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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수학 자기 효능감 검사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김 리 나(서울목운초등학교 교사)

본 연구의 목표는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학 자기 효능감 검사 도구를 개발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에서 도출된 수학 자기 효능감 하위

요인을 중심으로 검사 도구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 후 개

발된 문항을 초등학교 3-6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연구 참

여자에게 적용하여 설문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해 설문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타

당도 검증을 위해서는 수학 자기 효능감과 음의 상관관계

가 있는 수학 불안 상태를 별도로 측정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측정도구와의 관계를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초등학생의 수학 자기 효능감 검사

도구는 향후 초등학생의 수학 자기 효능감 상태를 진단하

고, 이를 토대로 수학 자기 효능감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I. 서론

Bandura(1977)는 자기 효능감을 주어진 과제를 성

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신념이라고 정의하였

다. 자기 효능감은 주어진 과제에 도전하고, 이를 해결

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의 양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

으로, 과제를 인식하는 방법, 심리 상태, 과제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Bandura, 1977). Bandura의 이론은 수

학 교과에 있어 수학 자기 효능감을 이해하는데 토대

가 되었다(Betz & Hackett, 1983).

수학 자기 효능감은 특정한 수학 과제나 문제를 해

결하는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수학과

관련한 정서적 특징과 차이가 있다. Fennema와

Sherman(1976)은 수학 자기 효능감은 수학 학습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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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신감 구별된다고 주장하였다. 자신감은 수학과

관련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를 의미하

는 반면, 수학 자기 효능감은 특정한 상황과 관련한

행동 특성을 설명하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자신감보다

과제 또는 문제 해결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더

욱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Fennema & Sherman,

1976). 이러한 주장은 후속 연구에서 확인되었는데,

Betz와 Hackett(1983)는 수학 자기 효능감과 대학에서

수학 관련 전공 선택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

여 수학 관련 직업 지원과 수학 자기 효능감의 관계를

입증하였다. 또한 Hackett(1985)는 대학에서 수학 관련

전공을 선택하는 것을 예측하는데 있어 고등학교 수학

성적, 수학 불안 등의 다른 요소 보다 수학 자기 효능

감이 가장 중요한 변인임을 통계적으로 입증하였다.

국내 선행 연구에서도 수학 자기 효능감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이상희, 서유란, 백두산(2015)은 수학 자기

효능감은 수학 불안, 수학 진로 선택 등 수학과 관련

한 다양한 변인들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인이라

는 것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학습자의 수학 자기 효능감의 실태를 이해

하는 것, 그리고 학습자의 수학 자기 효능감을 길러주

기 위한 교육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학습자의 수학 학

업 성취도를 향상시키고, 수학 인재를 양성하는데 필

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의 수학 자기 효능감을

이해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학습자의 상태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국내의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수

학 자기 효능감과 관련한 연구들에 있어 통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자체 개발 도구를 이용하여 수학 자기

효능감과 다른 요인의 상관관계를 임의로 분석하거나

(예. 김영상, 정미영, 1999), 석사 논문에서 제시된 측

정도구를 연구에 활용하는 등(예. 구종서, 류성림,

2015)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Kim(2014)은 학위

논문의 경우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과정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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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 결과 활용의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근거하여 국내 학생들의 수학 자

기 효능감을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수학 학습

과 관련한 학습자 분석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문

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측정도구를 개발하

는 것이다(Ball, Thames, & Phelps, 2008). 같은 주제

의 수학 주제라도 수업의 진행 방법은 국가마다 상이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개발된 학습자의 수학 학

습 태도 관련 측정 도구를 단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것

은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다(Ball, et

al., 2008). 특히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학 자

기 효능감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을 중심으로 진

행되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수

학 이해와 학습 방법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초

등학교 학생들의 수학 자기 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중·

고등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방법과 해석

측면에서 구별되어 진행되어야 한다(Haciomeroglu,

2019). Talsma, Schuz, Schwarzer와 Noris(2018)는 초

등학생의 학생의 경우 수학 자기 효능감을 만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인의 수학 자기 효능감과 구별하여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학 자기 효능감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수학 자기

효능감과 관련한 후속 연구의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 도구 제작 선행 연구에서 검증된

통계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수학 자기 효능감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예. 김리나, 2018). 설문 도구

개발 연구는 학습자의 상태를 이해하는 연구의 기초가

된다(Van Dierendonck, & Nuijten, 2011).

