불안이 높았으며， 수학불안에 영향을 마치는 요인도 더 많았다. 우뇌 

선호형 학생틀의 수학불안 정도가 높은 이유로， 감정요인올 더 선호하는 우뇌의 영향 

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학문제를 접할 때 좌뇌를 활성화시켜 긴장올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으며 시각적으로 다양한 경우를 제공할 수 있는 교구를 이용하여 수학불안 

을 감소시켜줄 필요가 있다. 또한 문제를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이해하여 문제해결 

에 필요한 새로운 단계를 찾아내는 추론능력을 신장시켜 수학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학생들의 불안을 감소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주요용어 : 좌우뇌선호도， 수학활안， 수학불안요인 

1. 서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람의 감정은 마음에서 느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뇌가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 

통적으로 심신이원론이 지지되어 왔지만 심리학 신경과학에서는 심신일원론을 받아들이고 

추셰이다. 중세까지， 그리고 현재의 일부 사람들이 심장을 마음의 자리라고 생각하였지 

만， 17세기 데카르트 이후 뇌가 마음의 자리로 인정되었으며 본격적인 연구는 19세기부터 

시작되었다. 

최근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뇌과학(br며n scìence)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학불안의 

성격과 특성을 이해할 필요성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뇌과학은 뇌의 구조와 기능 및 뇌에 

서 발현되는 사고 작용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바교적 새롭게 정립되고 있는 학문분야이 

다. 특히 뇌에 기초한 교육(brain based education)이라는 딸이 냐올 정도로 뇌연구의 결과 

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았다(조주연， 2001). 
인지 심리학과 신경 생리학의 발달로 뇌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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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인간의 인지적 가능에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으며 뇌의 기능은 좌뇌와 우뇌로 분화되 

고 좌뇌와 우뇌는 하는 일이 서로 다르며 개인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다고 여겨진다. 

뇌의 가능분화에 대한 증거는 뇌량을 제거한 동물실험 (Speπy， 1958)과 

대상으로 한 시각정보와 지각반응 및 촉각반응 실험 (Levy， Trevarthen & Sperrγ， 1972), 애 

매한 그림의 지각실험 등으로부터 보다 명확하게 밝혀지기 시착하였다(Springer & 
Delltsch, 1985). 
그 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 밝혀진 좌뇌와 우뇌의 특성 분화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 

좌뇌는 언어적， 논리적， 분석적， 계열적， 숫자 조작 특성 둥으로 특정 지워지며， 우뇌는 ~l 언 

어적， 전체적， 공간적， 미적， 창의적 특성 등으로 특징 지워진다. 따라서 좌뇌는 읽기， 말하 

기， 분석적 추리， 수학 등의 과제에 능률적인 반변， 우뇌는 얼굴 기억하기， 공간 지각하기， 

음악， 시각적 성상 둥의 과제에 능률적이다(Gazzaniga & LeDellX, 1978; Speπy， 1975; 고영 
희， 1986; Melarned & Zaidel, 1993). 
사람의 수많은 감정 중 불안은 일종의 성격 (personality )으로 이해되며 Frelld(1961)가 

생외상(birth trauma)과 거써 (castration)의 개념으로 설명한 이후로 불안은 성격특성， 성취 

, 포부수준， 원언귀속 등의 이론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연구되어 왔다. 1940'건대 이후 

에는 학습자의 낮은 학업성취와 관련되어 불안은 교육섬리 학자들의 관심 초점이 되었다 

(Tobias, 1979; Gallrnγ & Spielberger, 1971; Good & Brophy, 1991). Gallφγ와 

Spielberger(197l)의 연구는 초둥학교 져학년 시기에 형성되는 시험불안의 상태가 학년이 높 

아져도 계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올 발견하였다. 그리고 저학년 학생의 경우에는 일반적으 

로 읽기와 판련된 교과에서 불안의 영향을 높게 받으며? 고학년 학생들은 수학과목에서 

안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것을 발견하였다(Hill， 1972; Phillips, 1978). 
국내에서는 백숭욱(1993)의 체계적 탈감볍3)(systematic desensi디zation)을 이용한 수학불 

안 감소훈련， 수학불안이 큰 학생들에게 문장제를 제시하고 분할노트( divided-page)라는 문 

제풀이 연습방법이 문장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수학불안이 큰 학생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언 

은수진(1994)의 분할노트 기법， 홍영화(1995)의 질문 기법， 이수미(1995)의 지행 

처치， 천정아(1998)의 피드백을 이용한 수학불안 처치에 관한 연구들이 었다. 

