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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수학교사의 수학 학습동기 특징 분석

이종학1)․김소민2)

본 연구에서는 예비 수학교사들의 수학에 대한 학습동기를 측정 및 분석함으로써, 예비 수학교사들
의 정의적 측면을 이해하고 유능한 수학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수학교사 전문성 개발의 시사점을 찾아
보고자 하였다. 학습동기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통해 학습동기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를 추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예비 수학교사들의 수학 학습동기를 조사할 자체 설문도구를 개발하였다. 한 지방의 사
범대학 수학교육과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대학생활 동안 예비 수학교사들이 겪
는 전반적인 수학 수업에서의 학습동기와 그 구성 요소인 가치, 자기효능감, 흥미에 대한 특징, 그리고
미래의 수학교사로서 선호하는 학습동기 유발 방법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예비 수학교
사들의 전반적인 학습동기는 학년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학습동기의 3가지 구성 요소 중 자기효
능감과 흥미 요소에서 학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의 수학교사로서
학생들의 수학 학습동기를 유발하는데 주로 선호하는 방법은 수학 학습의 흥미를 유도하는 유형이었으
며, 구조적인 측면이나 수학 학습의 관련성을 중시하는 유형은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따라서 학
습동기를 강화시키기 위해 예비 수학교사들의 자기효능감과 학습의 흥미 또는 즐거움을 증진시킬 필요
가 있으며, 수학교사로서의 전문성 개발 측면에서 수학 학습동기 유발 형태에 대한 여러 가지의 다양
한 소재 개발의 경험을 시켜줄 학습지도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주요용어 : 수학 학습동기, 예비 수학교사, 교사교육

I. 서론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 또는 능력이 필요할까? 누구
나 한 번쯤은 궁금해할 만한 질문이다. Kilpatrick, Swafford, & Findell(2001)이 제시한 수학을 성공적
으로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 수학적 능숙도(mathematical proficiency)에 대한 5가지 구성 요소는 개념
적 이해(conceptual understanding), 절차적 유창성(procedural fluency), 전략적 역량(strategic
competence), 적응적 추론(adaptive reasoning), 생산적 성향(productive disposition)으로, 그들은 이를
5개의 꼬인 가닥들의 이미지로 나타냈다([그림 Ⅰ-1]). 여기서 특히 생산적 성향은 근면성과 자기 효
능에 대한 믿음과 결합하여 수학을 합리적이고 유용하며 가치 있는 것으로 보고자 하는 성향을 말하
는데, 이는 수학학습에 대한 정의적 영역을 말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수학을 잘한다,
수학에 능숙하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인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정의적 영역의 발달도 뒷받침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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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동안 PISA와 TIMSS 등의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인지적 영
역에서는 높은 성취를 보인 반면, 흥미와 자신감 등의 정의적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성취
를 보여 왔다(PISA, 2012; 2015; TIMSS, 2011; 2015). 최근 시행한 TIMSS 2015의 중학교 2학년(8학
년) 수학 영역의 결과를 살펴보면, 수학 성취도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위를 차지했으나, 수학에 대한
수업 몰입도, 흥미, 자신감 및 태도는 국제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림 Ⅰ-1] 수학적 능숙도(mathematical proficiency)의 5가지 구성 요소(Kilpatrick, Swafford, & Findell, 
2001, p. 5)

우리나라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의 신장을 위해 2015개정 수학과 교육과정(교육부, 2015)에서는 6가
지 수학 교과 역량 중 정의적 영역과 관련 있는 역량인 태도 및 실천을 제시하였다. 이는 “수학의 가
치를 인식하고 자주적 수학 학습 태도와 민주 시민 의식을 갖추어 실천하는 능력”(p. 4)으로 학생들이
“수학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이해하고 수학 학습의 즐거움을 느끼며,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기
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p. 4). 이러한 수학에 대한 정의적 영역은 수학 공부를 하는 상황 및 맥락 또
는 배경으로써 수학을 배우고자 하는 의지와 학습동기 유발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수학 학습동기라는 것은 수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동력과 추진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수학 학습에

