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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수학 수업의 각 단계에서 정의적 특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및 수업 실천에 있어서 교사의 성별

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소재 중등학교 수학 교사 327명을 대상으로 수학 교수

⋅학습 과정에서 정의적 특성의 중요도 및 수업 실태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여교사

집단이 남교사 집단에 비해 수업의 계획, 학생평가, 반성의 단계에서 정의적 특성에 대한 인식 및 실천에서 더 긍정

적 반응을 보였고, 특히 가치인식 요소의 경우 수업의 모든 단계에서 여교사 집단의 평균이 남교사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Ⅰ. 서 론
1)2)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수학교과에 있어서 남녀 성차의 문제는 아주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던 관심 주제 중의 하나이며 선천적 요인

이든 후천적 요인이든, 남녀 간에 생물학적, 문화⋅환경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인식은 널리 알려진 통념이다. 국

내에서 수행된 여러 연구에서도 수학 성취도에 있어서 남녀 학생간의 성차가 존재함이 보고되었고, 남녀 학생의

성취도 격차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권오남⋅박경미, 1995; 박경미⋅최승현 2002; 이양락⋅김선희⋅고정화⋅

조영미, 2005). OECD에서 주관하는 PISA 200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남녀 학생들의 성취도 차이가

큰 나라 중의 하나이며(이미경⋅최미숙⋅나귀수⋅곽영순⋅민경석, 2004), 정의적 특성에 대한 남녀 학생의 성차

역시 비교적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박정 외, 2004). 그러나 국내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측면에서 남녀

성차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고, PISA 2003 이후 이공계 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적 지원 및 다양한 프로

그램 실시, 교육과정의 변화와 같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남녀 학생 간의 수학 성취도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이은정⋅이경화, 2011). 이는 국제학업성취도 검사인 PISA 또는 TIMSS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녀 학생간의 성차는 PISA 2000의 결과 27점, PISA 2003의 결과

23점으로 남학생의 평균이 여학생의 평균 점수보다 높았다. 그러나 PISA 2006에서는 남녀 학생간의 성차가 9점,

PISA 2009에서는 3점으로 남녀 학생 간 점수 차이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김경희 외, 2010).

TIMSS 연구결과에서도 살펴보면 1995년 실시된 TIMSS 검사에서 수학 성취도의 남녀 차이는 17점이었던 것이

여학생들의 성취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TIMSS 2007에서는 4점으로 줄었다(김경희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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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학생의 수학 성취도 차이는 여러 가지 변인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김선희(2007)는 학생들의 정의적 특

성은 인지적 영역의 학습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 아니라, 그 자체가 학교 교육의 결과라는 측면에서 성

차와 관련 된 중요한 변인 중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Bloom(1976)은 학업성취도에 대한 설명력으로 인지적 변인

이 50%, 정의적 특성 변인이 25%, 수업의 질이 25%라고 주장하였다. Hattie(2003)은 5만 건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으로서 학생요인이 50%, 교사요인이 약 30%, 가정과 학교

가 5∼10%, 동료의 영향이 5∼10%임을 밝혀낸바 있다. 또한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변인 중 하나가 교사변인이라는 많은 연구 결과가 있다(강상진 외, 2005; 김부미, 1996; 백순근, 2003; 성기선,

1997; van Driel, Beijaard & Verloop, 2001; Sanders, 1998). 이러한 결과는 교사가 남녀 학생 간의 학업 성취도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더불어 교사의 성별 역시 남녀 학

생들의 학업성취도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교사의 성차가 수업 방식의 차이뿐

아니라 학생들의 인지적 정의적 성취의 차이에 영향을 준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박경미(2004)의

연구에서는 남교사와 여교사는 수업방식에 있어 서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Leung, Yung &

Tso(2002)와 이희숙, 정제영(2011)의 연구에서는 교사의 성별에 따라 학생의 성취도가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

가 존재한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김부미(1996), 조아미(1995), 최승현, 이대현(2005) 연구에서는 정의적 성취 측면

에서 교사의 성별에 따라 다른 차이가 존재함을 밝혔다. 그러나 성차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이 학생들의 성

취도와 관련된 연구들이고, 교사들의 성차 또한 학생들의 성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수준에서 다루어지고 있으

므로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수․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사들의 성차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등 수학교사들의 수업의 각 단계에서 정의적 특성에 대한 인식과 수업

실태, 향후 의지 등에서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성별에 따른 중등 수학교사들의 수업의 각 단계에서의 정의적 특성에 대한 인식 및 실태에 관하여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수학 수업의 각 단계에서 정의적 특성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 인식에 관해서 남교사와 여교사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가?

2) 정의적 특성을 고려한 수업 실태에 관해서 남교사와 여교사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가?

3) 정의적 특성과 관련된 향후 수업 계획 및 의지에 관해서 남교사와 여교사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가?

3. 용어의 정의

수학에 대한 정의적 특성은 복합적이며 포괄적인 개념으로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학자들마

다 다양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박선화, 김명화, 주미경(2010)은 선행연구 결과와 전문가협의회 및 델파이조사

에서 나타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의적 특성 및 정의적 특성의 각 하위 요소에 대한 정의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박선화 외(2010)가 제시한 정의를 사용하였다.

1) 정의적 특성

수학에 대한 정의적 특성은 “수학에 대한 경험으로 인하여 형성된 정서와 신념, 동기와 관련된 심리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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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소재 중등학교 수학 교사 327명을 대상으로 수학 교수

⋅학습 과정에서 정의적 특성의 중요도 및 수업 실태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여교사

집단이 남교사 집단에 비해 수업의 계획, 학생평가, 반성의 단계에서 정의적 특성에 대한 인식 및 실천에서 더 긍정

적 반응을 보였고, 특히 가치인식 요소의 경우 수업의 모든 단계에서 여교사 집단의 평균이 남교사 집단보다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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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교과에 있어서 남녀 성차의 문제는 아주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던 관심 주제 중의 하나이며 선천적 요인

이든 후천적 요인이든, 남녀 간에 생물학적, 문화⋅환경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인식은 널리 알려진 통념이다. 국

내에서 수행된 여러 연구에서도 수학 성취도에 있어서 남녀 학생간의 성차가 존재함이 보고되었고, 남녀 학생의

성취도 격차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권오남⋅박경미, 1995; 박경미⋅최승현 2002; 이양락⋅김선희⋅고정화⋅

조영미, 2005). OECD에서 주관하는 PISA 200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남녀 학생들의 성취도 차이가

큰 나라 중의 하나이며(이미경⋅최미숙⋅나귀수⋅곽영순⋅민경석, 2004), 정의적 특성에 대한 남녀 학생의 성차

역시 비교적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박정 외, 2004). 그러나 국내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측면에서 남녀

성차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고, PISA 2003 이후 이공계 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적 지원 및 다양한 프로

그램 실시, 교육과정의 변화와 같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남녀 학생 간의 수학 성취도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이은정⋅이경화, 2011). 이는 국제학업성취도 검사인 PISA 또는 TIMSS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녀 학생간의 성차는 PISA 2000의 결과 27점, PISA 2003의 결과

23점으로 남학생의 평균이 여학생의 평균 점수보다 높았다. 그러나 PISA 2006에서는 남녀 학생간의 성차가 9점,

PISA 2009에서는 3점으로 남녀 학생 간 점수 차이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김경희 외, 2010).

TIMSS 연구결과에서도 살펴보면 1995년 실시된 TIMSS 검사에서 수학 성취도의 남녀 차이는 17점이었던 것이

여학생들의 성취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TIMSS 2007에서는 4점으로 줄었다(김경희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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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학생의 수학 성취도 차이는 여러 가지 변인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김선희(2007)는 학생들의 정의적 특

성은 인지적 영역의 학습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 아니라, 그 자체가 학교 교육의 결과라는 측면에서 성

차와 관련 된 중요한 변인 중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Bloom(1976)은 학업성취도에 대한 설명력으로 인지적 변인

이 50%, 정의적 특성 변인이 25%, 수업의 질이 25%라고 주장하였다. Hattie(2003)은 5만 건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으로서 학생요인이 50%, 교사요인이 약 30%, 가정과 학교

가 5∼10%, 동료의 영향이 5∼10%임을 밝혀낸바 있다. 또한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변인 중 하나가 교사변인이라는 많은 연구 결과가 있다(강상진 외, 2005; 김부미, 1996; 백순근, 2003; 성기선,

1997; van Driel, Beijaard & Verloop, 2001; Sanders, 1998). 이러한 결과는 교사가 남녀 학생 간의 학업 성취도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더불어 교사의 성별 역시 남녀 학

생들의 학업성취도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교사의 성차가 수업 방식의 차이뿐

아니라 학생들의 인지적 정의적 성취의 차이에 영향을 준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박경미(2004)의

연구에서는 남교사와 여교사는 수업방식에 있어 서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Leung, Yung &

Tso(2002)와 이희숙, 정제영(2011)의 연구에서는 교사의 성별에 따라 학생의 성취도가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

가 존재한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김부미(1996), 조아미(1995), 최승현, 이대현(2005) 연구에서는 정의적 성취 측면

에서 교사의 성별에 따라 다른 차이가 존재함을 밝혔다. 그러나 성차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이 학생들의 성

취도와 관련된 연구들이고, 교사들의 성차 또한 학생들의 성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수준에서 다루어지고 있으

므로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수․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사들의 성차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등 수학교사들의 수업의 각 단계에서 정의적 특성에 대한 인식과 수업

실태, 향후 의지 등에서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성별에 따른 중등 수학교사들의 수업의 각 단계에서의 정의적 특성에 대한 인식 및 실태에 관하여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수학 수업의 각 단계에서 정의적 특성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 인식에 관해서 남교사와 여교사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가?

2) 정의적 특성을 고려한 수업 실태에 관해서 남교사와 여교사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가?

3) 정의적 특성과 관련된 향후 수업 계획 및 의지에 관해서 남교사와 여교사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가?

3. 용어의 정의

수학에 대한 정의적 특성은 복합적이며 포괄적인 개념으로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학자들마

다 다양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박선화, 김명화, 주미경(2010)은 선행연구 결과와 전문가협의회 및 델파이조사

에서 나타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의적 특성 및 정의적 특성의 각 하위 요소에 대한 정의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박선화 외(2010)가 제시한 정의를 사용하였다.

1) 정의적 특성

수학에 대한 정의적 특성은 “수학에 대한 경험으로 인하여 형성된 정서와 신념, 동기와 관련된 심리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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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p. 38)이다.

2) 흥미

흥미란 “교과나 학습주제 등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선호도 및 학습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즉각적

인 재미”(p. 40)이다.

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목표달성에 필요한 행동 과정을 조직하고 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특정한 시간

에 주어진 특정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p. 40)이다.

4) 가치인식

가치인식이란 “사회적 맥락이나 학습자 자신의 삶의 맥락과의 관계 속에서 수학의 기능과 유용성에 대한 평

가”(p. 40)이다.

