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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교수․학습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심리적 요소 중 하

나는 학습동기이다. 일반적으로 심리학자들은 학습동기

를 외적인 자극에 근원을 두고 있는 외적 동기와 학습자

내부에 근원을 두고 있는 내적 동기로 구분하여 다루어

왔다. 행동주의에서의 외적인 자극을 강조하는 강화이론

과 인지주의에서의 내적 사고과정을 강조하는 인지적 동

기이론의 커다란 두 주류가 학습동기 연구의 근간이 되

어 왔다. 인지적 동기이론들 중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가 자기효능감이다(김아영, 1998). Ormrod

(2008)는 자기효능감은 사회인지이론에서 인간학습에 대

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널리 인식되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Bandura(1977)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실패를 능력 부족보다는 노력부족으로 생각

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실패 후에도 빠른 시

간 내에 효능감을 회복한다고 한다. 반면,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들은 실패를 능력부족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

어서 쉽게 두려움과 절망감에 빠지고 마지못해 과제를

수행하거나 이를 회피하려 한다는 것이다. 즉, 과제수행

의 결과는 개인의 객관적인 능력 자체에 의해서만 결정

되는 것만은 아니고, 개인 자기효능감의 영향도 받는다

는 것이다(김아영,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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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학습동기를 유도하여

학습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학생들이 수업에 능동적으

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며, 타인을 통한

배움과 자신의 이해를 통한 배움으로 학습에 대한 가치

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교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수학 과

제나 문제를 수행할 때 가져야하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믿음은 학생들의 장래 학습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으므로 수학 학습에 대한 결과와 함께 중요하

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김영국(2004)은 학창시절에 형

성된 수학에 대한 부정적인 성향은 졸업 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수리적 사고나 논리적 추론을 회피

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학생들의 정의적 측면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최근 수학교육에서도 정의

적 특성과 관련한 연구들이 교육의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박선화, 김명화, 주미경(2010)은 선행연구 결과와

전문가협의회, 델파이조사에서 나타난 전문가들의 의견

을 종합하여 수학에 대한 정의적 특성을 ‘수학에 대한

경험으로 인하여 형성된 정서와 신념, 동기와 관련된 심

리적 특성’(p. 38)으로 정의하였고, 정의에 근거하여 수학

의 정의적 영역을 정서, 신념, 동기의 3가지 요소로 범주

화하였다. 또한 ‘동기’의 하위 요소로 ‘목표지향성’, ‘자기

효능감’, ‘자기조절력’을 제시하였다. 즉, 학습동기를 향상

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학습자의 자기효능감 향

상이라고 볼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학업 수행에 동기적

요인 중에서 학업 수행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

이고, 수학 자기효능감은 수학 영역에서 학생들의 후속

수행과 동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수학교사

는 수학 자기효능감을 비롯한 학생들의 자기신념에 대해

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정경아, 2002).

수학교실 현장에서도 학생들의 정의적 측면을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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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참여 중심 수업과 관련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즉, 학습의 방향이 교사에서 학생으로의 일장적인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생 간에 소통과

협력을 통한 학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 대안적 방법으

로 제시되는 교수 전략 중 하나가 또래교수이다(Byrd,

1990). 또래교수는 또래교수자(tutor)가 또래학습자(tutee)

에게 개별화된 교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짝을 이루어 개

념을 설명하고, 반복과 연습을 통해서 학업적 성취와 사

회적 능력을 촉진하는 교수 전략이다(Wagner, 1990). 즉,

또래교수 모형은 상호관계 속에서 학습이 진행되며, 학

생들이 수학수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

공하는 모형이다. 또래교수 활동은 또래교수자와 또래학

습자 모두에게 정의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었고

(Cheng & Ku, 2009; Ormrod, 2008), 학생들의 자기효능

감 강화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Webb,

1982). 상호또래교수(reciprocal peer tutoring)는 또래교

수가 가지고 있는 또래교수자의 일방적인 교수의 단점을

보완하여, 짝을 이룬 두 사람이 또래교수자와 또래학습

자 역할을 교대하고 이중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또래교

수자와 또래학습자의 학업적 이익이 모두 실현될 수 있

도록 고안된 구조화 된 교수전략이다(Fantuzzo, King, &

Heller, 1992; Griffin & Griffin, 1995). 또한 상호또래교

수 모형은 최계현, 한혜숙(2013)의 선행연구에서도 정의

적 특성 향상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던 프로그램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수학자기효능감이 낮은 학생들

을 대상으로 수학자기효능감 향상의 처치 목적을 가지고

상호또래교수 활동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상적인

수학교실 수업에 상호또래교수 모형을 적용하였던 최계

현, 한혜숙(2013)의 선행 연구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수업

후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완하여 저널쓰기를

도입하였다. 저널쓰기는 자신의 느낌이나 경험, 생각 등

을 자유롭게 기록함으로써 새로운 경험을 능동적으로 이

해하고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다

(Hatton & Smith, 1995). 또한 저널쓰기는 학생들의 인

지능력 측정 및 선행지식 검토를 위한 탁월한 방법이자

학습 내용을 점검할 수 있고, 학생의 사고력과 쓰기 기

술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으며(Duppenthaler, 2002), 구

체적 개념과 추상적 개념을 연결하는 방법이 되고, 이를

통해 학생의 비판적 사고를 촉진할 수 있다(Garside,

1994). 따라서 저널쓰기 활동은 반성을 촉진하는 대표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저널쓰기의 장점을 활용하

여 연구자는 수학자기효능감이 낮은 학생들에게 수학자

기효능감 향상 처치 목적으로 반성적 저널쓰기를 적용하

여 상호또래교수 활동에서도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음은 본 연구의 연구문제이다.