대한 동기유발이 잘 되면 장기간에 걸친 인내와 호기심으로 학생들 스스로 수학 공부에 몰입할 수 있
게 된다. 그러나 수학을 싫어하거나 공부하기 힘들어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늘어나, ‘수포자’라는
용어가 생긴 지도 오래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할
것인가, 어떻게 학습동기를 유발시킬 것인가는 수학교육계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교사의 역
할이 중요한데,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학습동기에 영향을 줄 수는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학습동기를 자극할 수도 있고 소멸시킬 수도 있다”(Keller & 송상호, 1999, p. 4). 그
러나 이러한 문제는 비단 현직 수학교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예비 수학교사 또한 미래의 수학교사로
서 학생들의 학습동기 증진을 위한 방법들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해야 할 때이다.
예비교사들은 대학에서는 학생의 입장으로 그리고 곧 교사가 될 입장으로서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 볼 최적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비교사들은 대학생으로서 학업, 대인관
계, 대학생활, 취업 등의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한다. 좋은 학업 성적은 진로 선택이나 취업 성공에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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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학 생활 중 학업은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최주영, 김경
희, 2018, p. 88). 또한, 대학생의 학업 성취가 학생 개인의 성공 이외에도 대학교육의 성과 지표로 평
가되기 때문에 최근 대학에서도 대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관심이 많다(이종연, 김복미, 장은주, 2013).
이러한 학업 성취가 학습동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김선미,
2004; 신창환, 이효녕, 김초복, 허재홍, 2018; 정종진, 이정, 2002; 조한익, 권혜연, 2010). 따라서 대학생
인 예비교사들의 학습동기를 높이는 방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예비 수학교사들은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수학 수업을 경험한다. 우리나라의 예비

교사들은 임용고사 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적 영역인 수학 전공지식은 매우 열심히 공
부하고 있다. 대학 생활 동안 본인들 스스로 수학을 배우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학 학
습동기를 체험한다. 수학에 대한 호기심을 느끼고 경험하는 과정 속에 얻게 되는 수학 학습동기는 미
래에 청소년들에게 수학을 지도하게 되는 수학 예비교사로서의 신념과 교수 방법에 결정적 영향을 주
게 된다. 즉, 예비 수학교사들의 수학학습동기에 대한 인식과 학습동기 유발 능력은 미래의 수학교사
로서 또는 수학교육 전문가로서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예비교사들이 수학
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갖고 수학의 가치를 인식하며 수학에 대한 신념과 스스로의 동기부여의 여
하에 따라 미래의 수학교육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유능한 수학교사가 되기
위해서 예비 수학교사들은 수학에 대한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을 균형 있게 성장 또는 발전시켜
야 하지만, 예비 수학교사들 또한 수학에 대한 흥미와 태도, 학습동기 등의 정의적 영역에 대한 인식
은 인지적 영역에 비해 다소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예비교사의 학습동기는 학생으로서 그리고 미래의
교사로서 향상시켜야 할 중요한 항목으로써 관련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학습동기에 대한 국내 연구에 비해 대학생 또는 예비 수학교사를 대상으로 한 수학 학습동기와 관련
된 연구는 많지 않다(김미래, 2017; 김영석,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비 수학교사의 수학에 대
한 정의적 측면(affective domain)에서 수학 학습동기의 특징 및 실태를 파악하고자 본 연구의 연구문
제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첫째, 예비 수학교사의 수학 학습동기에 대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조사해본다.
둘째, 이 연구에서 얻어지는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수학 교사교육에서

의 시사점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학습동기

Pintrich와 Schunk(1996)에 따르면 동기(motivation)라는 용어는 그 출발이 라틴어 동사 “movere(움
직이다)”에서 기원한다. 따라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움직임을 유지하게 하고, 과제를 완성하도록
도와주는 것으로써 움직임이란 아이디어가 동기에 대한 상식적인 아이디어에 반영되어 있다(p. 4). 즉,
동기는 인간의 행동을 일으키는 힘이요, 인간이 자기가 목표로 하는 어떤 것을 행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동기는 “특정한 경험 또는 목적을 향해 접근하고 회피하는 것에
대한 선택인 동시에 얼마만큼의 노력을 쏟아야 할지에 대한 선택으로 … 행동의 방향과 세기에 의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Keller & 송상호, 1999, p. 10, 재인용). 그렇다면 학습동기(learning
motivation)는 학습과 관련된 동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종희와 김부미(2010)의 연구에서는 학습동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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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는 목표의 방향을 정하게 하고 공부하는 내용에 주의를 집중시키고 어려운 과제에 끈기를 가
지게 하고 과제에 스스로 열성적으로 헌신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p. 416).
이러한 학습동기의 범주를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와 외재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로

구분하기도 한다. 내재적 동기란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동기로서 학습하는 그 자체 이외에 어
떤 특정한 보상이 제공되지 않아도 열심히 노력하게 하는 힘이다. 이는 학습에서 오는 즐거움이나 학
습자의 흥미, 호기심과 같은 욕구에 대한 반응을 뜻한다.
한편, 외재적 동기는 학습 그 자체보다 그것에 수반되는 외부로부터 받게 되는 보상적(incentive) 강

화 요인으로서의 동기를 뜻한다(Keller & 송상호, 1999; 김형태, 1999). 많은 연구자들은 내재적 동기
가 외재적 동기보다 학습을 위한 효과가 크다는 점에 동의하며, 외재적 동기만을 강조할 경우 학습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감소시키거나 학습자의 편협한 사고방식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을 언급하고 있다(Keller & 송상호, 1999; 김형태, 1999). 그러나 경우에 따라 학습동기는 내재적
또는 외재적으로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고 혼합되어 나타날 수도 있고(이종희, 김부미, 2010), 갈등 관
계에 있을 수도 있다(Keller & 송상호, 1999). 이처럼 학습동기는 이분법적인 구분보다는 여러 요소로
구성된 복합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2. Keller의 ARCS 모델 이론