5) 자기조절력

자기조절력이란 “개인적 목표설정과 설정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행동조정으로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해 바

람직한 행동을 추구하고 그렇지 않은 행동은 억제하여 충동적이거나 즉각적이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신중하게

계획, 해결, 평가하려는 경향성”(p. 40)이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수학교과에서의 정의적 특성

국제학업성취도 검사인 TIMSS 또는 PISA 연구 결과(이미경⋅손원숙⋅노언경⋅2007; 김경희 외, 2008)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학생들의 수학 학업에 대한 인지적 성취가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학에 대한 정

의적 성취가 낮은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 중 하나이다(한혜숙⋅최계현, 2011). 국내외적으

로 수학교육에서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정의적 성취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국내에서는 수학 교과에서 정의

적 영역에 대한 정의와 구성 요소를 파악하고, 학생들의 정의적 성취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가 단위 및 개인

연구자 단위에서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왔다. 예를 들면, 2007 및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수

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하기 위하여 수학과 목표, 교수-학습 방법, 평가 항목에서 정의적 영역을 명시

하여 정의적 성취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박선화 외(2010)는 수학 교과에서 정의적 특성의 정의와 정의적

특성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

을 파악하기 위해서 대규모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들은 수학에 대한 정의적 특성을 “수학에 대한 경험으로 인하

여 형성된 정서와 신념, 동기와 관련된 심리적 특성”(p. 38)으로 정의하였고, 그러한 정의에 근거하여 정의적 특

성을 크게 ‘정서’, ‘신념’, ‘동기’의 3가지 요소로 범주화하였고, 각 범주를 다시 3가지 요소로 구성하여 각 구성요

소의 정의를 제시하였다. 즉 ‘정서’의 하위 요소로는 ‘흥미’, ‘호기심’, ‘수학불안’을 들었고, ‘신념’의 하위 요소로는

‘수학관’, ‘가치인식’, ‘귀인’을, ‘동기’의 하위요소로는 ‘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 ‘자기조절력’을 들었다(박선화 외,

2010). 이종희 외(2011)는 학생들의 정의적 성취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그들은 정의적 영역의 구성 요소를 ‘학습지향성’, ‘자기통제’, ‘불안’, ‘흥미’, ‘가치 인식’, ‘자신감’ 의 6가지로 제시

하였다.

그 밖의 정의적 영역에 관한 선행연구는 정의적 특성 검사 도구 개발에 대한 연구(예. 박선화 외, 2010; 이종

희 외, 2011),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 실태 파악에 대한 연구(예. 박선화 외, 2010), 학생의 정의적 성취와 관련한

변인에 관한 연구(예. 이종희⋅김수진, 2010), 수학 학업 성취도와 수학에 대한 정의적 특성 사이의 상관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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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예. 김경희⋅김수진⋅김미영⋅김선희, 2009; 박정, 2007),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 향상 방안에 대한 연구

(예. 김성국, 2001; 문희철, 2008; 박윤주, 2010; 이주연, 2005), 수학 교사들의 정의적 영역에 대한 인식 및 실태

에 관한 연구(예. 한혜숙⋅최계현, 2011)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 연구가 주로 학생의

측면에서 이루어졌고 수학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정의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2. 수학교과에서의 성별의 차이

수학에서의 성별 차이의 연구는 1950년대의 Milton과 Carey에 의한 문제해결 능력의 남녀 차이에 관한 연구

(신양재⋅홍정숙, 1999)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외국의 경우는 1970년대, 국내의 경우는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국내에서 수행된 수학교과에서의 성별 차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정의적 영역에서 성별 차이에 관한 연구(예.

권오남, 2002b; 조아미, 1995; 최승현⋅이대현, 2005), 성취도 및 인지적 영역에서 성별 차이에 관한 연구(예. 강

상진 외, 2005; 고정화⋅도종훈⋅송미영, 2008; 고호경⋅고상숙, 2008; 권오남⋅백한미, 1997; 성기선, 2006; 오정

윤⋅노영순, 2007; 이향란, 1991; 정성현, 1998), 성별 차이의 형성요인 및 해소 방안에 대한 연구(예. 권오남⋅박

경미⋅임형⋅허라금, 1999, 2001; 권오남, 2002b; 박경미⋅최승현, 2002),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토대로 한

성차양상에 대한 연구(예. 김경희 외, 2008; 이미경 외 2007; 이희숙⋅정세영, 2011)가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아미(1995)와 권오남(2002b)의 연구에 의하면, 수학에 대한 태도면에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부정적이

며, 자신의 수학적 능력에 대해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자신감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최승현, 이대현

(2005)의 연구에서는 수학 내용면에서 남학생은 긍정적인 성향을 보인 반면 여학생은 부정적인 성향을 보였고,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수학에 대하여 더 어렵게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언어적 능력과 관련

된 교과인 문학이나 외국어에서는 여학생이 우수하고 수학, 과학 교과에서는 남학생이 뛰어나다고 보고하였다

(권오남 외, 1999; 노태희⋅최용남, 1996; 박경미 2004).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수학 성취도가 낮다는 연구 결

과(강상진 외, 2005; 이양락 외 2005)와는 상반되게 성별이 학업성취도 차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성기선, 2006)고 보고된 연구도 있다. 수학 성취도에 있어서 성별 차이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학년

이 올라감에 따라 남학생이 더 좋은 성적이 나온다는 결과가 보고되었고(Armstrong, 1985; Fennema, 1974;

Linn, 1986; Linn & Hyde, 1989), 박경미⋅권오남(1995) 연구에서는 추론이나 다단계 문제풀이와 같이 높은 인지

단계의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에서 남학생이 유리하고 단순 계산과 같은 낮은 인지단계의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

에서 여학생이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 성취도에 있어서의 학생들의 성별 차이는 1970년대에서 2000년대에 올수록 계속 줄어들었고, 이러한 결

과는 국제학업성취도 비교연구인 TIMSS나 PISA의 검사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PISA 2000의

결과 남녀 학생간의 성차는 27점이었고, 여학생의 수학적 소양이 남학생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고 보고되었다(김

경희 외, 2010). PISA 2003의 결과에서도 우리나라의 남학생 평균이 여학생 평균 점수보다 23점이나 높았고, 이

차이는 PISA 2003 참가국 중에서는 두 번째로 큰 차이이며,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이었

다(이미경 외, 2004). 수학 성취도에서의 남녀 학생의 성차는 PISA 2006부터 급격하게 감소하였고(이미경 외,

2007), PISA 2006에서는 남녀 성차가 9점, PISA 2009에서는 3점으로 더 좁혀졌다. 또한 PISA 2009에서의 3점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경희 외, 2010). 이러한 경향은 TIMSS 검사에서도 나타

났다. 1995년 실시된 TIMSS의 결과에서 수학 성취도 남녀 차이는 17점이었고, 참가국 중 두 번째로 큰 차이를

보였으나(박경미⋅최승현, 2002), TIMSS 2007에서는 수학 성취도 남녀 차이가 4점으로 줄어 든 것을 알 수 있

다(김경희 외, 2008). 이는 우리나라에서 이공계 여성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가적 지원 및 이공계로의 여학생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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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p. 38)이다.

2) 흥미

흥미란 “교과나 학습주제 등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선호도 및 학습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즉각적

인 재미”(p. 40)이다.

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목표달성에 필요한 행동 과정을 조직하고 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특정한 시간

에 주어진 특정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p. 40)이다.

4) 가치인식

가치인식이란 “사회적 맥락이나 학습자 자신의 삶의 맥락과의 관계 속에서 수학의 기능과 유용성에 대한 평

가”(p. 40)이다.

5) 자기조절력

자기조절력이란 “개인적 목표설정과 설정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행동조정으로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해 바

람직한 행동을 추구하고 그렇지 않은 행동은 억제하여 충동적이거나 즉각적이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신중하게

계획, 해결, 평가하려는 경향성”(p. 40)이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수학교과에서의 정의적 특성

국제학업성취도 검사인 TIMSS 또는 PISA 연구 결과(이미경⋅손원숙⋅노언경⋅2007; 김경희 외, 2008)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학생들의 수학 학업에 대한 인지적 성취가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학에 대한 정

의적 성취가 낮은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 중 하나이다(한혜숙⋅최계현, 2011). 국내외적으

로 수학교육에서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정의적 성취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국내에서는 수학 교과에서 정의

적 영역에 대한 정의와 구성 요소를 파악하고, 학생들의 정의적 성취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가 단위 및 개인

연구자 단위에서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왔다. 예를 들면, 2007 및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수

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하기 위하여 수학과 목표, 교수-학습 방법, 평가 항목에서 정의적 영역을 명시

하여 정의적 성취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박선화 외(2010)는 수학 교과에서 정의적 특성의 정의와 정의적

특성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

을 파악하기 위해서 대규모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들은 수학에 대한 정의적 특성을 “수학에 대한 경험으로 인하

여 형성된 정서와 신념, 동기와 관련된 심리적 특성”(p. 38)으로 정의하였고, 그러한 정의에 근거하여 정의적 특

성을 크게 ‘정서’, ‘신념’, ‘동기’의 3가지 요소로 범주화하였고, 각 범주를 다시 3가지 요소로 구성하여 각 구성요

소의 정의를 제시하였다. 즉 ‘정서’의 하위 요소로는 ‘흥미’, ‘호기심’, ‘수학불안’을 들었고, ‘신념’의 하위 요소로는

‘수학관’, ‘가치인식’, ‘귀인’을, ‘동기’의 하위요소로는 ‘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 ‘자기조절력’을 들었다(박선화 외,

2010). 이종희 외(2011)는 학생들의 정의적 성취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그들은 정의적 영역의 구성 요소를 ‘학습지향성’, ‘자기통제’, ‘불안’, ‘흥미’, ‘가치 인식’, ‘자신감’ 의 6가지로 제시

하였다.

그 밖의 정의적 영역에 관한 선행연구는 정의적 특성 검사 도구 개발에 대한 연구(예. 박선화 외, 2010; 이종

희 외, 2011),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 실태 파악에 대한 연구(예. 박선화 외, 2010), 학생의 정의적 성취와 관련한

변인에 관한 연구(예. 이종희⋅김수진, 2010), 수학 학업 성취도와 수학에 대한 정의적 특성 사이의 상관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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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예. 김경희⋅김수진⋅김미영⋅김선희, 2009; 박정, 2007),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 향상 방안에 대한 연구

(예. 김성국, 2001; 문희철, 2008; 박윤주, 2010; 이주연, 2005), 수학 교사들의 정의적 영역에 대한 인식 및 실태

에 관한 연구(예. 한혜숙⋅최계현, 2011)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 연구가 주로 학생의

측면에서 이루어졌고 수학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정의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2. 수학교과에서의 성별의 차이

수학에서의 성별 차이의 연구는 1950년대의 Milton과 Carey에 의한 문제해결 능력의 남녀 차이에 관한 연구

(신양재⋅홍정숙, 1999)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외국의 경우는 1970년대, 국내의 경우는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국내에서 수행된 수학교과에서의 성별 차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정의적 영역에서 성별 차이에 관한 연구(예.