II. 이론적 배경

자기 효능감은 정해진 유형의 과제를 수행 혹은 목

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능력과 관련한 사람들의 판단으로 정의된다(Bandura,

1986). 자기 효능감은 개인의 수행 경험, 대리 경험, 사

회적 격려, 정서적·심리적 상태로 구성된다(Bandura,

1997). 선행 연구에서 수학 자기 효능감의 하위 요소를

Bandura의 자기 효능감 구성 요소와 별개로 설명한

사례가 있으나(예. 이상희, 2012), 수학 자기 효능감은

Bandura의 자기 효능감 이론을 수학 교과에 적용한

개념이기 때문에 자기 효능감의 구성 요소를 토대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학 자기 효능감을 본래

의 정의와 다르게 접근하는 시도는 수학 자기 효능감

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으나 자칫 다른 개념

을 수학 자기 효능감으로 오인하게 할 여지가 있기 때

문이다(Haciomeroglu, 2019).

1. 수행 경험

수행 경험은 학교에서 부여하는 과제를 수행한 후

개개인의 성취도에 대한 해석을 의미한다 (Klassen &

Usher, 2010). 학생들이 어려운 수학 과제를 성공적으

로 수행하거나 실패한 경험은 학생들의 수학 자기 효

능감에 영향을 미친다(Haciomeroglu, 2019). 또한 이러

한 경험들을 통해 학생들은 과제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지에 대한 능력을 기를 수 있고, 이러한 능력들이 수

학 자기 효능감의 기반이 된다(Britner & Pajares,

2006). 특히 어린 학생의 경우 수학 자기 효능감을 생

성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성인과 달리 숙달 경험이

수학 자기 효능감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Talsma, et al., 2018). 따라서 어린 학생의 경우 수학

과제 수행에 있어 실패보다 성공의 경험이 중요하다

(Phan, 2012).

2. 대리 경험

수학 자기 효능감은 다른 사람의 수행 결과를 관찰

하는 것을 통해 개발되기도 한다(Haciomeroglu, 2019).

또한 학생들은 자신의 수학 학업 능력을 평가하기 위

해 교실의 다른 친구들의 행동 결과를 관찰하는 경향

이 있는데, 이러한 관찰을 통한 자기 평가 역시 수학

자기 효능감 형성에 영향을 준다(Haciomeroglu, 2019).

학생들은 자신과 비슷하다고 느끼는 동료 학생의 과제

수행 결과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수학 자기 효능감이

변화될 수 있다(Shunk, 1987). 예를 들어, 같은 반 학

생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 학생들은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Usher & Pajares, 2009).

그러나 대리 경험과 수학 자기 효능감 사이의 관련성

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이 진행 중이다. 많은 연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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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남 42 49 36 33 160

여 38 47 46 35 166

[표 1] 연구 참여자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이 대리 경험 자체만으로는 수학 자기 효능감이 변화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예. Gainor, & Lent,

1998; Lent, Lopez & Bieschke, 1991).

3. 사회적 격려

학생들은 학부모, 교사와 친구들의 격려를 통해 수

학 자기 효능감을 개발할 수 있다. 특히 수학 과제를

수행할 때 과제 수행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설명과 지

시는 학생들의 노력과 수학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Bandura, 1997; Hattie & Timperley, 2007).

어린 학생일수록 사회적 격려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Bandura, 1997), 수학 학습 과정에 대한 교사의 주기

적인 피드백 역시 사회적 격려의 일종이다(Usher &

Pajares, 2006). 사회적 격려와 수학 자기 효능감의 양

의 상관관계는 선행연구에서 통계적으로 분석되었다

(예. Lopez, Lent, Brown, & Gore, 1997; Phan, 2012).