Keller는 동기와 관련된 여러 문헌연구를 살펴본 결과 동기의 특성을 크게 4가지 범주로 통합하였
는데, 이는 주의집중(attention), 관련성(relevance), 자신감(confidence), 그리고 만족감(satisfaction)으로
ARCS라고 약칭한다(Keller, 1979; 1983; 1987). 그의 ARCS 모델 이론은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지속시
키기 위해 학습 환경의 동기적 측면을 설계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 이론이다. ARCS 모델 이론은 학
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확인하고, 주어진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의 동기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동기 유발 및 지속을 위한 적절한 전략을 처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Keller & 송상호, 1999, p. 11). 따라서 ARCS 모델은 교사 또는 예비교사로서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높이기 위해서 고려해야할 적절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Keller는 동기유발을 위한 학습 환경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실제적인 학습동기의 개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학습동기를 정의하고 관찰하는 준거인 다음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는 변화를 실제
로 관찰할 수 있도록 정의된 학습동기이어야 하고, 둘째, 다른 교사나 수업설계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의된 학습동기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동기에 관한 전략 또는 조작적 처치를 가능하게 도
와주는 학습동기이어야 한다(Keller & 송상호, 1999, p. 9).
이를 바탕으로 제시한 학습동기의 4가지 범주는 동기유발이 되기 위한 구성요소 또는 구성요건들

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요건은 주의집중(attention)으로 감각적인 자극과 함께
지적 호기심을 유발하여 교수·학습 과정 내내 학습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키고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
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감각적으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사용하거나 질문, 탐구, 도전적 사고를
하게 함으로써 호기심을 증진시키고, 형식적 또는 내용적 변화를 통해 학습자의 흥미를 지속시키는
전략을 사용한다.
두 번째 요건은 관련성(relevance)으로 학습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학습자와 학습내용의 관련성

을 지각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자의 목적, 관심사, 경험, 학습 스타일과 관련성이 확립되거나
학습내용의 가치, 학업성취, 취업 등과 연계성을 인지하도록 한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는 학습내용과
학습자의 개인적 요구, 흥미를 연결하는 기회 또는 활동을 제공하거나, 수업내용의 유용성에 대한 실
제 예를 제시하거나 성취목표를 제시한다. 또한 학습자의 경험과 환경에 관련된 비유나 실제 예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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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도록 한다.
세 번째 요건은 자신감(confidence)으로 학습자가 자신의 성공에 대한 적극적인 기대감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성공 귀인이 학습자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의 결과라고 여길 때 전체적인 자신감을 향
상시키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성공요건과 평가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긍정적 기대감을 확립시키
고, 다양한 학습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며, 자신의 노력이 성공의 원인이며 개인적 통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전략을 사용한다.
마지막 요건인 만족감(satisfaction)은 학습자가 학습경험과 학업성취 등의 노력의 결과에 대한 기대

에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적 보상과 내재적 만족감을 포함해 학습자 자신의 성공에 대한 증거와
인정에 대한 공정성 및 일관성 등이 만족감을 유발시킨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는 내재적 강화를 위해
노력과 성취에 대한 긍정적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피드백과 정보를 제공하거나, 성공에 대한 외재적
보상을 제시하며, 모든 학습자의 과제와 성취에 있어서 일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한다.

3. 수학 학습동기에 관한 선행 연구

수학 학습동기란 일반적인 동기와 학습동기를 기반으로 하여 그 정의를 수학교육의 특별한 영역과
맥락의 범주를 각각 특성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를 포함한 수학교육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목
적은 어떻게 하면 학습자의 수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하고 이를 지속시킬 것인가 궁리하고
실행하는 일이다. 수학 학습동기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습동기 측정 도구 개발(이종희, 김
부미, 2010), 학습자의 학습동기 특징 분석(김미례, 2017; 김선희, 2013; 이종희, 김부미, 2010), 학습동
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정숙영, 허난, 2017; 한지선, 박형빈, 이헌수, 2013) 또는 관련 요인 분석(김부
미, 2014; 박석준, 이경원, 권오남, 2019; 조일현, 김연희, 2014; 허혜민, 조한익, 2019), 학습동기를 증진
시키는 교수 방안(김부미, 2016; 김태연, 위정현, 이순형, 2012; 신선애, 권정민, 2014; 이기돈, 2016) 등
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수학 학습동기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대학 학부생이나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많지 않다.
김미례(2017) 연구에서는 일반 대학생의 학습동기 촉진을 위한 Keller의 ARCS 모델의 타당화를 검