권오남, 2002b; 조아미, 1995; 최승현⋅이대현, 2005), 성취도 및 인지적 영역에서 성별 차이에 관한 연구(예. 강

상진 외, 2005; 고정화⋅도종훈⋅송미영, 2008; 고호경⋅고상숙, 2008; 권오남⋅백한미, 1997; 성기선, 2006; 오정

윤⋅노영순, 2007; 이향란, 1991; 정성현, 1998), 성별 차이의 형성요인 및 해소 방안에 대한 연구(예. 권오남⋅박

경미⋅임형⋅허라금, 1999, 2001; 권오남, 2002b; 박경미⋅최승현, 2002),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토대로 한

성차양상에 대한 연구(예. 김경희 외, 2008; 이미경 외 2007; 이희숙⋅정세영, 2011)가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아미(1995)와 권오남(2002b)의 연구에 의하면, 수학에 대한 태도면에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부정적이

며, 자신의 수학적 능력에 대해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자신감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최승현, 이대현

(2005)의 연구에서는 수학 내용면에서 남학생은 긍정적인 성향을 보인 반면 여학생은 부정적인 성향을 보였고,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수학에 대하여 더 어렵게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언어적 능력과 관련

된 교과인 문학이나 외국어에서는 여학생이 우수하고 수학, 과학 교과에서는 남학생이 뛰어나다고 보고하였다

(권오남 외, 1999; 노태희⋅최용남, 1996; 박경미 2004).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수학 성취도가 낮다는 연구 결

과(강상진 외, 2005; 이양락 외 2005)와는 상반되게 성별이 학업성취도 차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성기선, 2006)고 보고된 연구도 있다. 수학 성취도에 있어서 성별 차이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학년

이 올라감에 따라 남학생이 더 좋은 성적이 나온다는 결과가 보고되었고(Armstrong, 1985; Fennema, 1974;

Linn, 1986; Linn & Hyde, 1989), 박경미⋅권오남(1995) 연구에서는 추론이나 다단계 문제풀이와 같이 높은 인지

단계의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에서 남학생이 유리하고 단순 계산과 같은 낮은 인지단계의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

에서 여학생이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 성취도에 있어서의 학생들의 성별 차이는 1970년대에서 2000년대에 올수록 계속 줄어들었고, 이러한 결

과는 국제학업성취도 비교연구인 TIMSS나 PISA의 검사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PISA 2000의

결과 남녀 학생간의 성차는 27점이었고, 여학생의 수학적 소양이 남학생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고 보고되었다(김

경희 외, 2010). PISA 2003의 결과에서도 우리나라의 남학생 평균이 여학생 평균 점수보다 23점이나 높았고, 이

차이는 PISA 2003 참가국 중에서는 두 번째로 큰 차이이며,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이었

다(이미경 외, 2004). 수학 성취도에서의 남녀 학생의 성차는 PISA 2006부터 급격하게 감소하였고(이미경 외,

2007), PISA 2006에서는 남녀 성차가 9점, PISA 2009에서는 3점으로 더 좁혀졌다. 또한 PISA 2009에서의 3점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경희 외, 2010). 이러한 경향은 TIMSS 검사에서도 나타

났다. 1995년 실시된 TIMSS의 결과에서 수학 성취도 남녀 차이는 17점이었고, 참가국 중 두 번째로 큰 차이를

보였으나(박경미⋅최승현, 2002), TIMSS 2007에서는 수학 성취도 남녀 차이가 4점으로 줄어 든 것을 알 수 있

다(김경희 외, 2008). 이는 우리나라에서 이공계 여성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가적 지원 및 이공계로의 여학생 진



교사의 성별에 따른 수학 수업의 각 단계에서 정의적 특성에 대한 인식 및 실태 차이에 관한 연구 367

로 유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변화와 같은 다양한 노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기울인 결과(이은정⋅이경화, 2011)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여학생들의 성취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상반되는 나라의 사례도 있다. 미국, 영국, 호주의 경우를 보면 이 세 나라들은 PISA

2003까지는 수학 성취도에서 성차가 적거나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PISA 2006부터 성차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PISA 2009에서는 호주 10점, 영국 20점, 미국 20점으로 모두 유의미한 수준에서 큰 성차를 보였다(김경희 외,

2010). 이 세 나라들은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30년 간 활발한 성차 연구를 진행했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1990년대부터 수학 성취도에서 성차가 거의 사라졌던 나라들이다. 그러나 Mills & Keddie(2010), Vale(2010),

Skelton(2010)은 호주와 영국에서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부터 교육에서의 양성평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약화되었음을 언급하였고 이는 여학생의 성취도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이은정, 이경화, 2011,

재인용). 이것은 PISA 2003 이후 성차 문제에 대한 국가적 노력으로 이루어 낸 우리나라의 성과에 시사 하는바

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성차에 관한 연구가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지만 몇 몇 연구자들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많은 영향을 미치는 존재임을 가정하여 교사의 성차가 교수학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 및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예. 김수민 2003; 김진영 2008; 박경미 2004; 박준규⋅이상민⋅최보영,

2009; 이대식⋅이해영, 2009; 이희숙⋅정제영, 2011)를 수행하였다.

김진영(2008)에 의하면 학교별 학업성취도는 학교자체보다는 개별교사들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고 교사의

경력, 학력 등 관측되는 특징 보다는 보이지 않는 미지의 특징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학

습에서의 성차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 본 연구(박준규, 2009; 이대식⋅김수민, 2003)의 결과에 따르면, 학

생의 능력에 있어서 남교사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여교사는 그 차이가 상대적

으로 적다고 보고하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 능력에 대한 성차를 바라보는 교사의 인식에 있어서도 남교사와 여

교사 사이에 차이가 존재함이 나타났다. 또한 TIMSS 2007 자료를 활용하여 교사변인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이희숙⋅정제영, 2011)에서는 교사 특성 변인 중 최종학력이나 대학전공, 수업 지도

준비 정도 등의 변인들은 학생들의 성취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주지는 못하는 반면, 교사의 성별이 학생들의 수

학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교사의 영향력이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박경미(2004)의 교사의 성별에 따른 수학 수업 방식의 비교연구에 의하면 교사의 성별에 따라 수업

의 구성요소, 언어적 표현, 질문 방식의 세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여교사는 교

수⋅학습 과정에 구체적 조작물을 포함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는 반면, 남교사의 수업은 설명과 문제풀이, 발표

위주로 진행되며 독특한 수업 장치를 동원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즉 교사의 성별도 수업방식의 차이를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고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학생 및 교사들의 성차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지만 성차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

들이 대규모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토대로 한 학생들의 성차양상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교사들의

성차는 학생들의 성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수준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권오남, 박경미(1995)는 1978년부터 1990년까지 JRME에 발표된 논문 중 성별 차이에 관한 논문 비율이

10.7%이고 국내에서는 0.8%에 밖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지적하며 수학교육에 있어서 성차 관련 연구는 시급

한 과제임을 강조 한 바 있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학교육학회지인 한국수학교육학회, 대한수학교육학회, 한

국학교수학회에 게재된 논문을 통해 수학교육 분야에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된 성차 연구를 살펴본 결

과 전체논문 1839편 중 성차에 관한 논문은 6편뿐이었고, <표 1>에서 나타난 것처럼 6편 모두 학생 성차에 관

한 논문이었다. 물론 성차에 관련된 연구는 대학원이나 한국여성학회 등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수학

교육 분야에서는 미흡한 실정이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차에 관한 연구 및 교사들의 성차를 극복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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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수

gender

관련

논문수

전

체

논

문

수

gender

관련

논문수

전

체

논

문

수

gender

관련

논문수

전

체

논

문

수

gender

관련

논문수

전

체

논

문

수

gender

관련

논문수

학

생

교

사

학

생

교

사

학

생

교

사

학

생

교

사

학

생

교

사

2000 15 0 0 31 0 0 26 0 0 17 0 0 34 0 0

2001 22 0 0 91 0 0 22 0 0 26 0 0 26 0 0

2002 24 0 0 45 0 0 37 0 0 34 0 0 22 0 0

2003 46 0 0 83 0 0 30 0 0 26 0 0 19 0 0

2004 28 0 0 90 0 0 22 0 0 24 0 0 14 0 0

2005 37 0 0 62 0 0 24 0 0 25 0 0 29 1 0

2006 31 0 0 38 0 0 22 0 0 19 0 0 31 0 0

2007 31 1 0 36 0 0 28 0 0 24 0 0 32 1 0

2008 32 1 0 33 0 0 32 0 0 25 1 0 32 0 0

2009 27 0 0 52 0 0 40 0 0 31 1 0 35 0 0

2010 31 0 0 46 0 0 37 0 0 30 0 0 33 0 0

계 324 2 0 607 0 0 320 0 0 281 2 0 307 2 0

<표 1> 국내 수학교육학회지 논문 총람

방안에 대한 연구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성별에 따른 중등 수학교사들의 수업의 각 단계(수업의 계획 및 실행, 학생평가, 반성)에서 정의적 특성에 대

한 인식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경기도 지역의 각 교육청별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수학교

사들에게 설문을 의뢰하였다. 설문 의뢰에 동의한 학교는 중학교 32개, 고등학교 40개로 총 72개의 학교이고, 동

의한 학교의 수학교사를 대상으로 2011년 6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우편, 전자우편, 직접 방문의 형태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학교별로 2∼7명의 교사들이 설문에 참여하였고 배포된 설문지 350부 중 327부 약 93%

가 회수되었다. 설문에 참여한 남녀 교사의 성비를 살펴보면 남교사의 경우는 전체 참여자 327명의 약 33%에

해당하는 109명이 참여를 했고, 여교사는 전체 참여자의 약 67%에 해당하는 218명이 참여 했다. 설문 대상자의

주요 배경 변인은 <표 2>와 같다.