상호또래교수에서의 반성적 저널쓰기 활동은 수학자

기효능감(수학문제효능감, 수학향상효능감, 수학진로효능

감, 수학학습효능감, 수학과목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수학자기효능감

1) 자기효능감(self-efficacy)

학습자의 동기와 성취를 잘 설명해주는 구인으로 많

은 관심을 받아온 자기효능감은 Bandura(1977)에 의해

시작되어 교육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학, 심리학, 임상병

리학, 진로관련, 경영학, 스포츠, 산업현장 등 다양한 분

야로 연구영역이 확대되고 있다(김아영, 1998; Pintrich

& Schunk, 2002).

Bandura는 자기효능감을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련의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

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Bandura, 1986, p. 391)이

라고 정의하였고, Wood와 Locke는 자기효능감을 ‘과제

상황과 관련지어 요구되는 일련의 구체적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기 능력에 대한 개인적 추정’(Wood & Locke,

1987, p. 1014)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학

습자가 자신의 효능성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하느냐 또

는 자기 자신의 효능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인식의

결과이기 때문에 지각된 효능성(perceived efficacy), 자

기효능성에 대한 신념 또는 기대(belief or expectation

of self-efficacy)라고 부르기도 한다(Bandura, 1986).

자기효능감은 과제가 주어졌을 때 어느 정도 노력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오래동안 인내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Schunk,

1981). 결국,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행동을 선택하고 지

속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배정숙, 1998)이고, 과제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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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선행 연구에서 자

기효능감은 학업적 동기, 학습,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Bong & Skaalvik, 2003; Multon,

Brown, & Lent, 1991; Pajares, 1996; Schunk &

Pajares, 2005).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기효능감

과 학업성취도 변인과의 상호관련성 연구(조승우, 김아

영, 1998; 배정숙, 1998)와 자기효능감 검사척도개발 연

구(김성회, 박명심, 2006; 김아영, 1997) 등이 이루어진바

있다.

Bandura는 자기효능감은 네 개의 중요한 정보원으로

부터 형성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기효능감의 네 가지

중요한 근원으로 숙달 경험(mastery experiences), 대리

경험(vicarious experiences), 언어적 설득(verbal

persuasion) 그리고 정서적인 상태(physiological and

affective states)를 들고 있으며, 이들 요인 중 과거의

숙달 경험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Bandura, 1997). 이러한 서로 다른 근원으로부터 오는

네 가지 자기효능감의 정보원들은 서로 역동적인 상호작

용을 통해 한 개인의 자기효능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다양한 개인적, 사회적, 상황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선택되고 해석되며 가중되고 통합되는 인지적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자기효능판단을 형성하게 된다(정

경아, 2002).

2) 수학자기효능감(mathematics self-efficacy)

학업에 대한 자기효능감 중 수학자기효능감은 수학과

목의 중요성과 더불어 학생들이 수학과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필수요소로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Matsui, Matsui & Ohnishi, 1990). 또한 수학학습에 있

어서 수학과 관련된 성취를 예측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

이 수행되었고(정경아, 2002; Bandura, 1986; Fennema

& Sherman, 1977; Hackett & Betz, 1989; Pajares;

1996; Stevens, Olivarez & Hamman, 2006), 수학학습이

나 교과에 대한 포괄적인 자기효능감은 수학성취를 설명

하는데 있어서 인지적 변수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Fennema & Sherman, 1977). 또한

Bandura(1986)와 Stevens, Olivarez 그리고 Hamman

(2006)은 수학과 관련된 변인으로 자기효능감의 중요성

을 제시하였으며, Pajares(1996)는 자기효능감은 다른 교

과보다 수학과 관련된 과제수행에서 상관도가 더 높다고

주장하였다.

Hackett과 Betz는 수학과목에서의 자기효능감을 ‘특

정한 수학 과제나 문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상황적․구체적 문제의 판단’

(Hackett & Betz, 1989, p. 262)으로 정의하였고, 정경아

(2002)는 ‘구체적인 수학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풀 수 있

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p. 7)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박선화 외(2010)는 수학에서의 자기효능감을 ‘목표달성에

필요한 행동과정을 조직하고 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특정한 시간에 주어진 특정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p. 40)으로 정의하였다.

Hackett과 Betz(1989)는 Bandura의 자기효능감 정의

를 근거로 하여 수학교과에서의 자기효능감을 세 가지

하위 영역 즉, 특정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수학 문제(problem) 자기효능감), 수

학 관련 과제를 수행할 가능성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수

학 과제(task) 자기효능감), 수학 관련 과정에 성공할 가

능성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수학 관련 교과(course) 자

기효능감)으로 구분하였다. 이상희(2012)는 수학자기효능

감을 ‘수학 과목이나 과제에 대해 개인이 지각하는 자신

의 능력에 대한 효능감과 이후의 성공적 수행에 대한 신

념(결과기대)’(p. 588)으로 정의하였고, 다섯 가지 하위

영역 즉, 수학문제효능감, 수학향상효능감, 수학진로효능

감, 수학학습효능감, 수학과목효능감으로 구분하였다. 또

한 Multon, Brown, 그리고 Lent(1991)는 수학자기효능감

의 하위 영역을 수학과제해결력, 과제해결을 위한 노력,

그리고 과제해결에 대한 자신감으로 구분하고 있다.

수학에서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측정은 Fennema와

Sherman(1976)에 의해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Fennema

와 Sherman(1977)은 수학성취에 있어서 정의적 태도 변

수들의 중요성을 주장한 대표적인 연구자들로, 수학성취

에서의 성별차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수학

에 대한 척도(Mathematics Attitude Scale: MAS)’를 개

발하였고, 하위척도인 ‘수학학습에 대한 자신감

(Confidence in Learning Mathematics: CLM)’ 척도를

활용하여 수학 학습에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일반화되

고 포괄적인 자신감을 측정하였다. 또한 Dowling(1978)

은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Mathema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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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ilities(NLSMA)에서 사용된 문제들 중에서 중간 수준

의 수학문제를 선택하여 ‘수학자기효능감 척도’

(Mathematics Confidence Scale: MCS)를 개발하였고,

수행 검사척도를 개발하였다. Betz와 Haccket(1983)은

수학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문제효능감(18문

항), 과제효능감(18문항), 교과효능감(16문항)의 세 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된 Mathematics Self-Efficacy

Scale(MSES)을 개발하였으며, 이상희(2012)는 문헌검토

와 전문가 평정,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진로

와 직업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수학자기효능감 척

도를 5 요인 모형으로 개발하였다.