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ARCS 모델의 적합도는 양호했고, 학습동기의 구성 요인인 주의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 중에서 관련성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학년과 3학년보다 2학년과 4학
년의 전체적인 학습동기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주의집중과 관련성에서는 1학년이 2학년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나 학년별 차이를 보였다.
동기를 구성하는 하위요소로 내재적 동기, 과제가치, 통제신념, 자기효능감을 제시한 조일현, 김연희

(2014) 연구에서는 일반 대학생들의 학습동기와 인지전략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조사하
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습동기 또는 인지전략 단독 요인만으로는 학업성취에 대한 설명력이 부족
하고, 인지전략을 매개로 하여 학습동기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였다.
사범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습동기와 관련된 연구로는 지루함 대처전략의 유형은 어떠한지, 지

루함 대처전략 유형별로 자기결정성 동기 또는 학습동기, 자기조절학습, 지루함, 성취도, 주관적 안녕
감 등의 변인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살펴본 허혜민, 조한익(2019)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 학
습동기는 지루함 대처전략 유형과 관계된 하나의 변인으로 제시되었으며, 학습동기의 하위 요소를 외
적동기, 부과된 동기, 확인된 동기, 내적동기로 나누었다. 이 중 외적동기, 부과된 동기는 외재적 동기
에 속하며, 확인된 동기는 가치인식, 그리고 내적동기는 내재적 동기에 해당한다. 연구결과, 적극적으
로 지루함을 해결하려는 학생들과 인지접근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지루함을 회피하려는 학생들보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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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석준, 이경원, 권오남(2019)의 연구에서는 수학교육을 전공 또는 복수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

로 토의 중심 수학 수업에서의 수학 학습동기와 수학 학습감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한 그 둘의
관계는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수학 학습동기를 “수학 학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는 활동이 유발되고 지속되는 심리적 과정”(p. 185)으로 정의하며, 지속성, 과제 선택, 노력, 성취를 수
학 학습동기의 네 가지 행동 지표로 제시했다. 연구 결과, 수학 학습동기는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어나며, 욕구가 충족 여부에 따라 각각 긍정적인 수학 학습감정과 부정적인 수학 학습감정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시 수학 학습동기가 일어남
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관심사는 예비 수학교사들의 학습동기의 특징이기 때문에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학습동

기의 구성요소 또는 측정요소에 관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학습동기가 단편적인 측면만을 지
닌 개념이 아니 듯이, 여러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학습동기의 정의와 학습동기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다양했는데, 이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이 3가지 공통 구성요소를 찾을 수 있다.
첫째, 학습활동 자체에서 오는 흥미와 즐거움을 통한 만족감이다. 이는 내재적 동기와 맥락을 같이

하며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학습동기라고 할 수 있다. TIMSS 2007과 PISA 2003에서는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공통적으로 학습동기의 하위요소로 학습의
즐거움인 내재적 동기를 포함하였다(김경희 외, 2009). 또한 대학생의 학습동기, 인지전략, 학업성취
간의 관계를 조사한 조일현, 김연희(2014)의 연구에서도 호기심, 흥미, 욕구 등의 학습활동 자체가 목
적인 내재적 동기를 학습동기의 구성요소로 제시하였다.
둘째, 학습활동에 대한 가치의 인식이다. 가치인식은 학습활동 자체에서 오는 내적 보상보다는 학습

내용이 가치 있다고 느끼거나, 학습활동이 좋은 직업을 갖는데 도움이 되거나 또는 향후 자신에게 도
움이 될 것이라는 외적 보상에 의해 생기는 동기이다. 이러한 가치인식은 TIMSS와 PISA에서는 도구
적 동기라고 명시하고 있다. 조일현, 김연희(2014) 연구에서는 좁은 의미로 과제가치라고 명시하며, 이
는 해당 과제를 흥미롭고 유용하며 중요하게 평가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가치인식은 외재적 동기로
내재적 동기와 더불어 학습동기의 하위요소로 포함된다(김경희 외, 2009; 정숙영, 허난, 2017; 조일현,
김연희, 2014; 허혜민, 조한익, 2019).
마지막은 자기효능감 또는 자기조절효능감이다.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 자기조절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등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Bandura, 1997)을 말하는 것으로
행동의 시작, 노력, 지속성, 그리고 어려움 극복 정도 등에 영향을 미친다(Bandura, 1977; 한혜진,
2002). 자기효능감은 자기관찰, 자기판단을 통해 개인적, 행동적 자기반응을 하게하는데(Bandura,
1986), 이는 자신의 수행 수준을 학습목표와 비교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자신이 필요한 전략과 기술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확신하는 정도이다(Zimmerman, 1989).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과제를 수행할 때 필
요한 동기와 원천적인 인지적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개인의 정의적 구조 속에 내재된 자기체계
(self-system)이므로 동기의 한 구성 요소로 볼 수 있다(이종희, 김부미, 2010, p.416).
대학생들의 학습동기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대부분은 학습동기와 다른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조사