성 별
학교급 경력별

계
중학교 고등학교 5년이하 6-10년 10-20년 20년이상

남(%) 25(22.9) 84(77.1) 34(31.2) 18(16.5) 28(25.7) 29(26.6) 109

여(%) 109(50) 109(50) 96(44) 52(23.9) 45(20.6) 25(11.5) 218

<표 2> 설문조사 대상자의 주요 배경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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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변화와 같은 다양한 노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기울인 결과(이은정⋅이경화, 2011)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여학생들의 성취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상반되는 나라의 사례도 있다. 미국, 영국, 호주의 경우를 보면 이 세 나라들은 PISA

2003까지는 수학 성취도에서 성차가 적거나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PISA 2006부터 성차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PISA 2009에서는 호주 10점, 영국 20점, 미국 20점으로 모두 유의미한 수준에서 큰 성차를 보였다(김경희 외,

2010). 이 세 나라들은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30년 간 활발한 성차 연구를 진행했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1990년대부터 수학 성취도에서 성차가 거의 사라졌던 나라들이다. 그러나 Mills & Keddie(2010), Vale(2010),

Skelton(2010)은 호주와 영국에서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부터 교육에서의 양성평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약화되었음을 언급하였고 이는 여학생의 성취도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이은정, 이경화, 2011,

재인용). 이것은 PISA 2003 이후 성차 문제에 대한 국가적 노력으로 이루어 낸 우리나라의 성과에 시사 하는바

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성차에 관한 연구가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지만 몇 몇 연구자들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많은 영향을 미치는 존재임을 가정하여 교사의 성차가 교수학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 및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예. 김수민 2003; 김진영 2008; 박경미 2004; 박준규⋅이상민⋅최보영,

2009; 이대식⋅이해영, 2009; 이희숙⋅정제영, 2011)를 수행하였다.

김진영(2008)에 의하면 학교별 학업성취도는 학교자체보다는 개별교사들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고 교사의

경력, 학력 등 관측되는 특징 보다는 보이지 않는 미지의 특징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학

습에서의 성차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 본 연구(박준규, 2009; 이대식⋅김수민, 2003)의 결과에 따르면, 학

생의 능력에 있어서 남교사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여교사는 그 차이가 상대적

으로 적다고 보고하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 능력에 대한 성차를 바라보는 교사의 인식에 있어서도 남교사와 여

교사 사이에 차이가 존재함이 나타났다. 또한 TIMSS 2007 자료를 활용하여 교사변인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이희숙⋅정제영, 2011)에서는 교사 특성 변인 중 최종학력이나 대학전공, 수업 지도

준비 정도 등의 변인들은 학생들의 성취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주지는 못하는 반면, 교사의 성별이 학생들의 수

학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교사의 영향력이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박경미(2004)의 교사의 성별에 따른 수학 수업 방식의 비교연구에 의하면 교사의 성별에 따라 수업

의 구성요소, 언어적 표현, 질문 방식의 세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여교사는 교

수⋅학습 과정에 구체적 조작물을 포함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는 반면, 남교사의 수업은 설명과 문제풀이, 발표

위주로 진행되며 독특한 수업 장치를 동원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즉 교사의 성별도 수업방식의 차이를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고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학생 및 교사들의 성차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지만 성차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

들이 대규모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토대로 한 학생들의 성차양상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교사들의

성차는 학생들의 성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수준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권오남, 박경미(1995)는 1978년부터 1990년까지 JRME에 발표된 논문 중 성별 차이에 관한 논문 비율이

10.7%이고 국내에서는 0.8%에 밖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지적하며 수학교육에 있어서 성차 관련 연구는 시급

한 과제임을 강조 한 바 있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학교육학회지인 한국수학교육학회, 대한수학교육학회, 한

국학교수학회에 게재된 논문을 통해 수학교육 분야에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된 성차 연구를 살펴본 결

과 전체논문 1839편 중 성차에 관한 논문은 6편뿐이었고, <표 1>에서 나타난 것처럼 6편 모두 학생 성차에 관

한 논문이었다. 물론 성차에 관련된 연구는 대학원이나 한국여성학회 등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수학

교육 분야에서는 미흡한 실정이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차에 관한 연구 및 교사들의 성차를 극복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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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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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사

학

생

교

사

학

생

교

사

학

생

교

사

2000 15 0 0 31 0 0 26 0 0 17 0 0 34 0 0

2001 22 0 0 91 0 0 22 0 0 26 0 0 26 0 0

2002 24 0 0 45 0 0 37 0 0 34 0 0 22 0 0

2003 46 0 0 83 0 0 30 0 0 26 0 0 19 0 0

2004 28 0 0 90 0 0 22 0 0 24 0 0 14 0 0

2005 37 0 0 62 0 0 24 0 0 25 0 0 29 1 0

2006 31 0 0 38 0 0 22 0 0 19 0 0 31 0 0

2007 31 1 0 36 0 0 28 0 0 24 0 0 32 1 0

2008 32 1 0 33 0 0 32 0 0 25 1 0 32 0 0

2009 27 0 0 52 0 0 40 0 0 31 1 0 35 0 0

2010 31 0 0 46 0 0 37 0 0 30 0 0 33 0 0

계 324 2 0 607 0 0 320 0 0 281 2 0 307 2 0

<표 1> 국내 수학교육학회지 논문 총람

방안에 대한 연구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성별에 따른 중등 수학교사들의 수업의 각 단계(수업의 계획 및 실행, 학생평가, 반성)에서 정의적 특성에 대

한 인식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경기도 지역의 각 교육청별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수학교

사들에게 설문을 의뢰하였다. 설문 의뢰에 동의한 학교는 중학교 32개, 고등학교 40개로 총 72개의 학교이고, 동

의한 학교의 수학교사를 대상으로 2011년 6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우편, 전자우편, 직접 방문의 형태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학교별로 2∼7명의 교사들이 설문에 참여하였고 배포된 설문지 350부 중 327부 약 93%

가 회수되었다. 설문에 참여한 남녀 교사의 성비를 살펴보면 남교사의 경우는 전체 참여자 327명의 약 33%에

해당하는 109명이 참여를 했고, 여교사는 전체 참여자의 약 67%에 해당하는 218명이 참여 했다. 설문 대상자의

주요 배경 변인은 <표 2>와 같다.

성 별
학교급 경력별

계
중학교 고등학교 5년이하 6-10년 10-20년 20년이상

남(%) 25(22.9) 84(77.1) 34(31.2) 18(16.5) 28(25.7) 29(26.6) 109

여(%) 109(50) 109(50) 96(44) 52(23.9) 45(20.6) 25(11.5) 218

<표 2> 설문조사 대상자의 주요 배경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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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내 용
문항 유형

5단계

리커트식

폐쇄형

(예/아니오/모름)

교수․학습과정에서 정의적 특성의 각 하위 요소의 중요도 ✔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을 고려한 수업 계획 및 실행의 필요성 ✔

수업계획의 단계에서 정의적 특성의 각 하위 요소에 대한 실천 ✔

수업실행의 단계에서 정의적 특성의 각 하위 요소에 대한 실천 ✔

향후 정의적 특성을 고려한 수업의 계획 및 실행 계획 ✔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 ✔

학생평가의 단계에서 정의적 특성의 각 하위 요소에 대한 실천 ✔

향후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에 대한 평가 계획 ✔

정의적 측면에 대한 수업 반성의 필요성 ✔

수업반성의 단계에서 정의적 특성의 각 하위 요소에 대한 실천 ✔

향후 정의적 측면에서 교사 자신의 수업 반성 계획 ✔

교사자신의수업을통한학생들의정의적특성의각하위요소에대한성취도 ✔

<표 3> 본 연구에 활용된 설문 문항의 개요

2. 검사 도구

한혜숙과 최계현(2011)은 수학 교사들의 교수․학습 과정에서 정의적 특성에 대한 인식 및 실태 등을 파악하

기 위해서 ‘교사들의 수학 교과에서의 정의적 특성(영역)에 대한 관심 및 인식도’, ‘수학 교수․학습과정에서 정

의적 특성의 중요도 및 수업 실태’, ‘향후 계획’의 3개 범주로 조직된 총 26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개발하

여 선행연구1)를 실시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설문지의 경우 검사 도구가 연구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

을 제대로 측정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3인의 수학교육 전문가와 5인의 현장 교사가 예비 설문 문항에 대한 타당

성을 검증하였고, 2회의 예비 검사를 통해서 최종 설문지가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혜숙, 최계현(2011)이

개발한 설문 문항 중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12개의 설문 문항만을 추출하여 교사들의 성차에 따라 그

결과를 재분석하였다. 12개의 문항 추출 과정은 내부 연구자 2인을 포함한 3인이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부합된

다고 생각되는 문항들을 각자 선정한 후, 각자가 선정한 문항들을 비교하여 3명의 평균 합치도가 70% 이상인

문항만을 선정하였다. 각자 선정한 문항 중 평균 합치도가 70% 미만인 문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선

정여부를 결정하였고 최종적으로 12개의 문항만을 선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최종 선정된 12개 설문 문항

에 대한 개요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3. 자료처리 및 분석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집된 설문 자료는 SPSS 12.0 버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교

차분석과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수학 교수․학습 과정에서 정의적 특성의 각 하위 요소의 중요도

1) 한혜숙, 최계현(2011). 중등 수학 교사들의 정의적 특성에 대한 인식과 수업 실태 분석, 한국학교수학회, 14(4), 49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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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성별 N M SD t p

학생의

흥미

여자 218 4.71 .571
.147 .883

남자 107 4.70 .602

자기

효능감

여자 217 4.49 .646
1.816 .070

남자 107 4.35 .702

가치

인식

여자 218 4.39 .717
3.941 .000

남자 107 4.03 .863

자기

조절력

여자 216 4.10 .783
2.564 .011

남자 107 3.86 .829

수학

불안극복

여자 217 3.98 .858
3.426 .001

남자 107 3.63 .885

<표 4> 각 하위 요소의 중요도에 대한 성별 집단 실태

<그림 1> 각 하위 요소의 중요도에 대한 성별 집단 실태

수학의 교수․학습과정에서 정의적 특성의 각 하위 요소를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묻는 문

항에 대한 성별 집단 간 평균을 산출한 결과는 <표 4> 및 <그림 1>과 같다. t-검증 결과 유의수준 0.012)에서

가치인식과 수학불안극복의 요소에서 남교사와 여교사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고, 이 두 요소 모두에서 여교사 집단의 평균이 남교사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비록 학생의 흥미, 자기

효능감, 자기조절력의 요소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세 요소 모두에서 여

교사 집단의 평균이 남교사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경우 여교사들이 남

교사보다 정의적 특성의 각 하위 요소를 수학 교수․학습 과정에서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개의 하위 요소 중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가장 큰 것은 가치인식이었고 차이가 가장 작은 것은 학생의

흥미로 나타났다.