4. 정서적·심리적 상태

자기 효능의 마지막 요인은 정서적·심리적 상태이

다. 불안, 스트레스 및 피로도와 같은 정서적·심리적

상태는 학생들의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준다(Bandura,

1997). 학생들은 다양한 학습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정서

적·심리적 상태를 과제의 성공적 수행의 기준으로 인

식하는 경향이 있다(Usher, et al., 2006).

Klassen(2004)은 정서적·심리적 상태와 수학 자기 효

능감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 정서적·심리적 상

태가 학생들의 수학 자기 효능감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다는 것을 입증한 바 있다. 또한 Haciomeroglu(2019)

의 연구는 다양한 정서적·심리적 상태 지표 중 즐거움,

불안 및 지루함이 초등학생의 수학 자기 효능감 형성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학 자기 효능감을 형성하는 네 가지 요인 중 대

리 경험과 같은 요인은 수학 자기 효능감과의 관계성

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수학 자기 효능

감과 그 하위 요인이 Bandura(1997)의 이론에 기반을

둔 점, 본 연구의 목적이 수학 자기 효능감의 하위 요

인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초 측

정도구 개발 시 초등학생의 수학 자기 효능감의 하위

범주로 수행 경험, 대리 경험, 사회적 격려, 정서적·심

리적 상태의 네 가지 요인을 모두 포함시켰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

하여 한국 초등학생의 수학 자기 효능감 측정에 부적

합한 요인을 추가로 분석, 논란이 있는 하위 요인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을 중심으로 초등학생의 수학 자기 효능감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다. 개발의 세부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 선정

본 연구에서는 표본 집단 선정 시 초등학교 학생들

의 성별, 학년, 교육청을 고려하여 표본을 선정하였다.

이 때, 지역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에 위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설문 대상자를 결정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무작위로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공립초등학교 10곳을 선정하였고, 각 학교별로 3학년

에서 6학년 각 1개 학급에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 설문 문항을 읽고 이해하는

데 있어 성인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

정으로 인해 설문 문항을 본 연구의 의도와 다르게 해

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초

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표본 집단에서 제외하였다.

설문지는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연구 참여에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설문지 응

답 시 소요시간은 20분으로 설정하였다. 총 432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이 중 326명이 설문에 참여하

여 응답률은 75%이다. 연구 참여 학생의 인적 정보는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에

게 본인이 응답하고 싶지 않은 문항에 대해서는 답변

하지 않을 권리를 안내하였다. 따라서 문항별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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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는 상이하다. 본 연구의 분석 시 문항 별 무응답

자의 수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반영하였다.

2. 자기 효능감 측정 도구 설계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결과를 토대로 1차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다. 설문 문항은 수학 자기 효능감을

형성하는 요인인 수행 경험, 대리 경험, 사회적 격려,

정서적·심리적 상태에 따라 네 범주로 구성된다.

구성요소 설문 문항

수행 경험

1. 나는 수학 문제를 잘 푼다.

2. 나는 수학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이 잘 이해

된다.

3. 나는 수학 풀이 방법을 친구들에게 잘 설명한다.

4. 나는 수학 성적이 좋지 않다.*

5. 나는 수학 시간에 발표를 열심히 한다.

6. 수학 숙제를 할 때 힘들지 않다.

7. 나는 수학 공부를 잘 못한다.*

대리 경험

8. 친구들이 푸는 수학 문제는 나도 풀 수 있다.

9. 친구들이 수학 문제를 못 풀었을 때, 나는 무엇

이 잘 못되었는지 안다.

10. 친구들이 수학 시험을 잘 보면, 나도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11. 나는 친구들에 비해 수학을 못한다.*

12. 수학 수업에 친구들이 발표하면, 나도 할 수 있

다는 생각이 든다.

13. 친구들이 수학 숙제를 쉽게 하는 것을 보면, 나

도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사회적

격려

14. 부모님은 내가 수학 공부하는 것에 관심이 없

다.*

15. 담임 선생님은 내가 수학 공부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16. 수학 공부를 하다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 질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17. 나는 수학 공부를 잘 한다고 자주 칭찬받는다.

18. 나는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자주 칭찬받는

다.

19. 친구들이 나에게 수학을 잘 한다고 이야기한다.