하였고, 학습동기 자체의 특징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예비 수학교사들을 대상으
로 한 연구는 극히 드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예비 수학교사들의 수학 학습동기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고, 이 연구를 통해 예비 수학교사들의 학생으로서의 학습동기 증진과 미래 수
학교사로서의 수학교육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수학 교사교육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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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예비 수학교사들의 학습동기를 조사하기 위해서 설계되었다. 연구 대상은 지방 A 사범대
학의 1, 2, 3, 4학년 학부생 120명이다. 이들은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학년과 성별 구성은 다
음 <표 Ⅲ-1>의 기술통계 표에서 제시하였다. 학습동기에 관련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구성한 학습
동기 설문문항을 이용해 2018년 10월부터 12월 초 사이에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자료를 수집하
였다.

성별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체

남자
빈도 (명) 16 20 22 9 67
성별 (%) 23.9 29.9 32.8 13.4 100
학년 (%) 53.3 60.6 51.2 64.3 55.8

여자
빈도 (명) 14 13 21 5 53
성별 (%) 26.4 24.5 39.6 9.4 100
학년 (%) 46.7 39.4 48.8 35.7 44.2

전체
빈도 (명) 30 33 43 14 120

학년 (%) 25.0 27.5 35.8 11.7 100

<표 Ⅲ-1> 설문조사에 응답한 예비 수학교사들의 기술통계

2. 자료 수집 방법

1) 예비 수학교사의 학습동기 조사 설문지

본 연구에서는 예비 수학교사들의 수학 학습동기 측정을 위한 설문지를 자체 개발하였다. 학습동기
에 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가치, 자기효능감, 흥미, 이 3가지 학습동기 구성 요소를 추출하여 각
요소에 해당하는 설문문항을 개발하였다. 각 설문문항은 Keller와 송상호(1999)의 Course Interest
Survey(CIS)와 박선화, 김명화, 주미경(2010)의 수학에 대한 정의적 특성 평가 문항 중, 가치인식, 자
기효능감, 흥미에 해당하는 내재적 동기 항목의 설문문항을 참고하여 총 24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학습동기 설문지의 1번부터 23번까지는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한 문항으로써 예비 수학교사들의 학
습동기 자체를 측정하는 도구이고, 마지막 24번 설문문항은 다중응답 문항으로 미래 수학교사로서 학
생들의 수학 학습동기를 유발시키는데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방법을 묻는 문항이다([그림 Ⅲ-1]).
학습동기 설문문항의 경우 23개의 문항 중에서 가치, 자기효능감, 흥미와 관련된 11개의 질문을 확

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추출하였고, 변수 구성의 타당성을 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학습동기
설문문항은 다음 <표 Ⅲ-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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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동기 구성 요소 설문문항 코드 설문문항

가치
수학

학습활동에
대한 가치 인식

유용성 수학수업에서 배운 내용은 훗날 나에게 유용할 것이다.

중요성 수학수업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대목적 수학수업의 내용은 나의 기대와 목적에 관련이 있다.

좋은직업
수학수업은 내가 미래에 좋은 직업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기효능감

성공적인 수학
학습활동 및
교수활동에
대한 자신감

수학자신감 나는 수학을 잘 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다.

이해능력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수학내용들을 잘 이해할 만큼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교수능력
내가 선생님이 되었을 때 학생들에게 수학을 잘 가르칠
것으로 기대된다.

흥미
수학 학습에
대한 흥미,
즐거움, 만족감

기다려짐 수학수업시간이 기다려진다.

수학관련책 수학과 관련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수학관련TV 수학과 관련된 TV는 꼭 찾아서 본다.

아쉬움
수학수업이 재미있어서 수업을 마칠 때 아쉬울 때가
있다.

<표 Ⅲ-2> 학습동기 설문문항

2) 변수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연구변수들의 타당성을 검증을 위해 STATA14 통계프로그램을 통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된 추정방법은 최대가능도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이며, 모델 적합도 기준은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0.08 이하, CFI(comparative fit index)는 0.9이상, TLI(Turker-Lewis index)는 0.9
이상을 적용하였다(Kline, 2005). <표 Ⅲ-3>에 나타난 바와 같이 3요인 모델의 TLI와 CFI가 0.949와
0.962로써 2요인 모델 0.879와 0.905보다 높고, RMSEA의 경우 3요인 모델이 0.067로써 0.103인 2요인

[그림 Ⅲ-1] 학습동기 유발 방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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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보다 적고 적합도 기준인 0.08이하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3요인 모델을 선정하였다. [그림 Ⅲ
-2]는 최대가능도법에 의해 추정된 3요인 모델의 표준화된 요인적재량을 나타낸다.