학생들의 수학자기효능감과 수학성취도 사이에 유의

미한 관련성이 입증된 선행연구들(정경아, 2002; 서현진

2011; Chen, 2002; Hacket & Betz, 1989; Shores &

Shannon, 2007)과 수학자기효능감은 수학태도와 성취도

사이에 유의미한 변수임이 입증된 선행연구들(Betz &

Hacket, 1983; Collins, 1982; Hackett, 1985; Hacket &

Betz, 1989; Randhawa, Beamer & Lundberg, 1993)이

있었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수학능력에 대해 가지는

자기효능감은 수학과 관련한 학업적․직업적 선택에 있

어서 중요함을 입증해 주는 많은 선행연구 결과가 보고

되었다.(서현진 2011; Betz & Hackett, 1983; Hackett,

1985; Randhawa, Beamer, & Lundberg, 1993; Graham,

2000).

2. 반성적 저널쓰기

1) 반성적 저널쓰기(reflective journal writing)

Dewey(1933)와 Posner(1996)는 반성을 학습의 기본요

소 중 하나로 보았다. Posner(1996)는 학습은 경험 그

자체보다도 학습 경험에 대해서 반성해 봄으로써 더 의

미있는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Dewey(1933)

는 학습을 경험에 대한 반성이라고 보았으며, 학습을 경

험과 반성의 결합(combination)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Dewey는 반성하기(reflecting)를 개인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끊임없이 탐구하는 인지과정

으로 보았다. Boud, Keogh와 Walker(1985)는 학습을 향

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학습활동과 학습

후 반성활동의 연결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Boud(2001)는 반성과 반성적 실천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저널쓰기임을 강조하였다. Boud(2001)는

학습자가 기록한 자신의 경험들은 반성을 위한 기본 자

료로 활용되며, 이것을 토대로 학습자는 경험을 수정하

고 재형성하여 새로운 경험을 이끌게 되고 이러한 일련

의 과정들이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저널쓰기는 자기표현의 한 형태로 일기, 사건의 기록,

치료의 형태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

(Boud, 2001). 저널과 관련한 다양한 정의(Berlin, 1987;

Feiberg & Waxman, 1990; Fulwiler, 1987; Moon, 1999)

를 살펴보면, Berlin(1987)은 저널을 학습자가 배운 것을

자신의 생활과 관련시켜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도구라고 정의했다. 저널쓰기란 학생이 자신의 아이디어

와 느낌을 표현하는 활동으로 개인의 삶의 기록이며

(Fulwiler, 1987), 저널은 반성을 위한 도구이고 반성의

과정을 바탕으로 한 자료들을 모아 둔 것이다(Moon,

1999). 또한 Feiberg와 Waxman(1990)는 반성적 저널쓰

기 활동이란, 일정한 주기로 자신의 학습경험과 학습과

정에서 발생하는 질문들을 정리하여 글로 써 보는 활동

이라고 하였다.

학습자 측면에서의 저널쓰기 장점에 대한 견해(김경

연, 2007; Bray & Harsch, 1996; Cook & Craig, 1991;

Fulwiller, 1987; Hays, 2004; Hiemstra, 1994; Loo &

Thorpe, 2000)를 살펴보면, Bray와 Harsch(1996)는 반성

적 저널쓰기를 통해서 학생들은 학습에 대한 자각 및 자

율성이 고취되며, 학습내용에 대한 복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Cook와 Craig(1991)은 쓰기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을 정교하게 하는 도구가

되고, 표현능력을 길러주며, 다른 사람과의 공유를 통해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였

다. 학습저널은 학습자가 학습과정에서 스스로 남기는

저장고이자 학습을 촉진하는 수단이 되고(Hays, 2004),

학생들은 배운 것을 기록할 때, 학습이 더 잘 이루어

진다(Fulwiller, 1987). 또한 저널쓰기는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 직관과 자기표현, 문제해결, 반성과 비판적 사고촉

진에 도움을 주고(Hiemstra, 1994), 반성적 학습저널은

학습자의 개인적 수행능력과 학습자가 속해 있는 팀 전

체의 수행 능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Loo & Thorpe,

2000). 김경연(2007)은 저널쓰기는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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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기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 비판적으로 사고를

하는 데 유용하며, 반성적 저널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과 학습 과정에 대한 반성을 명료하게 표현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저널은 저널 쓰기 교육의 목적과 초점에 따라 개인

저널(personal journal), 대화식 저널(dialogue journal),

읽기 저널(reading journal), 학습 저널(learning journal),

이중기록 저널(double-entry journals), 모의 저널

(simulated journals)로 구분하며(Tompkins, 2000), 저널

의 공유 여부에 따라서 개인 저널, 대화식 저널, 동료 저

널로 구분한다(Peregoy & Boyle, 2001). 저널쓰기의 방

법에는 반구조적인 방법과 구조적인 방법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반구조적인 방법

은 특별한 주제나 형식 없이 자연스럽게 저널을 쓰는 것

을 말하며, 구조적인 방법이란 저널쓰기의 단계를 지정

해주는 것을 말한다(Reiman & Theis-Sprinthall, 1998).