정서적·심

리적 상태

20. 나는 수학 시간이 즐겁다.

21. 나는 수학 시간에 배가 아프다.*

22. 나는 수학 시간이 머리가 아프다*.

23. 나는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발표를 시킬까봐 긴

장된다.*

24. 나는 학교에서 수학을 매일 공부하면 좋겠다.

25. 나는 수학 시간이 기다려진다.

26. 나는 수학 공부가 즐겁다.

27. 나는 수학 숙제 하는 것이 좋다.

28. 나는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좋다.

[표 2] 초등학생을 대상으로한수학자기효능감측정도구

[Table 2] Survey Items

* 설문 참여자의 묵종반응경향(acquiesence response style)

을 피하기 위해 설계된 항목

문항 타당도를 검증은 전문가 검토를 통해 이루어

졌다 최초 문항 설계 과정과 그 검토 방법을 서울교육

대학교 수학과 교수 1인과 동대학 수학 교육학 박사과

정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교사 2인에게 의뢰하였다.

전문가 검토 결과 70개의 1차 설문 문항 중 교수와

교사 3인 모두 중복 이 의심된다고 표기한 문항 32개

를 추출하였다. 또한 1개교의 초등학교 무작위로 선정

하여 3∼6학년별 남녀 학생 각 5명을 선정, 초등학생

수준에서 읽고 이해되지 않는 문항을 확인하였다. 이

러한 과정을 통해 확정된 2차 설문 문항은 [표 2]와 같

다.

본 연구에서는 [표 2]에 제시된 총 48개의 2차 설문

문항에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3∼6학

년 432명의 학생에게 적용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

들은 각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상태에 대해 ‘매우 그렇

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중 하나를 선택하였다. 신

뢰도 검증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통계적 타당도 검증을

위해 설문 참여자에게 수학 불안 검증 도구를 별도로

적용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설문 도구와의 상관관계

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자세한 분석의 과정과 분

석의 결과는 다음 장에서 소개된다.

Ⅳ.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측정 도구의 통계적 분석을 위해

각 항목별로 리커드 척도의 ‘매우 그렇다’는 4점, ‘그렇

다’는 3점, ‘그렇지 않다’는 2점, ‘매우 그렇지 않다’는 1

점으로 변환하여 계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수학

자기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가정한다. [표 3]은 참여자

의 설문 문항 응답 결과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

고 있다. 이 때, 설문 응답자의 묵종반응경향을 피하기

위해 부정문으로 기술되었던 항목들은 평균과 표준편

차를 계산할 때 부여된 숫자를 역코드화하여 계산하였다.

[표 3]을 살펴보면 평균은 2.10에서 3.62까지, 분산

은 .306에서 1.417까지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에서 떨어진 값은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개인차가 있

음을 보여준다. 성별, 학년을 기준으로 분산 분석을 실

시한 결과, 성별, 학년에 따른 설문 응답 경향의 통계

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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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한 측정 도구는 초등학교 학생의 성별 뿐 아니라

3～6학년 학생의 경우 학년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

문항 응답자 평균 표준편차 분산

1 326 3.40 .934 .873

2 326 3.52 .677 .459

3 326 3.62 .725 .526

4 325 3.16 1.037 1.076

5 325 3.22 1.075 1.155

6 326 3.35 .905 .819

7 326 3.44 .916 .840

29 326 2.80 1.170 1.370

30 326 2.68 1.085 1.177

31 326 3.07 1.048 1.098

32 326 3.28 1.038 1.078

12 326 3.00 1.029 1.059

13 326 3.35 .837 .701

14 326 3.63 .768 .589

15 326 2.92 1.190 1.417

16 326 3.37 .710 .505

17 326 3.58 .553 .306

18 326 2.74 1.171 1.372

19 326 2.59 1.142 1.303

20 326 3.22 1.041 1.084

21 326 2.12 1.119 1.251

22 326 3.23 .957 .916

23 326 3.19 .989 .979

24 326 2.86 1.141 1.302

25 326 2.71 1.189 1.415

26 326 2.67 1.172 1.373

27 326 2.10 1.113 1.240

28 326 3.03 1.029 1.058

[표 3] 수학 자기 효능감 측정 도구의 통계적 분석

[Table 3] Statistics Analysis of Survey Items

(Mathematics Self Efficacy)

1. 설문 문항의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을 활용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학

자기 효능감 측정 도구의 요인 구조를 결정하였다.