수학은 학습자에게 많은 불안을 주는 과목 종의 하나이며 학습자들은 서로 다른 능력과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학생틀의 인지능력을 관장하는 뇌의 선호유형 4)으로 나타나는 깨인 

의 특성과 그 선호도에 따른 수학불안 정도? 수학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짚어 볼 펼 

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뇌선호도에 따른 좌뇌선호형， 우뇌선호형， 양뇌형의 수학불안요인 

정도는 어떠한지 살펴보고， 뇌 선호유형별로 어떤 수학불안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수학불안 야기의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파 같은 연구 문제 

가. 좌뇌선호형， 양뇌선호형， 우놔선호형의 특성에 

3) 불안이나 공포를 저l지할 수 있는 즐거운 행동을 
점친적으로 접하게 하여 불안이나 공포를 벗어나게 

4) 뇌의 선호유형이라 함은 좌뇌선호형， 우뇌선호형， 양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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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좌뇌선호형， 양뇌선호형， 우뇌선호형의 특성에 따른 수학불안 상위요인의 차이는 어 

떠한가? 

다. 좌뇌선호형， 양뇌선호형， 우놔선호형의 특성에 따른 수학불안 하위요인의 차이는 어 

떠한가? 

ll. 이론적 배경 

1. 뇌의 가능 분화 

사람이 즐겁거나 슬픈 감정을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모두 뇌의 역할이다. 뿐만 아 

니라 침이나 눈물이 나오게 하고 몸의 각 부위를 움직이게 하는 것도 뇌가 하는 일이다. 

즉， 인간의 기억， 사고， 문제 해결 동에 있어서 정보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뇌 

이 다(황동주， 윤정 진， 2001). 

뇌는 크게 나누어 대뇌， 소뇌， 뇌간， 간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대뇌는 2개의 주먹 

붙여놓은 듯이 2개의 반구(hemisphere)로 나뉘어져 있다. 이때 몸의 오른쪽에 있는 것이 우 

뇌이고， 왼쪽에 있는 것이 좌뇌 이다. 겉으로 보기에 똑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우뇌와 좌뇌 

는 각기 맡고 있는 일이 다르며 양쪽은 뇌량(corpus callosum)으로 연결되어 있다. 뇌 

통해서 좌， 우뇌의 정보는 1초에 수 만 번의 상호 교류를 함으로써 양쪽 뇌가 하나의 통합 

가능을 수행하게 된다(Teylor， 1997). 뇌가 좌 • 우반구로 나누어지고 각기 다른 형태로 
정보를 처리하며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지기 시작한 것은 

뇌를 연결하는 뇌량을 제거한 동물실험 (Speπy， 1958)파 공상적인 그렴 연각실험 (Levy， 

Trevarthen & Sperry, 1972)등을 통해서이다.Speπy(958)는 우뇌와 좌뇌를 연결하는 다리 

와 같은 뇌량이 없어진다면 우뇌와 좌놔는 서로 고립되어 2개의 독립된 분할뇌가 된다고 하 

였다. 실험 결과， 분할뇌 환자들은 물건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오른손에 쥐어진 연 

수 있었지만 왼손에 쥐어진 연필은 짐작만 할 뿐 말로 표현하지 못했다. 왼손올 판장 

우뇌에는 언어 중추가 없는떼， 우뇌와 좌뇌가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헐 정 

도로 우뇌와 좌뇌의 역할 구분은 분명하다‘ 이러한 뇌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생각 
과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좌뇌， 우뇌， 양뇌의 

뇌의 조직과 와 • 우뇌의 인지기능 차를 밝히는 최초의 연구는 Marc Dax(l836)의 좌 • 우 

뇌의 손상과 언어 상실간의 관계라는 연구였는데， 이 연구에 의하변 화뇌반구가 손상되었 

때에는 언어장애가 일어났고， 우뇌반구가 손상되었을 때에는 지각이나 주의집중에 문제 

일으켰다고 한다(Springer & Deusch, 1985). 또한 동불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 의하면 고양 
。l 의 좌 •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corpus 않llosum)을 절단하여 좌 · 우뇌를 분리한 결과， 한쪽 