저널쓰기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Bandura & Zimmerman, 1994; Perl, 1994), 대학교 1학

년을 대상으로 한 Bandura와 Zimmerman(1994)의 연구

에서는 글쓰기 활동이 학생들의 학문적 자기효능감과 자

기조절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Perl(1994)은 학급의 구성원이 똑 같이 주어진 글을 읽

고 저널을 쓴 뒤, 이 내용들을 돌려가면서 읽고 서로의

저널 내용에 대해 반응하는 방법을 사용한 결과, 학습자

들 간의 학습공동체를 구성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2) 수학에서의 반성적 저널쓰기(reflective journal

writing in mathematics)

수학에서의 쓰기활동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작업을 반

성하고 아이디어에 관한 생각들을 명료화하도록 요구하

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의 사고를 통합할 수 있도록 도

와준다(NCTM, 2000. p.61). 따라서 수학교과에서 저널쓰

기 활동은 더욱 효과적이며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Carter(2009)는 수학에서 저널쓰기는 학생들에게 수학

적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수학적

전략을 분석할 수 있게 할뿐만 아니라, 이 두 기술을 모

두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주장하였

다. Fulwilder(1987)는 학생들이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알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어떻

게 연관되는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수

학학습에 있어서의 쓰기활동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였

다. 저널쓰기는 수학적 사고를 위한 강력한 도구이며(

Manning & Manning, 1996), 수학 저널은 학생들이 수

학에서 중심이 되는 개념과 어휘를 모두 파악하는 데 도

움이 되며, 학생들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결정하는 진단

도구로서의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Moore, 1991). 또

한 Nahrgang과 Petersen(1986)은 쓰기활동을 통해서 학

생들은 수학 개념을 더욱 잘 내면화할 수 있고, 다른 사

람들과 이해를 공유할 수 있는 잠재 가능성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반드시 수학 수업에 통합되어야 하는 방법이

라고 주장하였다. Johnson(1983)은 쓰기활동은 학생들의

수학적 아이디어에 대한 사고와 그 수학적 아이디어를

조작하는 것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수학 학습 시에 적극

권장해야 하는 활동이라고 하였다.

수학 저널쓰기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한 국내 연구들

(김미선, 2001; 박윤정, 권혁진, 2008; 박현숙, 2000)을 살

펴보면, 수학 일지쓰기는 정규적으로 자신의 수학적 생

각, 느낌, 감정 등의 경험과 수학적 사고에 대한 반성의

결과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의사소통의 한 방법이고(김미

선, 2001), 수학 학습에서 쓰기는 자신의 사고과정을 스

스로 발견할 수 있어서 수학적 힘을 키울 수 있는 역할

을 한다(박윤정, 권혁진, 2008)고 하였다. 또한 자신이 알

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 알고 싶은 것을 일지에 적음으

로써 자신의 수학학습을 반성할 수 있고, 수학에 대한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서 부정적인 수학적 성

향을 치유할 수 있다(박현숙, 2000)고 하였다.

수학교과에서 수행된 저널쓰기 활동과 관련된 선행연

구 결과(김미란, 송영무, 2006; 김혜정, 정동권, 2008; 이

미정, 2006; 이인태, 2008; Borasi & Rose, 1989; Clarke,

Waywood & Stephens, 1993; Steele, 2005)를 살펴보면,

김미란, 송영무(2006)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한명을 대

상으로 수학 일지쓰기에 대한 인식과 수학 일지쓰기가

수학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수학 일지

쓰기를 통해 반성적 사고를 하게 되었으며, 수학적 이해

과정과 학습태도 면에서 긍정적 결과를 보고한바있다.

김혜정, 정동권(2008)은 두 명의 수학 학습 부진 학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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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수학일지를 쓰게 한 결과, 쓰기활동이 학업 성취도

향상 및 긍정적 태도 변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이미정(2006)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

로 수학 쓰기활동을 4주간 실시한 결과 중, 하위권 학생

들의 문제 이해 능력이 다소 향상되었고, 스스로 학습하

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고등학교 1학년

학습부진아 3명을 대상으로 하여 13주간 수업 후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수학일지를 쓰도록 한 이인태(2008)의 연

구결과에 의하면, 수학 성적 향상과 수학적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Borasi와 Rose(1989)는 수학 수업에 있

어서 수학 일지쓰기는 수학 개념과 문제 해결 기능을 학

습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뿐 아니라 학생들의 감정

과 태도에 대해서도 치료효과가 있다고 보고했다.

Clarke, Waywood와 Stephens(1993)은 중학생을 대상으

로 메타인지 과정의 발달을 촉진하는 수학 일지쓰기에

관한 장기간의 연구를 수행하였고, 연구를 통해서 언어

와 수학 사이의 연결성을 입증하였다. 중학생을 대상으

로 한 대수 수업의 저널쓰기 연구를 수행하였던 Steele

(2005)은 연구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문제에 대한 생각과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쓰고 설명하도록 하였다. 자신의

방법을 쓰고 설명하며 자신의 선택에 대한 논리를 명확

하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수에 대한 지식과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자는 경기도 소재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

으로 하계방학 기간 동안 수학자기효능감 향상을 목적으

로 한 ‘수학학습능력 향상 캠프’를 개최하였다. 이 캠프

의 수업은 상호또래교수 활동으로 진행되었고, 수업 후

반성적 저널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연구자는 이

캠프에 참여할 학생들을 모집하였고 참여하기를 희망하

는 학생 중 면담을 통해서 연구 의도에 부합하는 학생

38명을 선발하여 연구를 시작하였다. 상호또래교수 활동

을 위해서 참여인원은 짝수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참

여자들 모두는 지난 2012년 1년 간 정규 수학 수업시간

을 통해서 상호또래교수 활동에 참여하였던 학생들로 이

활동에 익숙한 학생들이었다. 그러나 참여자들의 대부분

은 정규 수학 수업시간에 운영된 상호또래교수 활동에서

소극적으로 또래학습자 역할에만 참여하였을 뿐 또래교

수자 역할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38명 중 4

명뿐이었다.