2.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을 고려한 수업 계획 및 실행의 필요성 인식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을 고려한 수업의 계획 및 실행의 필요성을 묻는 문항에 대한 성별 집단 간 응답 결과

는 <표 5> 및 <그림 2>와 같다. 이 문항에서는 두 집단 모두에서 약 90%정도가 긍정적인 응답을 준 반면, 각

집단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교사의 비율은 단지 2%미만으로 나타나 이 문항에 대한 남교사와 여교사 집단

의 응답 경향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경우 대부분의 교사들

이 정의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2) 각 문항별 multiple testing으로 인한 test-wise error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Bonferroni adjustment를 적용하여 유의

수준을 0.01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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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내 용
문항 유형

5단계

리커트식

폐쇄형

(예/아니오/모름)

교수․학습과정에서 정의적 특성의 각 하위 요소의 중요도 ✔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을 고려한 수업 계획 및 실행의 필요성 ✔

수업계획의 단계에서 정의적 특성의 각 하위 요소에 대한 실천 ✔

수업실행의 단계에서 정의적 특성의 각 하위 요소에 대한 실천 ✔

향후 정의적 특성을 고려한 수업의 계획 및 실행 계획 ✔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 ✔

학생평가의 단계에서 정의적 특성의 각 하위 요소에 대한 실천 ✔

향후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에 대한 평가 계획 ✔

정의적 측면에 대한 수업 반성의 필요성 ✔

수업반성의 단계에서 정의적 특성의 각 하위 요소에 대한 실천 ✔

향후 정의적 측면에서 교사 자신의 수업 반성 계획 ✔

교사자신의수업을통한학생들의정의적특성의각하위요소에대한성취도 ✔

<표 3> 본 연구에 활용된 설문 문항의 개요

2. 검사 도구

한혜숙과 최계현(2011)은 수학 교사들의 교수․학습 과정에서 정의적 특성에 대한 인식 및 실태 등을 파악하

기 위해서 ‘교사들의 수학 교과에서의 정의적 특성(영역)에 대한 관심 및 인식도’, ‘수학 교수․학습과정에서 정

의적 특성의 중요도 및 수업 실태’, ‘향후 계획’의 3개 범주로 조직된 총 26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개발하

여 선행연구1)를 실시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설문지의 경우 검사 도구가 연구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

을 제대로 측정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3인의 수학교육 전문가와 5인의 현장 교사가 예비 설문 문항에 대한 타당

성을 검증하였고, 2회의 예비 검사를 통해서 최종 설문지가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혜숙, 최계현(2011)이

개발한 설문 문항 중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12개의 설문 문항만을 추출하여 교사들의 성차에 따라 그

결과를 재분석하였다. 12개의 문항 추출 과정은 내부 연구자 2인을 포함한 3인이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부합된

다고 생각되는 문항들을 각자 선정한 후, 각자가 선정한 문항들을 비교하여 3명의 평균 합치도가 70% 이상인

문항만을 선정하였다. 각자 선정한 문항 중 평균 합치도가 70% 미만인 문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선

정여부를 결정하였고 최종적으로 12개의 문항만을 선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최종 선정된 12개 설문 문항

에 대한 개요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3. 자료처리 및 분석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집된 설문 자료는 SPSS 12.0 버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교

차분석과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수학 교수․학습 과정에서 정의적 특성의 각 하위 요소의 중요도

1) 한혜숙, 최계현(2011). 중등 수학 교사들의 정의적 특성에 대한 인식과 수업 실태 분석, 한국학교수학회, 14(4), 49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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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성별 N M SD t p

학생의

흥미

여자 218 4.71 .571
.147 .883

남자 107 4.70 .602

자기

효능감

여자 217 4.49 .646
1.816 .070

남자 107 4.35 .702

가치

인식

여자 218 4.39 .717
3.941 .000

남자 107 4.03 .863

자기

조절력

여자 216 4.10 .783
2.564 .011

남자 107 3.86 .829

수학

불안극복

여자 217 3.98 .858
3.426 .001

남자 107 3.63 .885

<표 4> 각 하위 요소의 중요도에 대한 성별 집단 실태

<그림 1> 각 하위 요소의 중요도에 대한 성별 집단 실태

수학의 교수․학습과정에서 정의적 특성의 각 하위 요소를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묻는 문

항에 대한 성별 집단 간 평균을 산출한 결과는 <표 4> 및 <그림 1>과 같다. t-검증 결과 유의수준 0.012)에서

가치인식과 수학불안극복의 요소에서 남교사와 여교사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고, 이 두 요소 모두에서 여교사 집단의 평균이 남교사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비록 학생의 흥미, 자기

효능감, 자기조절력의 요소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세 요소 모두에서 여

교사 집단의 평균이 남교사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경우 여교사들이 남

교사보다 정의적 특성의 각 하위 요소를 수학 교수․학습 과정에서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개의 하위 요소 중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가장 큰 것은 가치인식이었고 차이가 가장 작은 것은 학생의

흥미로 나타났다.

2.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을 고려한 수업 계획 및 실행의 필요성 인식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을 고려한 수업의 계획 및 실행의 필요성을 묻는 문항에 대한 성별 집단 간 응답 결과

는 <표 5> 및 <그림 2>와 같다. 이 문항에서는 두 집단 모두에서 약 90%정도가 긍정적인 응답을 준 반면, 각

집단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교사의 비율은 단지 2%미만으로 나타나 이 문항에 대한 남교사와 여교사 집단

의 응답 경향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경우 대부분의 교사들

이 정의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2) 각 문항별 multiple testing으로 인한 test-wise error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Bonferroni adjustment를 적용하여 유의

수준을 0.01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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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응답 빈도 및 백분율(%)

합계
예 아니오 모름

여자 199(92.1) 1(.5) 16(7.4) 216(100)

남자 97(89.8) 2(1.9) 9(8.3) 108(100)

전체 296(91.4) 3(.9) 25(7.7) 324(100)

<표 5> 정의적 특성을 고려한 수업 계획 및 실행의 필요성

<그림 2> 정의적 특성을 고려한 수업 계획 및 실행의 필요성

요인 성별 N M SD t p

학생의

흥미

여자 217 3.71 .993
-.753 .452

남자 107 3.79 1.026

자기

효능감

여자 217 3.42 .950
.189 .850

남자 107 3.40 1.063

가치

인식

여자 217 3.50 .908
.536 .593

남자 107 3.44 .953

자기

조절력

여자 216 3.17 .809
.799 .425

남자 107 3.09 .853

수학불안

극복

여자 215 2.97 .929
-1.222 .223

남자 107 3.10 .951

<표 6> 정의적 특성의 각 하위 요소 실천에 대한 성별

집단 실태 - 수업계획단계

<그림 3> 정의적 특성의 각 하위 요소 실천에 대

한 성별 집단 실태 - 수업계획단계

3. 수업의 계획 단계에서 정의적 특성의 각 하위 요소에 대한 실천

수업의 계획 단계에서 정의적 특성의 각 하위 요소를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하여 수업 설계를 하는지에 대해

서 묻는 문항에 대한 성별 집단 간 평균을 산출한 결과는 <표 6> 및 <그림 3>과 같다. t-검증 결과 유의수준

0.01에서 5가지 하위 요소 모두에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자기효능감, 가치인식,

자기조절력의 요소에서는 여교사 집단의 평균이 남교사 집단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고, 학생의 흥미, 수학불안극

복의 요소에서는 남교사 집단의 평균이 여교사 집단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하위 요소 중에서 두 집단 간 차

이가 가장 큰 요소는 수학불안극복으로 나타났고, 차이가 가장 작은 요소는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다.

4. 수업 실행의 단계에서 정의적 특성의 각 하위 요소에 대한 실천

수업 실행의 단계에서 정의적 특성의 각 하위 요소를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하여 실제로 수업을 수행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한 성별 집단 간 평균을 산출한 결과는 <표 7> 및 <그림 4>와 같다. t-검증 결과 유의수준 0.01

에서 5가지 하위 요소 모두에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가치인식을 제외한 나머지

하위 요소 모두에서 남교사 집단의 평균이 여교사 집단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

들의 경우 남교사가 여교사 보다 수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가치인식을 제외한 나머지 정의적 특성의 하위

요소를 더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집단 간 차이가 가장 큰 요소는 가치인식으로 나타났고,

한 혜 숙․최 계 현372

성별
응답 빈도 및 백분율(%)

합계
예 아니오 모름

여자 186(85.7) 8(3.7) 23(10.6) 217(100)

남자 82(77.4) 5(4.7) 19(17.9) 106(100)

전체 268(83) 13(4) 42(13) 323(100)

<표 8> 향후 정의적 특성을 고려한 수업 계획

<그림 5> 향후 정의적 특성을 고려한 수업 계획

요인 성별 N M SD t p

학생의

흥미

여자 214 3.59 1.001
-.909 .364

남자 107 3.70 .993

자기

효능감

여자 212 3.52 .931
0.130 .897

남자 107 3.53 .828

가치

인식

여자 215 3.47 .885
1.588 .113

남자 107 3.30 .882

자기

조절력

여자 214 3.23 .899
-.088 .930

남자 107 3.24 .889

수학불안

극복

여자 214 3.04 .954
-.641 .522

남자 107 3.10 .812

<표 7> 정의적 특성의 각 하위 요소 실천에 대한 성별

집단 실태 - 수업실행단계

<그림 4> 정의적 특성의 각 하위 요소 실천에 대한

성별 집단 실태 - 수업실행단계

차이가 가장 작은 요소는 자기효능감과 자기조절력으로 나타났다.

5. 향후 정의적 특성을 고려한 수업 설계 및 실행 계획

향후 정의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한 성별 집단 간 응답

결과는 <표 8> 및 <그림 5>와 같다.

여교사 집단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약 86%가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약 4%는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

고, 남교사 집단의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77%가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약 5%는 없다고 응답하였다. 따라

서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경우, 정의적 특성을 고려한 향후 수업 설계 및 실행 계획에 대해서 남교사와 여

교사 집단 모두에서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으나, 여교사 집단에

서 긍정적인 반응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6.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 인식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을 묻는 문항에 대한 성별 집단 간 응답 결과는 <표 9> 및 <그

림6>과 같다. 여교사 집단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약 64%가 긍정적인 응답을, 13%만이 부정적인 응답을 주었고,

남교사 집단의 경우에는 전체 응답자의 약 58%가 긍정적인 응답을, 22%는 부정적인 응답을 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경우,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남교사 집단은 여교사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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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응답 빈도 및 백분율(%)

합계
예 아니오 모름

여자 199(92.1) 1(.5) 16(7.4) 216(100)

남자 97(89.8) 2(1.9) 9(8.3) 108(100)

전체 296(91.4) 3(.9) 25(7.7) 324(100)

<표 5> 정의적 특성을 고려한 수업 계획 및 실행의 필요성

<그림 2> 정의적 특성을 고려한 수업 계획 및 실행의 필요성

요인 성별 N M SD t p

학생의

흥미

여자 217 3.71 .993
-.753 .452

남자 107 3.79 1.026

자기

효능감

여자 217 3.42 .950
.189 .850

남자 107 3.40 1.063

가치

인식

여자 217 3.50 .908
.536 .593

남자 107 3.44 .953

자기

조절력

여자 216 3.17 .809
.799 .425

남자 107 3.09 .853

수학불안

극복

여자 215 2.97 .929
-1.222 .223

남자 107 3.10 .951

<표 6> 정의적 특성의 각 하위 요소 실천에 대한 성별

집단 실태 - 수업계획단계

<그림 3> 정의적 특성의 각 하위 요소 실천에 대

한 성별 집단 실태 - 수업계획단계

3. 수업의 계획 단계에서 정의적 특성의 각 하위 요소에 대한 실천

수업의 계획 단계에서 정의적 특성의 각 하위 요소를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하여 수업 설계를 하는지에 대해

서 묻는 문항에 대한 성별 집단 간 평균을 산출한 결과는 <표 6> 및 <그림 3>과 같다. t-검증 결과 유의수준

0.01에서 5가지 하위 요소 모두에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자기효능감, 가치인식,

자기조절력의 요소에서는 여교사 집단의 평균이 남교사 집단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고, 학생의 흥미, 수학불안극

복의 요소에서는 남교사 집단의 평균이 여교사 집단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하위 요소 중에서 두 집단 간 차

이가 가장 큰 요소는 수학불안극복으로 나타났고, 차이가 가장 작은 요소는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다.