적합도
모델  df TLI CFI RMSEA

2요인 97.690 43 0.879 0.905 0.103
3요인 62.991 41 0.949 0.962 0.067

<표 Ⅲ-3> 학습동기 요인모델의 적합도 지수

확인적 요인분석 수행과 함께 각 요인의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와 판별타당도
(discriminant validity)를 측정하였다. 수렴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합성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와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를 계산하였다. 합성신뢰도는 0.70 이상, 평균분산추출
값은 0.5이상의 경우에 수렴타당도가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Fornell & Larcker, 1981). 본 연구에서
합성신뢰도는 가치 0.796, 자기효능감 0.781, 흥미 0.857로 나타나 모든 요인이 적합 판단기준 이상이었
다. 또한 평균분산추출값은 가치 0.500, 자기효능감 0.543, 흥미 0.603으로 적합 판단기준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확인적 요인 분석의 결과에 따라, 학습동기를 구성하는 3가지 하위 요소의 타당성
이 검증되었다.

3. 자료 분석 방법

예비 수학교사의 학습동기 설문결과는 문항별 응답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일원분산분석을 시행하였
다.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학년별과 성별에 따른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고, 차이
가 있는 경우에는 Tukey 검정 방법으로 다중 비교(multiple comparison)를 실시하였다. 또한 상자그
림을 이용해 집단의 특징 묘사하고 분석하고자 했다. 결과 분석 또한 STATA14 통계프로그램을 이용
하였다.

[그림 Ⅲ-2] 학습동기 3요인의 확인적 모델
모든 표준화 요인적재량은 p<0.01 수준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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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1. 예비 수학교사의 전반적인 학습동기 분석 결과

A 사범대학의 예비 수학교사가 가지고 있는 학습동기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3가지 학습동기 구
성요소를 모두 포함한 전반적인 학습동기에 대해 학년별과 성별에 따른 일원분산분석 및  검정을 실
시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4개 학년에 따른 전반적인 학습동기의 평균 차이 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
  로 유의수준 0.05에서   이므로 학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Tukey 검정 방법으로 다중 비교를 한 결과, 3학년의 평균이 1학년과 2학년의 평균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1>).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value Tukey 검정
M SD M SD M SD M SD

학습동기 3.22 0.63 3.41 0.66 3.78 0.58 3.58 0.35 5.63** 0.0012
3학년>1학년**

3학년>2학년**

<표 Ⅳ-1> 학년에 따른 학습동기의 평균차이 검정결과

*<0.05; **<0.01

4개 학년의 학습동기에 대한 상자그림은 다음 [그림 Ⅳ-1]과 같다. 앞서 시행한 Tukey 검정 결과와
같이 3학년의 평균이 1학년과 2학년의 평균보다 높은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3

4
5

학
습
동
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림 Ⅳ-1] 학년에 따른 학습동기에 대한 상자그림

성별에 따른 학습동기의 t 검정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이므로 남녀 간의 학습동기 평균
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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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남자 여자

 -valueM SD M SD

학습동기 3.61 0.09 3.40 0.07 1.86 0.0654

<표 Ⅳ-2> 성별에 따른 학습동기의 평균차이 검정결과

*<0.05; **<0.01

2. 학습동기의 3가지 구성요소 분석 결과

앞서 시행한 일원분산분석에서 학년에 따른 학습동기의 평균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나, 학습동기의 각 3가지 구성요소별로 학년에 따른 유의미한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고자 일
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표 Ⅳ-3>).
먼저 3가지 학습동기의 구성 요소 중 4개 학년에 따른 가치의 평균 차이 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   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이므로 학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학년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평균 차이 검정 결과는    ,   이고, 학
년에 따른 흥미의 평균 차이 검정 결과는    ,   로 둘 다 유의수준 0.05에서
  이므로 자기효능감과 흥미에서는 학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
하여 Tukey 검정 방법으로 다중 비교를 한 결과, 3학년의 자기효능감 요소의 평균은 1학년의 평균보
다 높고, 3학년의 흥미 요소의 평균은 1학년과 2학년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value Tukey 검정
M SD M SD M SD M SD

가치 3.83 0.78 4.12 0.64 4.23 0.51 3.96 0.60 2.57 0.0576 -

자기
효능감

3.37 0.75 3.60 0.75 4.01 0.67 3.95 0.50 5.65** 0.0012 3학년>1학년*

흥미 2.51 0.80 2.55 0.87 3.16 0.86 2.93 0.59 5.09** 0.0024
3학년>1학년**
3학년>2학년*

<표 Ⅳ-3> 학년에 따른 가치, 자기효능감, 흥미의 평균차이 검정결과

*<0.05; **<0.01

4개 학년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상자그림은 다음 [그림 Ⅳ-2]와 같고, 앞서 시행한 Tukey 검정 결과
와 같이 3학년의 평균이 1학년의 평균보다 높은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Ⅳ-3]은 4개
학년의 흥미에 대한 상자그림으로, Tukey 검정 결과와 같이 3학년의 흥미 요소의 평균이 1학년과 2
학년의 평균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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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학년에 따른 자기효능감에 대한 상자그림