상호또래교수에서의 반성적 저널쓰기 활동의 효과를

더욱 잘 관찰하기 위하여 38명의 연구 참여자 중 6명을

대상으로 수업 관찰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6명은 사전

수학자기효능감 척도에서 평균 이하1)의 매우 낮은 반응

을 보였던 학생들로 구성하였고, 모두 성실하나 내성적

이고 과거 또래교수자 역할에 참여해 본 경험이 없는 학

생들이다. 6명의 성별, 성적2), 수학자기효능감 척도 점

수와 같은 배경변인은 [표 1]과 같다.

[표 1] 주요 배경변인

[Table 1] Major variables

학생 성별 성적 PE SE OE LE TE

A 남 상 2.00 2.00 2.00 2.00 1.75

B 여 상 1.75 2.00 2.00 2.00 2.00

C 남 중 1.75 1.75 2.00 1.75 1.75

D 남 중 1.75 1.50 2.00 1.75 1.75

E 여 하 1.75 1.75 1.50 1.75 1.75

F 여 하 1.50 1.50 1.75 1.75 2.00

연구 참여자 평균 2.05 2.07 2.22 2.07 2.21

PE : 수학문제효능감, SE : 수학향상효능감, OE : 수학

진로효능감, LE : 수학학습효능감, TE : 수학과목효능감

2.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혼합 연구방법(mixed methods)의 삼각측

정설계(triangulation design)에 따라 연구 설계하였다.

양적 자료 수집을 위해서 38명에 대한 수학자기효능감

척도의 사전, 사후 검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이 데이터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항목별, 영역별 평

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t-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의 마지막 날에 실시한 38명의 최종 반성지의 설문

문항을 범주화, 빈도 분석하여 정량적 자료로 자료 변환

1) 평균 이하는 연구 참여자 38명의 평균 이하를 의미한다.
2) 상, 중, 하의 성적 기준은 1학기 학기말고사 수학 학업성취도

를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였다. 1-3등급(상위 23%)을 상, 4-5

등급(23～60%)을 중, 6-9등급(60～100%)을 하로 구분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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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활용하였다. 또한 질적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6명

의 반성적 저널 72개와 면담 자료, 관찰 일지를 활용하

였다. 사전 척도지와 반성적 저널 자료를 분석하여 개별

면담 자료의 틀을 만들었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사전

척도지와 학생 반성지로 확인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개별 면담을 실시하여 확인하였다. 개별 면담 자료는 학

생의 수학자기효능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는

데 중요한 분석 자료로 활용되었다. 연구자의 혼합 연구

모형은 Patton(1990)이 ‘통합형식(mixed form)'설계를 기

반으로 하였으며 도식화 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통합형식 모형

[Fig. 1] Mixed research model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3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3년 7월 12일

부터 8월 8일까지 4주간 이루어졌으며, 상호또래교수 활

동에서의 반성적 저널쓰기 프로그램은 12일 간 하루 2시

간씩 24차시에 걸쳐 수행되었다. 캠프의 수업 내용은 7

월 16일과 17일 학생 사전 조사를 통하여 수학Ⅰ 교과내

용 중 학생들이 가장 자신 없고 복습을 원하는 내용으로

연구 참여자 협의를 통해서 구성하였다. 연구의 절차는

[표 2]와 같고, 캠프에 진행된 상호또래교수의 절차는

[그림 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성적이 비슷한 2명의 학

생이 하나의 모둠을 이루고 주어진 문제를 모둠원이 모

두 해결한 뒤, 문제를 나누어 하나의 문제에서는 또래교

수자(tutor) 역할을 체험하고, 또 다른 문제에서는 또래

학습자(tutee) 역할을 체험하는 형태로 상호또래교수 모

형을 적용하였다.

[표 2] 연구의 절차

[Table 2] The procedure of the study

일 정 추진절차

2013. 7. 12 사전 홍보 : 캠프 참여자 모집

7. 15 참여자 면담

7. 16 - 7. 17
학생 사전 조사 및 참여자 협의회 :

캠프 수업 내용 차시별 구성

7. 18
학생 사전 교육 :

상호또래교수 활동, 반성적 저널쓰기 활동

7. 19 사전검사 : 수학자기효능감 척도

7. 22 6명 면담

7. 23 - 8. 5

캠프 진행 :

상호또래교수 활동, 반성적 저널 쓰기

면담, 관찰 일지

8. 6
사후검사 : 수학자기효능감 척도

최종 반성지 작성

8. 7 6명 면담

8. 8 수료증 수여식

[그림 2] 상호또래교수의 절차

[Fig. 2] Procedures of reciprocal peer tu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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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1) 수학자기효능감 검사

상호또래교수 활동에서의 반성적 저널쓰기 활동이 고

등학생들의 수학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상희(2012)가 개발한 ‘청소년의 수학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상희의 수학자기효능감 척도는 다

섯 가지 하위 영역 즉, 수학문제효능감, 수학향상효능감,

수학진로효능감, 수학학습효능감, 수학과목효능감으로 구

성되어 있고, 이들 하위 요소 모두가 .79에서 .89 사이의

신뢰도를 보이는 검증된 척도3)이다. 수학자기효능감 척

도의 하위 요소에 대한 정의는 [표 3]과 같다.