뇌에 받아들여진 정보가 다른 쪽 뇌에 전달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로서 뇌반구 상 

호간의 기능차를 밝헐 수 있는 분활뇌 연구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 후，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간질병 환자의 뇌량을 제거하여 양쪽 뇌를 분리 

함으로써， 발작증상을 몸의 한쪽으로만 국한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분활뇌 환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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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 우뇌 사이에 정보교환이 없음에도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활뇌 환자들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의식 활동을 하 

는 뇌반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분할뇌 환자들을 연구함으로써 

좌 · 우뇌의 기능을 얄아낼 수 있게 되었다(Levy ， Trevarthen & Sperry, 1972). 
고영희 (989)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밝혀진 좌뇌와 우뇌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종합하였다. 언어를 구조화하기， 낱말의 의미를 파악하기， 계산하기， 숫자나 낱말을 차례대로 

외우기와 같은 일들은 좌측 뇌의 기능으로 특정 지워지고， 얼굴 기억하기， 환경적 소리(자연 

음)， 멜로디， 소음 인지하기， 점 위치 찾기， 시각적 형태 파악하기(그렴이나 사진의 지각과 

해석 동)와 같이 덜 구조화된 일들은 우측 뇌의 기능으로 특정 지워진다고 하였다. 이라한 

뇌의 기능 분화는 어떤 학습 과제틀 학습하는 학습양식을 형성하는 것과 연결되며， 좌측 뇌 

우측 뇌 보다 더 언어적이고 계열적이고 논리적이며 분석적인 방법으로 학습파제 해결 

에 접근한다고 하였다. 

리나라와 같은 다 인수 학급의 경 

상대적으로 약한 쪽 반구의 인지파정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반구의 인지기 

어 야 한다(고영 희， 1989). 

3. 수학불안 

반구만의 

기회 

균등하게 발달시 까~ 
T 

교수전략은 

더욱 약화시 

프로그램이 개발되 

수학불안은 1950년대 후반 이후부터 심리학자들파 수학 교육 학자들에 의해 관심을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수학불안은 학생들의 수학기피 현상과 부진한 수학성취도를 설명하기 

위해 일반 불안의 개념에 수학을 접목시킨 것으로 많은 학자들과 수학 교사들의 판심 대상 

이 되었다. 수학불안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Dreger & Aiken, 1957; Richardson & Suinn, 

1972; Byrd, 1983)마다 달리 하고 있으나， 의 미 상으로는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수학불안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Dreger와 Aiken은 학생틀의 수학 불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으며 최초로 

척도(Numerica1 Anxiety Sca1e : NAS)를 만틀었고 오늘날의 수 불안(number anxiety)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1 수 불안을 산수 또는 수학에 대한 정서적 반웅의 증후라고 정 

의하였다(권점자， 2003 재인용) . 

Richardson 과 Suinn는 수학 불안 평 정 척 도(Mathematics Anxiety Rating Sca1e 
MARS)를 개발하였으며 수학불안이 수학학습상황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도 나타난다고 

였다. 이에 수학불안을 일상생활과 학습장변에서 수의 조작과 수학 문제 해결을 방해 

긴장감과 불안한 감정의 표출이라고 정의하였다(허혜자， 1996 재인용). 
수학불안의 여러 가지 정의의 제한을 극복하고자 Byrd(1983)는 수학 불안을 더 포팔적으 

로 정의하였는데， 그는 수학불안올 어떤 식으로든 수학을 접했을 때 한 개인이 불안을 경험 

하는 상황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학불안올 좀 더 포괄적으로 제시한 Byrd(1983)의 정의를 이용하여 뇌선 

호유형별로 수학불안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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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학불안 요인 

치유하여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효파를 주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학불안의 

원인 파악이 시급하다. 그러냐 학습 변인이 다양한 것처럼 이제까지 국내외 연구 자료에서 

냐타냐는 수학불안요인 역사 다양하여 수학불안의 원언을 파악하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다. 

연구자틀(Laz따US， 1974; Buxton, 1981)은 피 험자들의 자서전， 설문 또는 선행 연구의 분석 

통하여 수학불안요인들을 찾아냈다. 