4. 수업 실행의 단계에서 정의적 특성의 각 하위 요소에 대한 실천

수업 실행의 단계에서 정의적 특성의 각 하위 요소를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하여 실제로 수업을 수행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한 성별 집단 간 평균을 산출한 결과는 <표 7> 및 <그림 4>와 같다. t-검증 결과 유의수준 0.01

에서 5가지 하위 요소 모두에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가치인식을 제외한 나머지

하위 요소 모두에서 남교사 집단의 평균이 여교사 집단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

들의 경우 남교사가 여교사 보다 수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가치인식을 제외한 나머지 정의적 특성의 하위

요소를 더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집단 간 차이가 가장 큰 요소는 가치인식으로 나타났고,

한 혜 숙․최 계 현372

성별
응답 빈도 및 백분율(%)

합계
예 아니오 모름

여자 186(85.7) 8(3.7) 23(10.6) 217(100)

남자 82(77.4) 5(4.7) 19(17.9) 106(100)

전체 268(83) 13(4) 42(13) 323(100)

<표 8> 향후 정의적 특성을 고려한 수업 계획

<그림 5> 향후 정의적 특성을 고려한 수업 계획

요인 성별 N M SD t p

학생의

흥미

여자 214 3.59 1.001
-.909 .364

남자 107 3.70 .993

자기

효능감

여자 212 3.52 .931
0.130 .897

남자 107 3.53 .828

가치

인식

여자 215 3.47 .885
1.588 .113

남자 107 3.30 .882

자기

조절력

여자 214 3.23 .899
-.088 .930

남자 107 3.24 .889

수학불안

극복

여자 214 3.04 .954
-.641 .522

남자 107 3.10 .812

<표 7> 정의적 특성의 각 하위 요소 실천에 대한 성별

집단 실태 - 수업실행단계

<그림 4> 정의적 특성의 각 하위 요소 실천에 대한

성별 집단 실태 - 수업실행단계

차이가 가장 작은 요소는 자기효능감과 자기조절력으로 나타났다.

5. 향후 정의적 특성을 고려한 수업 설계 및 실행 계획

향후 정의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한 성별 집단 간 응답

결과는 <표 8> 및 <그림 5>와 같다.

여교사 집단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약 86%가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약 4%는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

고, 남교사 집단의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77%가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약 5%는 없다고 응답하였다. 따라

서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경우, 정의적 특성을 고려한 향후 수업 설계 및 실행 계획에 대해서 남교사와 여

교사 집단 모두에서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으나, 여교사 집단에

서 긍정적인 반응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6.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 인식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을 묻는 문항에 대한 성별 집단 간 응답 결과는 <표 9> 및 <그

림6>과 같다. 여교사 집단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약 64%가 긍정적인 응답을, 13%만이 부정적인 응답을 주었고,

남교사 집단의 경우에는 전체 응답자의 약 58%가 긍정적인 응답을, 22%는 부정적인 응답을 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경우,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남교사 집단은 여교사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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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응답 빈도 및 백분율(%)

합계
예 아니오 모름

여자 138(63.6) 28(12.9) 51(23.5) 217(100)

남자 62(57.9) 24(22.4) 21(19.6) 107(100)

전체 200(61.7) 52(16) 72(22.2) 324(100)

<표 9> 정의적 특성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

<그림 6> 정의적 특성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

요인 성별 N M SD t p

학생의

흥미

여자 212 2.61 1.181
.366 .715

남자 104 2.56 1.113

자기

효능감

여자 213 3.07 1.184
.871 .385

남자 105 2.94 1.184

가치

인식

여자 212 2.98 1.184
1.076 .283

남자 105 2.83 1.197

자기

조절력

여자 213 3.03 1.099
2.143 .033

남자 105 2.74 1.152

수학불안

극복

여자 213 2.76 1.102
1.066 .287

남자 105 2.62 1.023

<표 10> 정의적 특성의 각 하위 요소 평가 실천에 대

한 성별 집단 실태

<그림 7> 정의적 특성의 각 하위 요소 평가 실천에

대한 성별 집단 실태

단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교사의 비율이 더 낮은데 반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나 여교

사들이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7. 학생 평가의 단계에서 정의적 특성의 각 하위 요소에 대한 평가 실천

학생 평가의 단계에서 정의적 특성의 각 하위 요소들을 어느 정도로 반영하여 평가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

에 대한 성별 집단 간 평균을 산출한 결과는 <표 10> 및 <그림 7>과 같다. t-검증 결과 유의수준 0.01에서 5가

지 하위 요소 모두에 대해서는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5가지 하위

요소 모두에서 여교사 집단의 평균이 남교사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경

우, 여교사가 남교사 보다 학생 평가에 정의적 특성의 각 하위 요소를 더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하위 요소 중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가장 큰 것은 자기조절력이었고 차이가 가장 작은 것은 학생의 흥미로

나타났다.

8. 향후 정의적 특성을 고려한 학생 평가 계획

향후 정의적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들을 평가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한 성별 집단 간 응답 결과

는 <표 11> 및 <그림 8>과 같다.

여교사 집단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약 58%가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단지 16%만이 계획이 없다고 응

한 혜 숙․최 계 현374

성별
응답 빈도 및 백분율(%)

합계
예 아니오 모름

여자 126(57.8) 35(16.1) 57(26.1) 218(100)

남자 46(42.2) 33(30.3) 30(27.5) 109(100)

전체 172(52.6) 68(20.8) 87(26.6) 327(100)

<표 11> 향후 정의적 특성을 고려한 학생 평가 계획

<그림 8> 향후 정의적 특성을 고려한 학생 평가 계획

성별
응답 빈도 및 백분율(%)

합계
예 아니오 모름

여자 196(89.9) 7(3.2) 15(6.9) 218(100)

남자 86(78.9) 7(6.4) 16(14.7) 109(100)

전체 282(86.2) 14(4.3) 31(9.5) 327(100)

<표 12> 정의적 측면에서 수업 반성 필요성

<그림 9> 정의적 측면에서 수업 반성 필요성

답하였고 남교사 집단의 경우는 약 42%가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30%는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여교

사 집단의 경우 긍정적인 응답과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 차가 큰 반면 남교사 집단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응답과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 차가 다소 작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경우 여교사들이 남교사보다

향후 정의적 특성을 고려한 평가 계획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9. 정의적 측면에서 수업 반성의 필요성 인식

정의적 측면에서 수업 반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묻는 문항에 대한 성별 집단 간 응답 결과는 <표 12> 및

<그림 9>와 같다. 여교사 집단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약 9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단지 약 3%만이 필요

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남교사 집단의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약 79%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약 6%는 필

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 문항의 경우도 여교사 집단에서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났고, 부정

적인 응답의 비율은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경우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정의적 측면

에서 수업 반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0. 수업 반성의 단계에서 정의적 특성의 각 하위 요소의 실천

수업 반성의 단계에서 정의적 특성의 각 하위 요소를 어느 정도로 고려하여 수업 반성을 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에 대한 성별 집단 간 평균을 산출한 결과는 <표 13> 및 <그림 10>과 같다. t-검증 결과 유의수준 0.01에

서 가치인식, 자기조절력, 수학불안극복의 요소에서 남교사 집단과 여교사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세 요소 모두에서 여교사 집단의 평균이 남교사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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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응답 빈도 및 백분율(%)

합계
예 아니오 모름

여자 138(63.6) 28(12.9) 51(23.5) 217(100)

남자 62(57.9) 24(22.4) 21(19.6) 107(100)

전체 200(61.7) 52(16) 72(22.2) 324(100)

<표 9> 정의적 특성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

<그림 6> 정의적 특성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

요인 성별 N M SD t p

학생의

흥미

여자 212 2.61 1.181
.366 .715

남자 104 2.56 1.113

자기

효능감

여자 213 3.07 1.184
.871 .385

남자 105 2.94 1.184

가치

인식

여자 212 2.98 1.184
1.076 .283

남자 105 2.83 1.197

자기

조절력

여자 213 3.03 1.099
2.143 .033

남자 105 2.74 1.152

수학불안

극복

여자 213 2.76 1.102
1.066 .287

남자 105 2.62 1.023

<표 10> 정의적 특성의 각 하위 요소 평가 실천에 대

한 성별 집단 실태

<그림 7> 정의적 특성의 각 하위 요소 평가 실천에

대한 성별 집단 실태

단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교사의 비율이 더 낮은데 반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나 여교

사들이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7. 학생 평가의 단계에서 정의적 특성의 각 하위 요소에 대한 평가 실천

학생 평가의 단계에서 정의적 특성의 각 하위 요소들을 어느 정도로 반영하여 평가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

에 대한 성별 집단 간 평균을 산출한 결과는 <표 10> 및 <그림 7>과 같다. t-검증 결과 유의수준 0.01에서 5가

지 하위 요소 모두에 대해서는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5가지 하위

요소 모두에서 여교사 집단의 평균이 남교사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경

우, 여교사가 남교사 보다 학생 평가에 정의적 특성의 각 하위 요소를 더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하위 요소 중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가장 큰 것은 자기조절력이었고 차이가 가장 작은 것은 학생의 흥미로

나타났다.

8. 향후 정의적 특성을 고려한 학생 평가 계획

향후 정의적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들을 평가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한 성별 집단 간 응답 결과

는 <표 11> 및 <그림 8>과 같다.