[표 3] 수학자기효능감 척도의 하위 요소의 정의 (이상희,

2012, p. 588)

[Table 3] Definition of each subcategory of the math

self-efficacy scale (Lee, S. H., 2012, p. 588)

하위 요소 정 의

수학문제효능감
(mathematics

problem-efficacy)

수학문제가 주어질 때 이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것과 관련된 효능감

수학향상효능감
(mathematics
success-efficacy)

개인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수학에

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효

능감

수학진로효능감
(mathematics

occupation-efficacy)

수학과 관련된 직업을 선택하여 성공

할 수 있다는 것과 관련된 효능감

수학학습효능감
(mathematics

learning-efficacy)

수학을 공부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인

학습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효능감

수학과목효능감
(mathematics
subject-efficacy)

다른 과목보다 수학 과목에 대해 개인

이 가지고 있는 효능감

이상희가 개발한 수학자기효능감 척도의 반응양식은

‘전혀아니다(=1점)’, ‘대체로아니다(=2점)’, ‘보통이다(=3

점)’, ‘대체로그렇다(=4점)’, ‘매우그렇다(=5점)’로 Likert-5

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다섯 가지 하위 영역 각각 4문

3) 이상희는 문헌연구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학자기효능감의

내용들을 추출하고, 전문가 평정과 요인분석의 타당화 과정

을 거쳐 2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효능감 척도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수학자기효능감 척도의 전체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  계수는 .94이고, 하위척도들의 내적일관성 신뢰

도 Cronbach  계수는 수학문제효능감 .82, 수학향상효능감

.79, 수학진로효능감 .89, 수학학습효능감 .86, 수학과목효능

감 .85이다(이상희, 2012, p. 584).

항씩,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 대상자 집

단에서의 척도의 하위 영역별 신뢰도는 [표 4]와 같다.

[표 4] 측정도구의 신뢰도

[Table 4] Reliability of the instrument

하위 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수학문제효능감 1,2,3,4 4 .694

수학향상효능감 5,6,7,8 4 .812

수학진로효능감 9,10,11,12 4 .797

수학학습효능감 13,14,15,16 4 .850

수학과목효능감 17,184),19,20 4 .748

2) 반성적 저널쓰기

7월 23일부터 8월 5일까지 12일간 하루 2시간, 2차시

씩 24차시에 걸쳐 상호또래교수 활동이 이루어졌고, 2차

시 수업이 끝난 후 매번 반성적 저널을 쓰도록 하였다.

반성적 저널쓰기 활동은 12일 간, 총 12회에 걸쳐 이루

어졌으며, 학생 개개인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대략 15분

에서 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학생 스스로가 그날

수업을 충분히 돌아보고 반성적 저널쓰기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종료시간을 엄격히 정하지 않았고, 학생 각자

완성된 시점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반성적 저널쓰기에 활용된 학생 일일 반성지는 [그림

3]과 같다. 처음 저널쓰기를 하는 경우나 개념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저널이 가지고 있는 개방성에 많은 불안

을 느낀다(Grennan, 1989)는 선행연구와 연구자의 예비

연구의 결과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생 일일 반성

지를 구조화하여 사용하였다. 학생 일일 반성지의 주된

내용은 상호또래교수의 교수자 역할 경험에 대한 전략,

어려웠던 점과 가장 인상 깊었던 점, 효과적 방법, 자신

의 변화, 자신감에 대한 자기평가 등이다.

[그림 3] 반성적 저널쓰기

[Fig. 3] Reflective journal

4) 17번과 18번은 역 배점 문항으로 역 채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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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담

상호또래교수에서의 반성적 저널쓰기가 학생들의 수

학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학생의 심

리적 성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일대일 면담을 실시하였

다. 면담은 선정된 6명에 대해 실시되었고, 학생들에게

면담의 목적과 방법을 사전에 상세히 설명해 준 다음 진

행하였다. 면담은 캠프 대상자를 선정할 때의 참여자 면

담을 제외하고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첫 번째 면담

은 학생이 작성한 사전 수학자기효능감 척도 설문지를

기초로 하여 학생 1인당 20분 정도 실시하였다. 두 번째

면담은 캠프 1주일이 지나고 상호또래교수 활동과 반성

적 저널쓰기 활동, 수업 활동 전반에 관련한 내용으로

10분 정도 실시하였다. 세 번째 면담은 캠프가 다 끝나

고 사후 설문지와 최종 반성지를 쓴 다음날 실시하였다.

학생 개인당 20분에서 30분 정도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최종 면담의 주 내용은 사후 설문지에 대한 내용과 반성

적 저널쓰기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 반성적 저널쓰

기 활동이 수학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등

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외에도 매 수업 시간에 자유로

운 분위기 속에서 학생과 연구자의 면담이 일부 이루어

졌다. 모든 면담의 내용은 녹음하였고, 녹음된 내용은 녹

취록으로 전사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4) 관찰 일지

수업활동을 관찰하기 위해서 매 시간 전체 수업 녹화

용 비디오카메라 한 대와 관찰 및 면담 대상으로 선정된

6명, 3팀에 초점을 맞춘 세 대의 비디오카메라, 모두 4대

의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하여 녹화하였다. 일차적으로는

수업 시간에 연구자가 관찰 일지를 작성하였고, 수업 후

비디오를 보면서 관찰 일지를 보완하였다. 이후 관찰 일

지에서 미비한 사항이나 불확실한 부분은 다음 날 해당

학생과의 간단한 면담을 통해 확인하고 수정하였다. 관

찰 일지는 체크리스트와 간단한 서술 형태의 양식으로

구성하였다. 관찰 일지는 수학문제효능감, 수학향상효능

감, 수학진로효능감, 수학학습효능감, 수학과목효능감 그

리고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의 적극성과 반성적 저널쓰기

활동에 대한 태도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5) 최종 반성지

마지막 날에는 캠프 전반에 대한 최종 반성지를 작성

하게 하였다. 최종 반성지는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제

시할 수 있도록 개방형 2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캠프를

통해 자신의 변화된 점과 반성적 저널쓰기 활동에 대한

평가에 대해 기술하도록 하였다. [그림 4]는 학생들이 작

성한 최종 반성지이다.