Lazarus(1974)는 수학불안요인으로 수학 자체의 특성， 기호와 용어， 학습유형， 교과과정， 

원인으로 틀었고， 수학 교과 과정이 암기 위주의 접근 방식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수학적 개념의 결손을 보충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더욱 발전된 수학학습의 

성공에 필요한 ‘확산적 사고’와 ‘고차적인 문제해결’을 저해 한다고 하였다. 더욱이 학생들이 

사회적 현상으로 연식하는 풍토가 학생들로 하여금 수학불안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약하게 만틀어 학교 수학과 학생의 삶 사이에 의미 있는 연결을 단철하는 결과를 가 

져오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았다. 

Buxton(1981)은 권위와 시간을 수학불안을 일으키는 위협적 조건으로 들었으며， 공개적 

인 상황에 놓이는 데서 생기는 당황에 의해서도 불안이 야기된다고 하였다. 

이틀 외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수학불안요인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 

라 실정에 좀 더 적합하도록 허혜자(1996)가 정의한 요인들을 이용하였다. 요언들을 표로 정 

려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수학불안요인 

수학 교과 요인 

인지요인 및 부정적 

생각 

도 

수학에 대한 선업견적 불안， 추상성， 기초 기능 결여， 언어 

및 구조， 교수방법 

불안， 부정적 생각， 인지양식， 부포의 

태도， 이해， 선입관 

모든 사람이 특정 분야에 대해 불안을 느끼지만 그 불안을 인지하는 과정은 각자마다 다 

당하고 있는 것이 

연결시켜봄으로써 

것이다. 

는 것을 비롯한 인간의 기억， 사고， 문제 해결 등에 있어서 정보처리를 담 

인간의 뇌이다. 이러한 인간의 뇌와 학생들이 갖는 수학 불안 요인 

야 갖는 수학불안을 이해할 때 그 불안을 조금이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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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대상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션정하였다. 이 연 

는 연구자의 편의에 따라 충북 충주 지역의 5깨 고등학교에서 271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시하였으나 분석과정에서 신뢰수준을 저해하는 학생 23명을 제외한 248명의 결과를 분석하 

였다. 

2.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검사지를 통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좌 · 우뇌선호도와 수학불안 요인 

을 검사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자료 처리는 EXCEL과 일반 사회 과학의 

분석 도구인 SPSS 17.0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 

3. 겸사도구 

가.좌·우뇌선호도검사 

이 검사는 Whole Brain Thinking(Jacquelyn Wonder & Priscilla Donovan, 1984)의 수정 

본인 Brain Preference Indicator(BPI)를 밴역하여 사용하였다. 번역은 이중 검사를 
영어와 한글의 의]:11 차이점을 극복하였다. 각 문항은 좌뇌사용， 우뇌사용， 좌 • 우뇌 

용과 관련된 진술문이 주어져 있는데， 문항벌 진술문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 

답지를 선택하도록 하는 자기 반응식 컴사이다. 

나.수학불안요인검사 

수학불안 측정에 사용한 도구는 이미림 (2007)이 허혜자(996)의 수학불안요인에 관한 연 

에서 사용하였던 수학불안요인평가도구를 재구성한 것으로 이용하였다. 수학 불안 요인 

을 묻는 문항은 느낀 정도에 따라 5단계 척도법 (Likert 5 Scale)을 사용하여 매우 그렇다(5 

점)， 그렇다(4점)， 보통이다(3점)， 아니다(2점)， 전혀 아니다(1점)로 응답하게 하였다. 수학불 

안의 정도를 비교할 때 요인간 문항 수가 다르므로 요인 간 수학 불안 정도를 비교할 때? 

평균 3점올 기준으로 3점 이상이변 수학불안이 존재하며， 점수가 높올수록 수학불안이 높다 

고 해석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가. 좌 · 우뇌선호도검사 

1) 점수 겨l산 방법 

• 우뇌선호도검사의 접수 계산 방볍은 각각의 운항마다 자신이 선택한 답에 쓰여 

채점한다. 체크한 문항의 점수를 모두 더하면 개인의 총점이 나온다. 각 개인의 

답한 문항수로 나누면 평균이 나오는데 그 평균이 바로 각 개인의 BPI접수가 

따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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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총 선택한 문항이 50분항이고 총점이 225점이라면 BPI접수는 4.57} 된다. BPI점 

터 9까지이다. 