여교사 집단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약 58%가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단지 16%만이 계획이 없다고 응

한 혜 숙․최 계 현374

성별
응답 빈도 및 백분율(%)

합계
예 아니오 모름

여자 126(57.8) 35(16.1) 57(26.1) 218(100)

남자 46(42.2) 33(30.3) 30(27.5) 109(100)

전체 172(52.6) 68(20.8) 87(26.6) 327(100)

<표 11> 향후 정의적 특성을 고려한 학생 평가 계획

<그림 8> 향후 정의적 특성을 고려한 학생 평가 계획

성별
응답 빈도 및 백분율(%)

합계
예 아니오 모름

여자 196(89.9) 7(3.2) 15(6.9) 218(100)

남자 86(78.9) 7(6.4) 16(14.7) 109(100)

전체 282(86.2) 14(4.3) 31(9.5) 327(100)

<표 12> 정의적 측면에서 수업 반성 필요성

<그림 9> 정의적 측면에서 수업 반성 필요성

답하였고 남교사 집단의 경우는 약 42%가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30%는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여교

사 집단의 경우 긍정적인 응답과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 차가 큰 반면 남교사 집단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응답과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 차가 다소 작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경우 여교사들이 남교사보다

향후 정의적 특성을 고려한 평가 계획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9. 정의적 측면에서 수업 반성의 필요성 인식

정의적 측면에서 수업 반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묻는 문항에 대한 성별 집단 간 응답 결과는 <표 12> 및

<그림 9>와 같다. 여교사 집단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약 9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단지 약 3%만이 필요

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남교사 집단의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약 79%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약 6%는 필

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 문항의 경우도 여교사 집단에서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났고, 부정

적인 응답의 비율은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경우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정의적 측면

에서 수업 반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0. 수업 반성의 단계에서 정의적 특성의 각 하위 요소의 실천

수업 반성의 단계에서 정의적 특성의 각 하위 요소를 어느 정도로 고려하여 수업 반성을 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에 대한 성별 집단 간 평균을 산출한 결과는 <표 13> 및 <그림 10>과 같다. t-검증 결과 유의수준 0.01에

서 가치인식, 자기조절력, 수학불안극복의 요소에서 남교사 집단과 여교사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세 요소 모두에서 여교사 집단의 평균이 남교사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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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응답 빈도 및 백분율(%)

합계
예 아니오 모름

여자 183(86.3) 6(2.8) 23(10.8) 212(100)

남자 75(70.1) 8(7.5) 24(22.4) 107(100)

전체 258(80.9) 14(4.4) 47(14.7) 319(100)

<표 14> 향후 정의적 특성을 고려한 수업 반성 계획

<그림 11> 향후 정의적 특성을 고려한 수업 반성 계획

요인 성별 N M SD t p

학생의

흥미

여자 214 3.71 .979
.640 .523

남자 107 3.63 1.170

자기

효능감

여자 215 3.59 .902
1.686 .094

남자 107 3.38 1.070

가치

인식

여자 214 3.62 .936
4.110 .000

남자 107 3.15 1.008

자기

조절력

여자 215 3.39 .904
3.271 .001

남자 107 3.03 .966

수학불안

극복

여자 215 3.32 .987
2.746 .006

남자 107 2.99 1.032

<표 13> 정의적 특성의 각 하위 요소 실천에 대한 성

별 집단 실태 - 수업반성단계

<그림 10> 정의적 특성의 각 하위 요소 실천에 대

한 성별 집단 실태 - 수업반성단계

학생의 흥미와 자기효능감 요소의 경우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두 요소 모

두에서도 여교사 집단의 평균이 남교사 집단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경우,

여교사가 남교사 보다 수업 반성의 단계에서 정의적 특성의 각 하위 요소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위 요소 중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가장 큰 것은 가치인식이었고, 차이가 가장 작은 것은 학생의

흥미로 나타났다.

11. 향후 정의적 특성을 고려한 수업 반성 계획

향후 정의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을 반성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한 성별 집단 간 응답 결과는

<표 14> 및 <그림 11>과 같다. 여교사 집단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약 86%가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3%

는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남교사 집단의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약 70%가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약

8%는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 문항에서도 여교사 집단이 남교사 집단에 비해서 긍정적인 응답을 준 비율

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부정적인 응답을 준 비율은 더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경우,

향후 정의적 특성을 고려한 수업 반성에 대해서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2. 교사 자신의 수업을 통한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의 각 하위 요소에 대한 성취도

교사 자신의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정의적 영역의 각 하위 요소에 대해 어느 정도의 성취를 이룬다고 생각

한 혜 숙․최 계 현376

하는지 묻는 문항에 대한 성별 집단 간 평균을 산출한 결과는 <표 15> 및 <그림 12>와 같다. t-검증 결과 유

의수준 0.01에서 가치인식과 수학불안극복의 요소에서는 남교사 집단과 여교사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교사 집단의 평균이 남교사 집단의 평균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비록 학생의 흥

미, 자기효능감, 자기조절력의 경우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세 요소 모두에서

도 여교사 집단의 평균이 남교사 집단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경우, 여교사

들이 남교사들에 비해 자신의 수업을 통한 학생들의 정의적 성취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앞서 제시한 설문 문항 결과에 의하면 여교사들이 남교사들에 비해 수업의 계획, 학생 평가, 반성의

단계에서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볼 때,

여교사들은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만큼 자신의 수업을 통한 학생들의 정의적 성취에 대한 기대도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하위 요소 중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가장 큰 것은 가치인식과 수학불안극복이었고 차이가 가

장 작은 것은 학생의 흥미로 나타났다.

요인 성별 N M SD t p

학생의

흥미

여자 212 3.21 .987
1.102 .312

남자 107 3.09 .996

자기

효능감

여자 210 3.24 .860
1.988 .048

남자 107 3.04 .889

가치

인식

여자 209 3.22 .853
2.811 .005

남자 107 2.93 .898

자기

조절력

여자 211 3.05 .812
2.065 .040

남자 107 2.85 .845

수학불안

극복

여자 210 3.00 .883
2.720 .007

남자 107 2.71 .880

<표 15> 교사의 수업을 통한 학생들의 정의적 성취에

대한 성별 집단 간의 인식 차이

<그림 12> 교사의 수업을 통한 학생들의 정의적 성

취에 대한 성별 집단 간의 인식 차이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중등 수학교사들의 수업의 각 단계에서 정의적 특성에 대한 인식 및 실태를 파악

하기 위해서 경기도 지역의 수학교사 3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다음

과 같은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

연구문제 1. 수학 수업의 각 단계에서 정의적 특성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 인식에 관해서 남교사와 여교사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가?

수학 교수․학습과정에서 정의적 특성의 각 하위 요소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의 설문결과 유의수준 0.01에서

가치인식과 수학불안극복의 요소에서 본 연구에 참여한 남교사와 여교사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5개 하위 요소 모두에서 여교사 집단의 평균이 남교사 집단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설문 문항, 즉 수업의 각 단계(수업의 계획 및 실행, 학생평가, 반성의 단계)에

서 학생들의 수학 교과에 대한 정의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문항의 결과는 여교사 집단이 남

교사 집단보다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에서 정의적 특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교사의 비율이 부정적인 응답을 준 교사의 비율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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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응답 빈도 및 백분율(%)

합계
예 아니오 모름

여자 183(86.3) 6(2.8) 23(10.8) 212(100)

남자 75(70.1) 8(7.5) 24(22.4) 107(100)

전체 258(80.9) 14(4.4) 47(14.7) 319(100)

<표 14> 향후 정의적 특성을 고려한 수업 반성 계획

<그림 11> 향후 정의적 특성을 고려한 수업 반성 계획

요인 성별 N M SD t p

학생의

흥미

여자 214 3.71 .979
.640 .523

남자 107 3.63 1.170

자기

효능감

여자 215 3.59 .902
1.686 .094

남자 107 3.38 1.070

가치

인식

여자 214 3.62 .936
4.110 .000

남자 107 3.15 1.008

자기

조절력

여자 215 3.39 .904
3.271 .001

남자 107 3.03 .966

수학불안

극복

여자 215 3.32 .987
2.746 .006

남자 107 2.99 1.032

<표 13> 정의적 특성의 각 하위 요소 실천에 대한 성

별 집단 실태 - 수업반성단계

<그림 10> 정의적 특성의 각 하위 요소 실천에 대

한 성별 집단 실태 - 수업반성단계

학생의 흥미와 자기효능감 요소의 경우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두 요소 모

두에서도 여교사 집단의 평균이 남교사 집단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경우,

여교사가 남교사 보다 수업 반성의 단계에서 정의적 특성의 각 하위 요소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위 요소 중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가장 큰 것은 가치인식이었고, 차이가 가장 작은 것은 학생의

흥미로 나타났다.

11. 향후 정의적 특성을 고려한 수업 반성 계획

향후 정의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을 반성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한 성별 집단 간 응답 결과는

<표 14> 및 <그림 11>과 같다. 여교사 집단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약 86%가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3%

는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남교사 집단의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약 70%가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약

8%는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 문항에서도 여교사 집단이 남교사 집단에 비해서 긍정적인 응답을 준 비율

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부정적인 응답을 준 비율은 더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경우,

향후 정의적 특성을 고려한 수업 반성에 대해서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2. 교사 자신의 수업을 통한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의 각 하위 요소에 대한 성취도

교사 자신의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정의적 영역의 각 하위 요소에 대해 어느 정도의 성취를 이룬다고 생각

한 혜 숙․최 계 현376

하는지 묻는 문항에 대한 성별 집단 간 평균을 산출한 결과는 <표 15> 및 <그림 12>와 같다. t-검증 결과 유

의수준 0.01에서 가치인식과 수학불안극복의 요소에서는 남교사 집단과 여교사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교사 집단의 평균이 남교사 집단의 평균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비록 학생의 흥

미, 자기효능감, 자기조절력의 경우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세 요소 모두에서

도 여교사 집단의 평균이 남교사 집단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경우, 여교사

들이 남교사들에 비해 자신의 수업을 통한 학생들의 정의적 성취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앞서 제시한 설문 문항 결과에 의하면 여교사들이 남교사들에 비해 수업의 계획, 학생 평가, 반성의

단계에서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볼 때,

여교사들은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만큼 자신의 수업을 통한 학생들의 정의적 성취에 대한 기대도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하위 요소 중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가장 큰 것은 가치인식과 수학불안극복이었고 차이가 가

장 작은 것은 학생의 흥미로 나타났다.

요인 성별 N M SD t p

학생의

흥미

여자 212 3.21 .987
1.102 .312

남자 107 3.09 .996

자기

효능감

여자 210 3.24 .860
1.988 .048

남자 107 3.04 .889

가치

인식

여자 209 3.22 .853
2.811 .005

남자 107 2.93 .898

자기

조절력

여자 211 3.05 .812
2.065 .040

남자 107 2.85 .845

수학불안

극복

여자 210 3.00 .883
2.720 .007

남자 107 2.71 .880

<표 15> 교사의 수업을 통한 학생들의 정의적 성취에

대한 성별 집단 간의 인식 차이

<그림 12> 교사의 수업을 통한 학생들의 정의적 성

취에 대한 성별 집단 간의 인식 차이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중등 수학교사들의 수업의 각 단계에서 정의적 특성에 대한 인식 및 실태를 파악

하기 위해서 경기도 지역의 수학교사 3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다음

과 같은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

연구문제 1. 수학 수업의 각 단계에서 정의적 특성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 인식에 관해서 남교사와 여교사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가?