[그림 4] 최종 반성지

[Fig. 4] Final reflective journal

4. 예비연구

2013년 6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5주 간 매주 토요

일 2시간씩 10차시에 걸쳐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예비

연구 기간 동안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현장 수학교사

두 명이 참관을 하였고, 이후 참관 교사 두 명의 피드백,

수학교육 전문가의 조언, 그리고 예비연구 참여자의 의

견 등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사항을 수정하

여 운영하였다. 예비연구에서 지적된 세 가지 측면은 학

생 일일 반성지, 관찰 일지, 그리고 수업운영자에 대한

것이었다. 예비연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과 수정안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널쓰기 경험이 없

어서 쓰기 활동을 매우 힘들어 했으며 어떤 내용부터 시

작해야할 지 몰라서 시간을 낭비하였다. 또한 너무 감정

적으로 편중되어 쓰거나 문제풀이 위주로만 표현하는 학

생들도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이 작성하는 반성적 저널,

즉 일일 반성지의 내용을 자유롭게 쓰는 형식에서 안내

에 의한 쓰기 형식으로 수정하였다. 둘째, 연구자가 수업

을 진행하며 동시에 전체적인 학생들을 관리하고 6명의

관찰 일지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수업 진행과 관찰, 관찰

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

서 관찰 일지의 형식을 자유 서술식에서 체크리스트와

간단한 서술 형태의 양식으로 보완하였고, 수업 시간에

일차적인 관찰 일지를 작성한 후 수업 후에 관찰 일지를

추가 보완하기로 하였다. 셋째, 연구자가 전체적인 수업



최계현, 황우형10

하위 요인 N
사전 사후

t p
M SD M SD

수학문제

효능감
38 2.05 .560 2.96 .413 9.783

***

.000

수학향상

효능감
38 2.07 .506 3.02 .750 10.388

***

.000

수학진로

효능감
38 2.22 .414 2.34 .648 1.452 .155

수학학습

효능감
38 2.07 .757 2.51 .545 4.421

***

.000

수학과목

효능감
38 2.21 .559 2.81 .553 5.736

***

.000

관찰과 6명의 관찰, 면담 학생들을 더 잘 관찰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서 관찰자 역할만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

다. 즉, 수업을 진행해 나가는 교사의 역할을 훈련된 또

래교사 특정 학생이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하였

다.

Ⅳ. 결과 분석 및 논의

1. 수학자기효능감 사전 및 사후 설문 결과

상호또래교수에서의 반성적 저널쓰기 활동이 학생들

의 수학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아보

기 위해서 사전, 사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대응표본

t-검정을 수행하였다. 수학자기효능감의 각 하위 요소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수학자기효능감의 각 하위 요소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 결과

[Table 5] T-test results of paired-samples for each

subcategory of the mathematics self-efficacy

*** p<0.001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사전검사 결과 수학자기

효능감의 각 하위 요소 모두에서 2.05에서 2.22의 낮은

점수의 특성을 보여준 반면, 사후검사에서는 평균 2.34에

서 3.02로 나타났고, 5개의 하위 요소 모두에서 점수 향

상을 보였다. 또한 수학문제효능감(2.96)과 수학향상효능

감(3.02) 그리고 수학과목효능감(2.81)은 높은 점수를 보

였다. 특히, 대응표본 t-검정 결과 수학진로효능감을 제

외한 나머지 하위 요인 모두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서

유의수준 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수학문제효능감: t=9.783, p<.001, 수학

향상효능감: t=10.388, p<.001, 수학학습효능감: t=4.421,

p<0.001, 수학과목효능감: t=5.736, p<0.001). 즉, 상호또

래교수에서의 반성적 저널쓰기 활동이 학생들의 수학자

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사전, 사후검사의 평균차가 큰 것은 수학향상효능

감(.954)과 수학문제효능감(.914)이었고, 수학과목효능감

(.599), 수학학습효능감(.447), 수학진로효능감(.112)의 순

으로 나타났다.

2. 최종 반성지 설문 결과

상호또래교수에서의 반성적 저널쓰기 활동에 대한 학

생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서 개방형 2문항으로 이루

어진 평가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최종 반성지 설문 내용

은 캠프를 통해 변화된 점과 반성적 저널쓰기 활동에 대

한 평가였고, 38명에 대한 평가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캠프를 통해 변화된 점

캠프를 통해 자신이 변화된 점과 관련하여 38명의 학

생들은 각 문항에 대해 2가지 이상의 경험을 제시하였

다. 최종 반성지에 나타난 학생들의 경험 내용을 수학문

제효능감(PE), 수학향상효능감(SE), 수학진로효능감(OE),

수학학습효능감(LE), 수학과목효능감(TE), 기타의 범주

로 나누어 빈도 분석하였다. 응답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캠프를 통해 변화된 점

[Table 6] Changes during the camp

응답 유형
응답자수

(38명에 대한 %)

수학문제효능감(PE) 향상 25(65.8)

수학향상효능감(SE) 향상 20(52.6)

수학학습효능감(LE) 향상 18(47.4)

수학과목효능감(TE) 향상 13(34.2)

의사소통능력 향상 9(23.7)

수학적 오개념 수정 8(21.1)

기타(수학적 이해력 향상, 집중력

향상, 자신의 사고 과정 발견의 기회)
6(15.8)

전체 응답자 38명 중 25명(65.8%)의 학생들이 수학문

제효능감이 향상되었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는 상호또래

교수 활동과 반성적 저널쓰기 활동을 하면서 수학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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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 반복된 성공경험과 대리경험을

통하여 수학문제에 대한 확신이 생겨서 이후 유사한 또

는 변형된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

각하는 학생들의 신념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는 이와 관련된 학생 응답의 예시이다. 그 다음으로는

20명(52.6%)의 학생들이 수학향상효능감이 향상되었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수학문제효능감과 마찬가지로 성공경

험을 통해 스스로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생긴 것으로 해석된

다.