2) 좌뇌， 우뇌 선호 판별 
연구에서는 BPI 4.00미만은 좌뇌선호형， BPI 4.00이상 BPI6‘00미만은 양뇌선호형， BPI 

6.00이상은 우뇌선호형으로 판별하였다. 이 방법은 양뇌선호형의 범위를 가장 넓게 고려한 

방법으로，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이 4, 5, 6 중간 점수에 몰려 았기 때문에 좀 더 구채적이고 
세밀한 판별방법으로는 부적절할 수 았으나， 좌 • 우뇌선호 경향성은 더 명확해지므로 신뢰 

타당도의 문제는 많이 줄어들 수 았다(정회금， 2003). 

나. 수학불안요인 검사 

수학 불안 요인을 5개의 상위 요인， 197R 의 하위 요인으로 나누어 요인별로 분석하고자 

시하여 학생들에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후 각기 5점， 4점， 3점， 2점， 1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긍정적인 문항(31 번， 

61번)은 역으로 채점하여 점수가 높은 항목이 수학불안 유발 가능성이 높은 요인이라고 

정할 수 있게 하였다. 

다. 좌 • 우뇌선호도와 수학불안정도， 좌 • 우뇌선호도와 수학불안요인 

좌놔선호형， 양뇌선호형， 우뇌선호형의 수학불안정도에 대한 평균의 차이를 겁정하기 위해 

ANOVA분석을 사용하였고，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Scheffe 검정을 실시하 
였다. 좌 • 우놔선호도에 따라 수학불안 상위요언과 수학불안 하위요인이 어떠한지 보기위해 

두 집단 이상파 두 개 이상의 종속변수에 대한 평균차이틀 검정하는 다변량변인분석을 사용 

하였다. 또한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Scheffe검정을 실시하 

였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지의 신뢰도를 검사하였다. 검사지의 신뢰도는크 

론바하 알파(Cronbach's α)에 의하여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학식， 임지훈(2008)에 의 

하며 Cronbach's α값이 0.6 이상이면 측정 항목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0.6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 문항을 늘려거나 삭제하여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s 
Q 계수가 0.7 이상이 되도록 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1. 좌 · 우뇌션호도검사 

34문제에서 해당되는 것올 모두 고르는 문제인 두 문제를 제외하고 32문제의 신뢰도 

검사를 해본 결과 Cronbach ’s α 계수가 0.652가 나와 신뢰도를 저해하는 항목 4개를 제거 
하여 총 28문제의 Cronbach ’s α 계수가 0.753이 되도록 하여 검사지의 신뢰성을 확보하였 
다， 좌 • 우뇌선호유형을 구분하는 두 가지 기준 중 BPI 4.00-6.00의 분포는 〈표 2>와 같이 
좌뇌선호형 학생이나 우뇌선호형 학생보다 양뇌선호형 학생이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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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 대상의 좌 • 우놔선호형 분포 

뇌선호형 

좌뇌 

양뇌 

우뇌선호형 

총 

2. 수학불안요인검사 

학생수(백 

27(10.89%) 

2:05(82.66%) 

16(6.45%) 

248(100%) 

검사지에 성의 없이 답하여 신뢰수준을 저해하는 학생 23명을 제외한 248병의 선뢰 

검사한 결과 Cronbach ’s a 계수는 0.992였으며， 5개의 수학불안 상위요인 중 교사 요인 

O.없8이었으며 나머지 4개 요인의 Cronbach's α 겨l수는 모두 0.95를 념었다. 19개의 하위 

요인들의 신뢰도는 이미링 (2007)의 겁사지에서 한 문항을 제외한 신뢰도 겁사에서 0‘7보다 

크게 나타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표 3> 수학불안요인 검사 신뢰도 

수학불안 상위요인 

수학교과요인 

수학성취요인 

인지요인 및 

부정적 생 

수학에 대한 

태도 

교사요인 

Cronbach’s α 수학불안하위 요인 
수학에 대한 선업견 

적 불안 

0.958 

0.963 

0.981 

0.955 

0.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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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좌 · 우뇌선호도와 수학불안정도 

좌뇌선호형， 양뇌션호형， 우뇌선호형 집단 간의 평균차이를 분석해 보기 위해 ANOVA 
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좌우뇌선호도와 수학불안정도 