요인 구조 분석은 수학 자기 효능감의 하위 범주인 수

행 경험, 대리 경험, 사회적 격려, 정서적·심리적 상태

의 4개의 요인별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요

인을 중심으로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으므로 응답 결과

또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

을 나타낼 것으로 가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수행 경험 관련한 7개 문항의 주성분 분석 실

시 결과, 표본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KMO)

측도가 .706으로 나타나 요인 분석의 가정을 만족하였

다.* 3번, 5번 문항은 요인 구조 분석 과정에서 고유

치가 2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삭제하였다.** 3번과 5번

문항을 추출한 후 나머지 문항들에 대해 요인 구조 분

석, 사각 회전 분석을 실시한 결과 3, 5번 문항을 제외

한 모든 문항들은 같이 하나의 요인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분석 결과는 [표 4]

와 같다.

수행 경험 관련 문항 Component

1 .723

2 .829

4 .768

6 .813

7 .797

[표 4] 수행 경험 요인에 대한 패턴 분석

[Table 4] Pattern Analysis Regarding Master Experience

Component

3번과 5번 문항 제거 후 다시 실시한 주성분분석

결과 KMO는 .711로 증가하였다. 또한 각 요인별로 하

나씩 항목을 순차적으로 제거하면서 분석 하였을 때

Cronbach 알파의 수치가 최초 0.73에서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1, 2, 4, 6, 7번 다섯 개의 항목이

모두 존재할 때 응답의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요인별 항목 사이의 문

항 간 상관관계(inter-item correlation) 역시 양의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리 경험과 관련한 6개 문항의 주성분 분석

에서 표본 적절성의 KMO 측도가 .773으로 나타났다.

요인 구조 분석 중 고유치가 2보다 큰 9번 문항은 추

출하였다. 두 개의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에 대

한 요인 구조 분석 및 사각회전 분석 결과 각 문항들

* KMO 측도는 요인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수와 사례의 수

가 적절한지를 나타내는 표본 적합도를 나타낸다. KMO

값이 0.7 이상이면 요인분석을 진행하기에 적절하다고 판

단할 수 있다(Kaiser, 1970).

** 요인구조분석에서 고유치가 2보다 큰 경우 다른 문항들과

동일 요인을 측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출하

는 것을 권장한다(Kaiser,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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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하나의 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

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대리 경험 관련 문항 Component

8 .769

10 .802

11 .757

12 .821

13 .850

[표 5] 대리 경험 요인에 대한 패턴 분석

[Table 5] Pattern Analysis Regarding Vicarious

Experience Components

9번 문항 제거 후 다시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KMO는 .797로 증가하였다. 이후 각 요인별로 하나

씩 항목을 순차적으로 제거하면서 재분석 하였을 때

Cronbach 알파의 수치가 최초 0.81에서 감소하였다.

이는 추출된 5개의 항목이 모두 존재할 때 응답의 신

뢰도가 가장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각 요인별 항

목 사이의 문항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셋째, 사회적 격려와 관련한 6개 문항의 주성분 분

석에서 표본 적절성의 KMO 측도가 .811로 나타났다.

요인 구조 분석 중 고유치가 2보다 큰 15번, 19번 문

항을 추출하였다. 나머지 문항들에 대해 요인 구조 분

석 및 사각회전 분석한 결과 각 문항들은 [표 6]과 같

이 하나의 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

이고 있었다.