1
2

3
4

5
흥
미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림 Ⅳ-3] 학년에 따른 흥미에 대한 상자그림

3. 학습동기 유발에 관한 다중응답 분석 결과

미래의 수학교사로서 학생들의 수학 학습동기를 유발하는데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방법을 묻는 다
중응답 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 <표 Ⅳ-4>와 같다. 수학 학습동기 유발 방법 중 예비 수학교
사들이 가장 선호는 방법은 지적 도전이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발문이나 문제를 제시하는 것(23.9%)으
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선호하는 방법은 문제해결이나 성취행동을 유발하는 퍼즐이나 게임(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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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시각적 도구, 만화, 사진(20.8%) 순으로 나타났다. 학습목표의 진술과 정보 제공과 긍정적 역할
의 직업의 세계 제시 유형은 각 8.6%로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수학 학습동기 유발 방법 중 선호하는 방법
(3가지 선택)

빈도(명) 응답률(%)

시각적 도구, 만화, 사진 제시 75 20.8

수학사 관련 스토리 제시 58 16.1

지적 도전이나 호기심 자극하는 발문, 문제 제시 86 23.9

문제해결 성취행동을 유발하는 퍼즐, 게임 제시 79 21.9

학습목표의 진술과 정보 제공 31 8.6

긍정적 역할의 직업의 세계 제시 31 8.6

전체 360 100

<표 Ⅳ-4> 수학 학습동기 유발 방법의 선호도

V. 결론

본 연구는 예비 수학교사들의 수학에 대한 학습동기를 측정 및 분석함으로써 예비 수학교사의 학습
동기의 특성을 파악하고, 유능한 수학교사 양성을 위한 수학교사 전문성 개발 측면에서 시사점을 찾
아보고자 하였다. 학습동기에 관한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자체 개발한 설문도구를 사용해 한 지방의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1, 2, 3, 4학년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대학
생활 동안 예비 수학교사들이 지닌 수학 학습동기의 전반적인 특징을 일원분산분석 및  검정을 이용
하여 파악해 보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첫째, 예비 수학교사들의 전반적인 학습동기는 학년별로 차이가 있었다. 1, 2학

년인 저학년에 비해 고학년인 3, 4학년의 학생들의 학습동기가 높았는데, 특히 3학년의 학습동기가 1
학년과 2학년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교 1학년과 3학년의 학습동기가 높
았던 김미례(2017)의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둘째, 학습동기의 3가지 구성 요소 중 자기효능감과
흥미 요소에서 학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요소 모두 고학년이 높게 나
타났으며, 특히 3학년의 자기효능감과 흥미 요소가 각각 1학년 그리고 1학년과 2학년 보다 유의미하
게 높았다. 즉, 고학년의 경우 저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학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학습활동에서 오
는 흥미와 즐거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흥미 요소의 경우, 학습동기의 3가지 구성 요소 중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 요소가 내재적인 동기와 연결된 만큼 수학 학습에서 오는 즐거움이
수학 학습의 가치와 수학 학습에 대한 자신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셋째, 도전 정신과 자기효
능감에서 성별 간 차이를 보였던 이종희, 김부미(2010)의 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전반
적인 학습동기에서 남녀 간의 성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의, 김부미(2019) 연구의 경우,



이종학․김소민

504

연구 대상이 중학교 1학년이고,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수학교육과 학생들인 만큼 학과 특성상 수학
을 좋아하거나 잘하는 학생들이 진학하기 때문에 성별 간에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학년
부터 3학년까지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전반적인 학습동기와 구성 요소인 자기효능감과 흥미에서 모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4학년의 경우 임용시험이라는 큰 부담이 있어서 인지 전반적인 학습동
기와 자기효능감, 흥미가 1, 2학년 보다는 높지만 3학년 보다는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수학교사로서 학생들의 수학 학습동기를 유발하는데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지적 도전이나 호
기심을 자극하는 발문이나 문제 제시였다. 이와 더불어 퍼즐이나 게임, 그리고 시각적 도구, 만화, 사
진과 같이 수학 학습의 흥미를 유도하는 방법을 많이 선호하였는데, 학습목표의 진술과 정보 제공, 긍
정적 역할의 직업의 세계 제시와 같은 구조적인 측면이나 수학 학습의 관련성을 중시하는 응답은 상
대적으로 낮았다.
미래의 수학교사로서 예비 수학교사의 학습동기 측면은 연구할 가치가 있는 분야이다. 교사의 입장