/ 
Scheffe 

a<c 

*p<.05 

좌 • 우뇌선호도에 따라 수학불안정도는 유의확률은 .030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갔다. 세부적으로 수학불안정도는 좌뇌선호형집단의 평균점수는 2.845, 양뇌선호형집단 

3‘083, 우뇌선호형집단의 평균점수는 3.265로 좌뇌선호형， 양뇌선호형， 우뇌선 
수학불안의 평균점수가 높아졌다. 특히 집단 간의 유약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 

해 Scheffe검정을 실시한 결과， 우뇌선호형 집단과 좌뇌선호형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이고 있었다. 

4. 좌 • 우뇌선호도와 수학불안요인 

가‘ 좌·우뇌선호도와 수학불안 상위요인 

〈표 5>에서 BPI 4.003과 BPI6.00올 기준으로 좌 • 우뇌선호도를 구분한 집단의 수학불안 
상위요인의 분석 결파 좌뇌선호형， 양뇌선호형， 우뇌선호형 순으로 5개의 수학불안 상위요인 

의 평균값이 커지긴 하나?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좌뇌선호형 집단에 

발하는 상위요인으로는 수학성취요인파 교사요인이 있었고， 양뇌선호형 학생들에게 

안을 유발시키는 상위요인으로는 수학교과요인， 수학성취요인， 인지요인 및 부정적 생각요 

인， 교사요인이 있었다‘ 우뇌선호형 학생들에게 수학불안을 유발시키는 수학불안 상위요인은 

수학교과요인， 수학성취요인， 인지요인 및 부정적 생각요인， 교사요인이었다. 수학에 대한 성 

취요인에서 세 집단의 펑균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학생틀이 수학시험， 성적에 대한 

불안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수학불안 상위요안에 대한 집단 간의 차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인지요인 및 

부정적 생각을 제외하고， 나머지 요인에서는 그 차이가 유의미 하지 않았다-

〈표 5> 좌우뇌선호도와 수학불안 상위요인 

수학불안 상위요인 뇌선 

수학 교과 요인 좌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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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7 

오차 

‘563 

유의 

.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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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성취 요인 

인지 요인 및 부정적 생각 

수학에 대한 태도 

교사요인 

〈표 6>에서와 

위하여 Scheffe 겁정을 실시 
있었다. 

〈표 6> 좌우뇌선호도와 유의 u] 한 수 

인지요인 및 

부정적생각요인 

(I)뇌선호 

우뇌 

‘071 

.029* 

.152 

.160 

*p<.05 

요인에 대해 각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단과 좌뇌선호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상위요인 

(J)뇌선호 유의 

*p<.05 

좌뇌선호형 집단파 우뇌선호형 집단에서 인지요인 및 부정적 생각 요인이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이는 이유는 그림이나 상정적인 것을 선호하며 감정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우뇌 

형의 특정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 

나. 좌 • 우뇌선호도와 수학불안 하위요인 

좌우뇌선호도에 따른 수학불안 하위요인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수학불안 하위요인들 

의 상관관계를 조사해본 결과 상판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녔고， 분산 - 공분산 행렬의 통 

칠성을 확인한 후 다변량변인분석을 실시하였디* 또한 뇌선호유형별로 수학불안 하위요인의 

평균값은 어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Scheffe 겁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좌뇌선호형 학생들에게 수학불안을 유빌하는 수학불안 하위요인은 기초 기능 

여요인， 시험요인， 성적요인? 부정적생각요인， 이해요인， 인지양식요인， 교사요인， 권위요인이 

었고， 양뇌선호행 학생틀에게 수학불안을 유발하는 수학불안 하위요인은 추상성요인， 기초기 

능결여요인， 교수방법요인， 시험요인， 성적요인， 자아개념요인， 선입관요인， 부정적생각요인， 

이해요인， 인지양식요인， 교사요인이었다. 우뇌선호형 학생들에게 수학불안을 유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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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은 추상성요인? 기초기능결여요인， 언어 및 구조요인， 교수방법요언， 시험요인， 

성적요인， 자아개념요인， 선업관요인， 부정적생각요인， 이해요인， 인지양식요인， 교사요인 권 
위요인이었다. 