사회적 격려 관련 문항 Component

14 .762

16 .857

17 .807

18 .830

[표 6] 사회적 격려 요인에 대한 패턴 분석

[Table 6] Pattern Analysis Regarding Social

Persuasions Components

14번, 17번 문항 제거 후 주성분분석을 재실시한 결

과 KMO는 .832로 증가하였다. 또한 항목을 순차적으

로 제거하면서 다시 분석 하였을 때 Cronbach 알파의

수치가 최초 0.79에서 감소하였다. 따라서 [표 6]에 제

시된 4개의 항목이 모두 존재할 때 응답의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각 요인별 항

목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정서적·심리적 상태와 관련한 9개 문항의 주

성분 분석 결과, 표본 적절성의 KMO 측도가 .758로

나타났다. 요인 구조 분석 중 고유치가 2보다 큰 21번,

22번 문항은 제거하였다. 나머지 문항들에 대해 요인

구조 분석 및 사각회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문항들

은 [표 7]과 같이 하나의 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서적․심리적 상태 관련 문항 Component

20 .716

23 .762

24 .734

25 .756

26 .711

27 .735

28 .742

[표 7] 정서적․심리적 상태 요인에 대한 패턴 분석

[Table 7] Pattern Analysis Regarding Emotional and

Physiological State

7개 문항에 대해 주성분분석을 실시한 결과 KMO

는 .774로 향상되었다. 각 요인별로 하나씩 항목을 순

차적으로 제거하면서 다시 분석 하였을 때 Cronbach

알파의 수치가 최초 0.76에서 감소하였다. 따라서 추출

된 7개의 항목이 모두 존재할 때 응답의 신뢰도가 가

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각 요인별 항목 사

이의 문항 간 상관관계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초 설문 문항과 그 설문 결과에

대해 통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문항들 사이의 신뢰도

검증을 완료하였다. 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문

항 확정의 절차는 다음 장에서 소개된다.

2. 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요인 구조 신뢰도 분석 과정을 통해

요인 관련도가 부족한 문항들을 추출하여 21개의 문항

으로 구성된 3차 설문 문항을 확정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하위 요인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표 8]과 같이 하위 요인들 사이의 피어슨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8]을 살펴보면 요인 1, 3, 4는 적어도 2개 이상

의 다른 요소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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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고 있었다. 반면 요인 2는 다른 요인들과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조사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수학 자기 효능감 측정 도구에

초기에 선정한 네 요인 중 대리 경험 요인과 관련한

문항들을 추출하여 설문 문항을 확정하였다. .

요소
***

요소
1

요소
2

요소
3

요소
4

요소
1

피어슨
상관계수 1 .121 .469** .381**

유의확률
(양쪽) .071 .000 .001

요소
2

피어슨
상관계수

.121 1 .100 .230

유의확률
(양쪽) .071 .073 .060

요소
3

피어슨
상관계수

.100 .581** 1 .312**

유의확률
(양쪽) .073 .000 .001

요소
4

피어슨
상관계수 .381** .230 .312** 1

유의확률
(양쪽) .001 .060 .001

[표 8] 수학 자기 효능감 하위 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

[Table 8] The Statistical Analysis Relationship Among

Survey Items For Mathematics Self Efficacy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 요인 1: 수행 경험, 요인 2: 대리 경험, 요인 3: 사회적 격려,
요인 4: 정서적․심리적 상태

3. 측정 도구의 타당도 통계적 검증

본 연구에서는 초기 문항 개발 시 전문가 의견 수

렴 과정을 통해 문항 개발의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이 관점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음을 고려, 통계적 분석 과정을 통해 추가

적으로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설문 문항 개발에 있어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유사

한 설문, 혹은 반대되는 설문 문항을 동일 응답자에게

적용해 본 후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것은 타당도를 검증

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Kaiser, 1970).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설문참여자에게 2015년 김리나가 개발한 수학

불안 측정도구 적용,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수학 효

능감과 수학 불안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Cooper와

Robinsion, 1991; Zimmertan, 2000).

김리나(2018)의 수학 불안 측정도구 적용 결과,

determinat는 2.75, KMO는 7.10, 신뢰도는 87%로 확

인되었다. 즉, 수학 불안 설문 결과는 본 연구에서 개

발한 수학 자기 효능감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

한 준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수학 자기 효능감 측정도구와

수학 불안 설문을 연구 참여자에게 적용, 그 결과를

분석한 결과 수학 효능감 측정도구의 분석 결과와 수

학 불안 측정도구의 분석 결과 사이의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이상의 통계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학 자기 효능감 측정

도구 문항을 [표 9]와 같이 확정하였다. [표 9]의 1～5

번 문항은 수행경험, 6～9번 문항은 사회적 격려, 10～

16번 문항은 정서적․심리적 상태 요인과 관련되어 있다.