수학 교수․학습과정에서 정의적 특성의 각 하위 요소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의 설문결과 유의수준 0.01에서

가치인식과 수학불안극복의 요소에서 본 연구에 참여한 남교사와 여교사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5개 하위 요소 모두에서 여교사 집단의 평균이 남교사 집단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설문 문항, 즉 수업의 각 단계(수업의 계획 및 실행, 학생평가, 반성의 단계)에

서 학생들의 수학 교과에 대한 정의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문항의 결과는 여교사 집단이 남

교사 집단보다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에서 정의적 특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교사의 비율이 부정적인 응답을 준 교사의 비율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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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의적 특성을 반영한 학생평가의 필요성의 경우 수업의 계획 및 실행과 반성단계에서 정의적 특성 반영

의 필요성을 묻는 문항과 비교해보면 두 집단 모두에서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은 증가하여 두 집단 모두에서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

게 나타났다. 이는 남교사 집단에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났다. 비록 2007,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문서에는

학생들의 인지적 특성뿐 아니라 정의적 특성 또한 평가를 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나 학교 현장이나 대학 입시 등

의 평가에서 주로 학생들의 인지적 성취에 평가 초점이 맞춰있다 보니 교사들이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거나 직접 수행할 의지가 적은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성향

은 본 연구에서는 남교사 집단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구문제 2. 정의적 특성을 고려한 수업 실태에 대해서 남교사와 여교사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가?

정의적 특성을 고려한 수업 실태의 경우 수업의 계획, 실행, 학생평가의 단계에서 정의적 특성의 5개 하위 요

소 모두에 대해서 유의수준 0.01에서 본 연구에 참여한 남교사와 여교사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수업의 계획 단계에서는 자기효능감, 가치인식, 자기조절력의 요소에서 여교사 집단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고, 흥미와 수학불안의 요소에서는 남교사 집단의 평균이 더 높았다. 실행 단계에서는 가치인식 요소

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요소 모두에서 남교사 집단의 평균이 더 높았고 학생 평가의 단계에서는 5개 하위 요

소 모두에서 여교사 집단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수업 반성의 단계에서는 가치인식, 자기조절력, 수학불안

극복 요소에서 유의수준 0.01에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5개 하위 요소 모두에 대해

서 여교사 집단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남교사 집단은 수업의 실행 과정에서는 정의적

특성을 여교사들보다 조금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업의 계획, 학생 평가 및 반성의 단계에서는 여교

사들이 남교사들보다 정의적 특성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의적 특성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과 정의적 측면에서의 수업 반성의 필요성을 묻는 문항에 대한 결과와도 일관성을 보인다.

연구문제 3. 정의적 특성과 관련된 향후 수업 계획 및 의지에 대해서 남교사와 여교사 집단 간에 차이가 있

는가?

향후 수업의 각 단계(계획 및 실행, 학생평가, 수업반성)에서 정의적 특성을 반영할 계획이나 의지를 묻는 문

항에 대해 본 연구에 참여한 여교사 집단에서 남교사 집단보다 긍정적 응답을 준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수업 계획 및 실행, 수업반성의 계획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에서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부정적인 응답의 비

율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으나 학생평가의 계획에 대해서는 다른 문항에 비해서 두 집단 모두 긍정적인 응답

을 준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부정적인 응답을 준 비율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여교사 집단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약 58%가 긍정적인 응답을 16%만이 부정적인 응답을 준 반면, 남교사 집단의 경우는 전체 응

답자 중 약 42%가 긍정적인 응답을 주었고 30%는 부정적인 응답을 주어 이러한 경향이 남교사 집단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제시한 연구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현장에서 정의적 특성에 대한 평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가 제도나 입시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정의적 특성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및 실천 의

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교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사 연구회나 교사 연수 등의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서 정의적 특성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교사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교사의 성별도 수업방식의 차이를 만드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던 선행연구(박경미, 2004; 이희숙⋅정세

영, 2011)에서 처럼 본 연구 결과에서도 교사의 성별에 따라 정의적 특성을 수업에 반영하는 경향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교사의 성별에 따른 수업 방식의 차이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희숙⋅정세영 2011) 교사의 성차는 교육 현장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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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성차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여교사와 남교사들이 자

신의 교수․학습 전략에 대해서 상호 보완 할 수 있도록 여교사․남교사 간의 팀티칭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

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향후 정의적 특성을 고려한 학생 평가 계획에 대해서 여교사 집단이 남교사 집단보다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묻는 결과와 비교하면 긍정적인 비율은 낮아지

고 부정적인 비율은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남교사 집단에서 더욱 명백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정의

적 특성에 대한 평가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두 집단의 교사들에게 정의적 특성 평가에 대한 구체

적인 평가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안내가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남교사의 경우 정의적 특성의 평가에 대한

교사 신념에서의 변화가 더 요구된다.

넷째, 교사 자신의 수업을 통한 학생들의 정의적 성취 정도를 묻는 문항의 경우 5개 하위 요소 모두에서 여

교사 집단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대체로 여교사들이 남교사들에 비해서 수업의 계획, 학생평가, 반성의 단

계에서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교사들은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노

력한 만큼 자신의 수업을 통한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도 보다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

다. 그러나 기존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선행 연구 결과(박선화 외, 2010)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생

들의 정의적 특성은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본 연구의 결과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선

행연구의 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겠지만, 교사의 노력이 실제로 학습자의 입장에서 어

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관찰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성별에 따른 중등 수학교사들의 수업의 각 단계에서 정의적 특성에 대한 인식 및 실태

를 파악하기 위해서 경기도 지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시도

지역의 교사들의 인식으로 일반화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국내에서 수학 교사를 중심으

로 수행된 성차에 관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이러한 연구 결과가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되어 수학교육 분야에서 교사의 성차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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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의적 특성을 반영한 학생평가의 필요성의 경우 수업의 계획 및 실행과 반성단계에서 정의적 특성 반영

의 필요성을 묻는 문항과 비교해보면 두 집단 모두에서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은 증가하여 두 집단 모두에서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

게 나타났다. 이는 남교사 집단에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났다. 비록 2007,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문서에는

학생들의 인지적 특성뿐 아니라 정의적 특성 또한 평가를 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나 학교 현장이나 대학 입시 등

의 평가에서 주로 학생들의 인지적 성취에 평가 초점이 맞춰있다 보니 교사들이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거나 직접 수행할 의지가 적은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성향

은 본 연구에서는 남교사 집단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구문제 2. 정의적 특성을 고려한 수업 실태에 대해서 남교사와 여교사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가?

정의적 특성을 고려한 수업 실태의 경우 수업의 계획, 실행, 학생평가의 단계에서 정의적 특성의 5개 하위 요

소 모두에 대해서 유의수준 0.01에서 본 연구에 참여한 남교사와 여교사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수업의 계획 단계에서는 자기효능감, 가치인식, 자기조절력의 요소에서 여교사 집단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고, 흥미와 수학불안의 요소에서는 남교사 집단의 평균이 더 높았다. 실행 단계에서는 가치인식 요소

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요소 모두에서 남교사 집단의 평균이 더 높았고 학생 평가의 단계에서는 5개 하위 요

소 모두에서 여교사 집단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수업 반성의 단계에서는 가치인식, 자기조절력, 수학불안

극복 요소에서 유의수준 0.01에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5개 하위 요소 모두에 대해

서 여교사 집단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남교사 집단은 수업의 실행 과정에서는 정의적

특성을 여교사들보다 조금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업의 계획, 학생 평가 및 반성의 단계에서는 여교

사들이 남교사들보다 정의적 특성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의적 특성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과 정의적 측면에서의 수업 반성의 필요성을 묻는 문항에 대한 결과와도 일관성을 보인다.

연구문제 3. 정의적 특성과 관련된 향후 수업 계획 및 의지에 대해서 남교사와 여교사 집단 간에 차이가 있

는가?

향후 수업의 각 단계(계획 및 실행, 학생평가, 수업반성)에서 정의적 특성을 반영할 계획이나 의지를 묻는 문

항에 대해 본 연구에 참여한 여교사 집단에서 남교사 집단보다 긍정적 응답을 준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수업 계획 및 실행, 수업반성의 계획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에서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부정적인 응답의 비

율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으나 학생평가의 계획에 대해서는 다른 문항에 비해서 두 집단 모두 긍정적인 응답

을 준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부정적인 응답을 준 비율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여교사 집단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약 58%가 긍정적인 응답을 16%만이 부정적인 응답을 준 반면, 남교사 집단의 경우는 전체 응

답자 중 약 42%가 긍정적인 응답을 주었고 30%는 부정적인 응답을 주어 이러한 경향이 남교사 집단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제시한 연구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현장에서 정의적 특성에 대한 평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가 제도나 입시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정의적 특성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및 실천 의

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교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사 연구회나 교사 연수 등의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서 정의적 특성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교사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교사의 성별도 수업방식의 차이를 만드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던 선행연구(박경미, 2004; 이희숙⋅정세

영, 2011)에서 처럼 본 연구 결과에서도 교사의 성별에 따라 정의적 특성을 수업에 반영하는 경향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교사의 성별에 따른 수업 방식의 차이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희숙⋅정세영 2011) 교사의 성차는 교육 현장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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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성차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여교사와 남교사들이 자

신의 교수․학습 전략에 대해서 상호 보완 할 수 있도록 여교사․남교사 간의 팀티칭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

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향후 정의적 특성을 고려한 학생 평가 계획에 대해서 여교사 집단이 남교사 집단보다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묻는 결과와 비교하면 긍정적인 비율은 낮아지

고 부정적인 비율은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남교사 집단에서 더욱 명백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정의

적 특성에 대한 평가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두 집단의 교사들에게 정의적 특성 평가에 대한 구체

적인 평가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안내가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남교사의 경우 정의적 특성의 평가에 대한

교사 신념에서의 변화가 더 요구된다.

넷째, 교사 자신의 수업을 통한 학생들의 정의적 성취 정도를 묻는 문항의 경우 5개 하위 요소 모두에서 여

교사 집단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대체로 여교사들이 남교사들에 비해서 수업의 계획, 학생평가, 반성의 단

계에서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교사들은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노

력한 만큼 자신의 수업을 통한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도 보다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

다. 그러나 기존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선행 연구 결과(박선화 외, 2010)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생

들의 정의적 특성은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본 연구의 결과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선

행연구의 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겠지만, 교사의 노력이 실제로 학습자의 입장에서 어

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관찰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성별에 따른 중등 수학교사들의 수업의 각 단계에서 정의적 특성에 대한 인식 및 실태

를 파악하기 위해서 경기도 지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시도

지역의 교사들의 인식으로 일반화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국내에서 수학 교사를 중심으

로 수행된 성차에 관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이러한 연구 결과가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되어 수학교육 분야에서 교사의 성차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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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eachers' gender difference in teachers' perceptions of the affective domain 
in teaching practice.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327 secondary mathematics teachers in Gyeonggi-do by survey 
method. According to the results, female teachers showed more positive responses in perceptions of the affective 
domain and teaching practices in the aspect of affective domain at the stage of planning lessons, assessing students, 
and reflecting lessons. Especially, female group showed higher mean scores than male group in the perception of the 
value of mathematics at the all stages of t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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