19개의 하위요언 중 일상생활에서 수 불안요인은 2.34로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나타내었 

고 수학에 대한 선입견적 불안요인， 부모의 태도요인， 납성영역요인， 유용성요언， 수학학습동 

기요언의 평균점수가 3점 이하의 접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기초 기능 결여요인， 시험요인， 

성적요인은 3.4-3.65의 평균점수로 뇌선호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높은 불안을 유 

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좌우뇌선호도에 따른 수학불안 하위요인 중 교수방법요인， 자아개념요언， 01 해요인， 학습 

통기요인의 유의확률이 유의미한 값이 나왔으므로 이 요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집탄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e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 좌우놔선호도와 유의 u1 한 수학불안 하위요인 

수학불안 하위요인 

교수방볍요인 

자아개념요언 

이해요언 

학습동기요인 

(I)뇌선호 (J)놔선호 

좌뇌 

유형 

양뇌 

양뇌 

평균차 

(1-J) 

.483* 

표준오차오류 

.138 

.171 

유의확률 

.139 

.020* 

*p<.05 

〈표 7>의 결과를 보면 교수방법요인파 이해요인은 좌뇌선호형과 우뇌선호형 간에 유의미 

차이가 있고 자아개념과 학습통기요인은 좌뇌선호형과 양뇌선호형 간에 유의 ul 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시각적인 것을 선호하고 문제를 육갑이나 예갑을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접근하려하는 우뇌성향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나타난 좌우뇌선호도에 따른 수학불안 유발 상위요인과 하위요인을 정 

려하면 [그림 1]과 같다. 연구결과 우뇌선호정도까 높을수록 수학불안정도도 높고 수학불안 

요인도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뇌선호학생들이 수학불안을 느 

이 더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우뇌선호학생들의 수학불안을 감소시 

위한 방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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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뇌션호영 

양쳐4!lε '11 

수학교과요인/ 씬지.Il.잉 및 -'1-갱척생각.Il.'t! 

3용껴천:E앵 

앙4셔..Q.인 수따쟁취.Il.잉， .깅사.Il.잉 

기훌꺼풍경여..Q.안t 시험.Il.'t!， 
하워..Q.잉 J엉획.Il.'?}， ￥갱혀생각.Il.잉t 

이 에A잉t 잉지양적A앙l 

'"사A잉ι 용휘A인 

추상생요앙t 교수'11"멍.a.앙， 자아개녕요앙， 

션업활A잉 

언어 잊 구표..Q.'?} 

안유발요인 

v. 철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좌뇌선호형 집단보다 우뇌 집단의 학생이 수 

수 있다. 이는 우뇌선호형 학생이 

정회금(2003)의 연구결과와 연결 지어 

선호형 보다 감정요인에 

우뇌선호형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보얀다. 

많이 느끼고 있음을 

더 많이 받는다는 

더 감정적으로 대 

]acquelyn Wonder와 Priscilla Donovan(1984)에 의하면 좌뇌를 사용하면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도표를 보거나 무언가를 쓰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야 

기를 컬어보는 것을 권하고 있는데? 우뇌는 항상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에 귀틀 기울이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소리를 내어 뭔가 말하는 것은 좌뇌의 역할이며， 소 

리를 내어 말해봄으로써 말하고 싶은 것을 분명하게 하며， 긴장을 완화시켜 줄 것이라고 설 

명하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수업시간에 교사가 완성된 문제 풀이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제풀이 단계별로 학생들이 직접 조건을 말해보며 문제풀이를 완성해감으로써 수학불안이 심 

한 우뇌선호형 학생이 감정을 자제하고 조절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뇌선호유형을 불문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수학불안을 유발시키는 상위요인으로는 

학성취요인， 교사요인이 있었고 하위요인으로는 기초기능결여요인， 시험요인， 성적요인， 

적생각요인， 이해요인， 인지양식요인， 교사요인， 권위요인이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 수엽시간에 학생들에게 단계적인 문제풀이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초기능결여에 대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교사틀 통해 수학을 학습하는 학생들이 교사에 대한 불안을 느 

끼는 것으로 보아 수업에서 교사가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학생들이 알고 있는 개념에 

기초하여 새로운 개념을 설명하고 그것을 옹용할 수 있도록 지도 할 필요가 었으며， 혁생이 

자신의 의견일 자유롭게 내보일 수 있는 수업 분위기 조성을 할 필요가 었다. 