설문 문항

1. 나는 수학 문제를 잘 푼다.

2. 나는 수학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이 잘 이해된다.

3. 나는 수학 성적이 좋지 않다.

4. 수학 숙제를 할 때 힘들지 않다.

5. 나는 수학 공부를 잘 못한다.

6. 부모님은 내가 수학 공부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7. 수학 공부를 하다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8. 나는 수학 공부를 잘 한다고 자주 칭찬받는다.

9. 나는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자주 칭찬받는다.

10. 나는 수학 시간이 즐겁다.

11. 나는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발표를 시킬까봐 긴장된

다.

12. 나는 학교에서 수학을 매일 공부하면 좋겠다.

13. 나는 수학 시간이 기다려진다.

14. 나는 수학 공부가 즐겁다.

15. 나는 수학 숙제 하는 것이 좋다.

16. 나는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좋다.

[표 9] 수학 자기 효능감 측정도구

[Table 9] Survey Items for Mathematics Self Efficacy

Ⅴ. 연구 결과 및 토의

본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를 토대로 개발된 설문 문

항을 초등학교 학생 432명에게 적용, 설문 응답 결과

를 통계적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본 연

구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자기 효능

감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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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수학 자기 효능감

측정 도구의 하위 요인을 수행 경험, 대리 경험, 사회

적 격려, 정서적․심리적 상태로 설정, 하위 설문 문항

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통계적 분석 결과 대리 경험

요인은 다른 요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조사되지 않아 대리 경험 요인과 관련한 문항은 제외

하고 최종 설문 문항을 확정하였다. 앞에서 살펴보았

듯 대리 경험과 수학 자기 효능감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본 연구의 신

뢰도 검증 과정에서 대리 경험과 수학 자기 효능감 사

이의 관계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 바, 이러한 현상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발견되는 것인지, 혹은 한국 학

생의 수학 자기 효능감의 특징인지에 대한 추가 조사

가 필요하다. 김리나(2018)가 지적하였듯 하나의 이론

으로 모든 국가와 민족의 수학 학습자의 특징으로 설

명할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Bandura(1987)의 이론

에 근거하여 수학 자기 효능감을 정의하고, 그 하위

요인들을 이용하여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수학 자기 효능감의 하위 요인에 대한 한국 학생들의

특징에 대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학 자기

효능감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

구의 표본 집단 선정 시 초등학교 1, 2학년을 제외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측정도구는 초등학

교 3～6학년 학생에게 적용 가능하며, 초등학교 1, 2학

년 학생에게 적용할 때에는 추가적인 신뢰도 검증 과

정이 필요하다.

그동안 수학 교육 연구에서 수학 자기 효능감에 대

한 중요성이 꾸준히 강조되어 왔던 반면, 수학 자기

효능감의 실태 파악을 위한 측정 도구 개발과 관련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본 연

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학 자기 효능감 측

정 도구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측정 도구

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학 자기 효능감 실

태를 점검하고, 학생들의 수학 자기 효능감을 향상 시

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고등학교 학생 또는 일

반 성인의 수학 자기 효능감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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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mathematics self-efficacy test tool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based on the sub-factors of mathematical self-efficacy derived from current studies. In this 
study, I verified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test tool by statistically evaluating the results of 
applying the test tool to the 3rd-6th grade students. In this study,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tool for measuring the self efficacy of mathematic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r the validity test, the mathematics anxiety status of the participants was measured. The mathematics 
anxiety who were known to have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mathematical self efficacy. The 
mathematics self efficacy tool developed in this study consists of 16 items with three subcategories: 
master experience, social persuasions, and emotional and physiological state. The mathematical self 
efficacy test tool developed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grounds for diagnosing the mathematics 
self-efficacy statu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looking for ways to improv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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