에서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증진시킬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의 입장에서 자신의 학습동
기에 관한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예비 수학교사들의 학습동기의 특징을 조사한 본 연구
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저학년의 예비 수학교사들의 학습동기를 증진시킬 적절한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예비 수학교사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반적인 학습동기가 강화되었다. 이는 저학년의
학습동기 증진에 더욱 집중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전반적인 학습동기가 가장 낮은 1학
년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기로 이행해 가는 시기로, 개인의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새로운
환경인 대학에 적응하는 시기이므로 환경의 전환과정에서 부적응이 발생하기 쉽다(최주영, 김경희,
2018). 따라서 학습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김미례(2017)의 연구에서는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반드시 인과적인 동기가 형성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 대상 및 대학 환경의 특수성에 의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학
년에 따른 학습동기의 차이가 발생할 때 어떠한 요인 때문인지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시
사한다.
둘째, 학습동기 구성 요소인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을 고려해야한다. 연구

결과, 저학년 중에서도 특히 1학년의 자기효능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동안 고등학교에서 배우던
수학과 대학수학의 차이에서 오는 학습의 어려움을 겪으며 수학 학습에 대한 자신감이 저하됐을 가능
성이 있다. 저학년 예비 수학교사들의 자기효능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고등학교 수학과 대학 수학
의 연계성을 지도하며, 수학 학습에서의 성공의 기회 제공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취 및 평가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긍정적 기대감을 확립시키고, 개인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것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을 제시하는 것도
예비 수학교사의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Keller & 송상호, 1999). 김미례(2017)의 연구에서는
학습동기 요인인 주의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 중, 자기효능감과 관련있는 자신감 요인이 학년별
차이는 없었지만 전체 학생들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감 요인의 경우, 교수자로부터 기
인한 학습자의 자신감 형성이 매우 저조하며, 교수자가 설정하는 수업의 난이도와 수준의 문제, 그리
고 학습자의 학습 진척도와 성취도에 대한 교수자의 피드백 부족 등 교수자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향후 연구를 통해 낮은 자기효능감 또는 낮은 자신감을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학습동기 구성 요소인 흥미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안이 필요하다. 연구 결

과에 따르면 학습동기의 3가지 구성 요소 중 흥미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1, 2학년이 고
학년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수학 학습의 즐거움, 흥미 등의 내재적 동기를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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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교수·학습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비 수학교사들의 흥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발문 및 탐
구 활동, 문제해결 활동 등을 유도하며 교수·학습 방법 및 요소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새로
습득한 기술이나 지식의 적용 기회를 제공하며, 학습활동, 노력, 성취에 대한 긍정적 느낌과 적절한
피드백 및 외재적 보상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과제와 평가, 성취에 있어서 일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Keller & 송상호, 1999).
마지막으로 예비 수학교사들의 학습동기 유발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수학교사로서의 전문성 개발

측면에서 수학 학습동기 유발 형태에 대한 여러 가지의 다양한 소재 개발의 경험을 시켜줄 교수·학습
지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예비 수학교사들은 수학 학습동기 유발 방법으
로 흥미나 호기심을 유발하는 방법을 선호하는데, 이에 비해 학습의 구조적 측면이나 수학 학습의 가
치 및 관련성을 제시하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선택했다. 미래의 수학교사로서 학습동기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흥미 유발뿐만 아니라 학습 환경의 구조적 변화나 수학 학습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수학의 유용성이나 수학과 직업의 연
계성 등과 같은 수학 학습의 가치를 알게 해주는 것은 학생들에게 수학을 왜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과도 연결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예비 수학교사들의 학습동기 특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에 더 나아가 미래 수학교사로서

학생들의 학습동기 유발 또는 강화를 위한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가 필요
하다. 학습동기의 3가지 구성 요소 중 예비 수학교사들이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증진시키기 위해 어떤
요소를 강화해야하는지 연구하고, 그 요소를 강화시키기 위한 교사교육 측면의 교수·학습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학습동기 설문지에 명시된 ‘수학’이란 용어에 대해
예비교사들이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수학’과 대학에서의 ‘수학‘을 혼재하여 설문에 응답했을 가능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초·중·고 수학과 대학 수학을 명
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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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n Features of Prospective Mathematics Teachers’
Motivation in Learning Mathematics

Lee, Jong-hak1)․Kim, Somin2)

Abstract

In this study, by measuring and analyzing the motivation of prospective mathematics
teachers in learning mathematics, we tried to understand the features of prospective
teachers’ learning motivation and find the implications of developing expertise in terms of
learning motivation. Prior research related to learning motivation identifies the three
elements that consist of learning motivation as values, self-efficacy, and interest. Based
on these elements, a survey tool was developed to investigate the learning motivation of
prospective mathematics teachers. This survey was then carried out for 120 students in
the mathematics education department of a local college. In addition, the survey asked
what methods prospective teachers would choose for motivating their future student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overall motivation of prospective mathematics
teachers differed by grade (academic year)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ades in self-efficacy and interest factors. In addition, the prospective teachers preferred
to use interesting materials rather than inform the value of learning mathematics to
induce learning motiv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is self-efficacy and
interest in learning and to provide various material to strengthen this motivation for
learning.

Key Words : Mathematics learning motivation, Prospective mathematics teachers,
Teach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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