셋째， 좌뇌선호형 집단에 비해 우뇌선호형 집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수학불안요인 

을 분석해보면 상위요인으로는 인지요인 및 부정적 생각요인， 하위요인으로는 교수방법요인 

과 이해요인이 있었다‘ 이것은 그림이나 상징적인 것을 선호하고 문제를 전체적 구성에 의 

해서 예감이나 육감을 가지고 접근하려는 우뇌선호형익 특정에 의한 것으로 추측됨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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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업에서 딘즈의 수학적 다양성 원리에 따라서 GSP. EXCEL 등 시각적으로 다양한 경 
제공할 수 있는 교구들을 사용하고 문제를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훈련을 하여 학생 

의 수학불안올 감소시켜줄 필요가 있다. 주어진 문제를 제계적·분석적으로 이해하여 문제해 

결에 필요한 새로운 관계를 찾아내거나 일반화하기 위하여 수학적 사고력이 작용하는데， 01 
때 매 단계마다 추론이 활용된다‘ 추론은 지식을 연결하고 재구성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결 

이끌어 내는 과정을 말한다. 추론을 통해 하나의 사실을 확인하고， 또 그다음 추가되는 

사실을 덧붙여가며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는 것이다. 추론 능력은 수학에 의미 

적 힘의 바탕이 된다. 따라서 추론을 이용한 문제와 활동 등을 통하여 학생틀의 추론능력을 

선장시킴으로써 우뇌선호형 학생들이 수학불안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넷째? 좌뇌선호형 집단과 양뇌선호형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수학불안 하위요인 

으로는 자아개념요인과 학습동기요인이 있었다. 이는 좌뇌선호형 집단에 비해 양뇌선호형 

집단 학생들이 수학공부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자신이 수학에 재능이 없기 때문에 수학올 열 

심히 해도 잘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쉬운 문제부터 단계적으로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하고 그에 대한 보 

상을 통해 수학에 대한 자신감올 가질 수 있는 수업 분위기를 유도하여 학생들이 거부감 없 

이 수학을 대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조성되어야 한다. 

다섯째， 수학이라는 과목이 좌뇌만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뇌도 함께 사용하여야 

과목이다. 따라서 좌뇌를 사용하여 수학불안을 감소시켜 주는 것도 좋지만 좌뇌와 우 

뇌를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론문제와 활동을 이용하여 논리적인 

사고력을 키워주는 동시에 다양한 학습 보조도구를 사용하여 학생들이 많은 생각을 하며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2000년 이후에 제작된 좌 · 우뇌선호도 겁사지를 찾지 못하였다. 인간의 뇌가 

것은 아니지만， 최근 성향에 맞게 검사지를 개선하거나 새로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는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좌우뇌선호도에 따른 수학불안에 대해 연구 

하였다‘ 다른 학년의 학생들은 어떤 톡징을 나타내고 있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학생들의 좌우뇌선호도에 따라 수학불안을 느끼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좌우뇌선호도에 따라 수학불안을 느끼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파악하여 개 

선방안을 추측해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을 수정 보완하여 각 요인별로 좌뇌와 

우뇌 성향을 이용한 처치과정을 개발하고 그 파정을 통하여 학생들의 수학불안을 줄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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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Math anxiety according to the features of 
brain preference 

Shim, Seul Ki5) • Lee, K wang Ho6)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how differ math anxiety according to the features of brain 
preference. In order to solve questions, BPI test and math åIlxiety test were done to 
high school students in the second grade‘ The test sheets were analyzed by ANOV A 
and MANOVA using SPSS 14.0. The result was found out that math anxiety was high 
in the order of left-brain preferences, both-brain preferences, and right-brain 
preferences. High level of math anxiety among students with right-brain preferences 
seem to be influenced by the right brain which prefers emotional features. Therefore, 
students need to stimulate their left brain by writing and reading something a lot when 
they solve math questions. Also, teachers can lessen math anxiety of students by give 
them opportunities to solve step-by-step questions, using various vísual teaching 
materials promoting students' reasoning ability which can help them solve questions in a 
systematic and analytic way. 

Key v'iTords : Left'right-brain preferences, Math anxiety, Math anxiety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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