[그림 5] 수학문제효능감 향상에 대한 학생 응답 예시

[Fig. 5] An example of students' responses on

improvement of the mathematics problem-efficacy

[그림 6] 수학향상효능감 향상에 대한 학생 응답 예시

[Fig. 6] An example of students' responses on

improvement of the mathematics success-efficacy

[그림 6]은 이와 관련된 학생 응답의 예시이다. 또한

18명(47.4%)의 학생들이 수학학습효능감의 향상과 관련

하여 답변하였다. 상호또래교수 활동에서 또래교수자의

역할을 경험하면서 학생들은 교수(teaching)에 대한 책

임감이 생긴 것으로 여겨지며,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반

복하여 연습하고 전략을 세워보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효

과적인 학습방법을 터득하여 이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수학과목효능감 향상이 13명

(34.2%), 의사소통능력 향상이 9명(23.7%), 수학적 오개

념 수정이 8명(21.1%)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7] 수학과목효능감 향상에 대한 학생 응답 예시

[Fig. 7] An example of students' responses on

improvement of the mathematics subject-efficacy

[그림 8] 수학적 오개념 수정에 대한 학생 응답 예시

[Fig. 8] An example of students' responses on correct

of the mathematical misconception

[그림 7]은 수학과목효능감 향상과 관련된 학생 응답

의 예시이다. 학생들은 캠프를 통해 또래교사로서 또래

학습자에게 설명할 기회를 갖게 되었고, 또래학습자가

되었을 때는 또래교사가 설명하는 내용을 경청하면서 함

께 어려운 점과 배움의 기쁨을 공유하게 된다. 즉 한 팀

이 되어 서로 도와가며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하게 되었

고 이러한 경험이 평소 가지고 있었던 수학교과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켜서 수학교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8]은 수학적 오개념 수정과

관련한 학생 응답의 예시이다. 이 학생은 이후 면담에서

상호또래교수의 또래교수자 역할을 체험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연속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재정립하였고

이와 관련한 함수 적용 문제를 풀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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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의 중요성과 그 동안 실수했던 부분을 스스로 정확

히 깨달았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수업 내용 전반을

반성지를 통해 다시 정리하고 돌아보는 과정이 많은 도

움이 되었다고 답변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캠프를 통해

수학적 이해력 향상, 집중력 향상, 자신의 사고 과정 발

견의 기회가 되었다고 긍정적 답변을 하였다.

2) 반성적 저널쓰기 활동에 대한 평가

반성적 저널쓰기 활동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38명

의 학생들은 각 문항에 대해 2가지 이상의 경험을 제시

하였다. 학생들이 제시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6가지 요

소를 추출한 뒤, 다시 6가지 요소를 근거로 하여 빈도

분석하였다. 6가지 요소는 반성적 사고를 통한 이해 증

진(RT), 자신감 향상(SI), 수학적 표현력 향상(ME), 배

운 내용에 대한 복습과 정리(LR), 내적 담화의 수단(ID),

수학 불안 감소(MA) 등이다. 학생들의 응답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반성적 저널쓰기 활동에 대한 평가

[Table 7] Assessment on the reflective journal writing

activity

응답 유형
응답자수

(38명에 대한 %)

반성적 사고를 통한 이해 증진(RT) 30(79.0)

자신감 향상(SI) 28(73.7)

수학적 표현력 향상(ME) 19(50.0)

배운 내용에 대한 복습과 정리(LR) 13(34.2)

내적 담화의 수단(ID) 11(28.9)

수학 불안 감소(MA) 6(15.8)

기타(의사소통능력 향상, 자기주도적

학습력 향상, 학력향상, 학습태도 수정)
4(10.5)

전체 응답자 38명 중 30명(79.0%)에 해당하는 대부분

의 학생들이 반성적 사고를 통한 이해 증진에 대한 답변

을 주었다. 이는 반성적 저널쓰기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

이 그날 배운 내용이라던가, 또래교수 전략, 설명 방법

등 자신의 사고 과정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이것이

개념 이해 증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림 9]는 이와 관련된 학생 응답의 예시이다.

[그림 9] 반성적 사고를 통한 이해 증진 학생 응답 예시

[Fig. 9] An example of students' responses on

improvement of understanding through reflective thinking

그 다음으로 28명(73.7%)의 학생들이 자신감이 향상

되었다고 대답하였다. 학생들이 말하는 자신감이란 대부

분 수학학습 전략에 대한 자신감과 과목 자체에 대한 긍

정적 시각으로서 이상희(2012)의 수학과목효능감과 수학

학습효능감을 포괄적으로 말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19명(50%)의 학생들이 수학적 표현력 향상과 관련하여

답변하였고, 13명(34.2%)의 학생들은 배운 내용에 대한

복습과 정리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 외에도

내적 담화의 수단으로 답변한 학생이 11명(28.9%)이었

고, 6명(15.8%)은 수학불안 감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

답하였다. 기타의 의견으로는 의사소통 능력 향상, 자기

주도적 학습력 향상, 학력 향상, 학습태도 수정에 대한

답변이 있었다. [그림 10]은 수학적 표현력 향상이라고

대답한 학생의 시험지이다. 학생은 발표 수업이나 서술

형 평가에서 긴장하고 실수하였던 부분을 이번 기회를

통해 수정하였고 이후 잘 할 수 있다는 의지를 진술하였

다.

[그림 10] 수학적 표현력 향상에 대한 학생 응답 예시

[Fig. 10] An example of students' responses on

improvement of mathematical expression ability

[그림 11]은 학생이 자신의 행동과 각오, 의지 등을



상호또래교수에서의 반성적 저널쓰기 활동이 수학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13

일기 형식으로 진술한 내적담화의 응답 예시이다. 학생

들은 반성지를 통해 자신의 수업 활동 내용을 평가하고

스스로에게 격려와 지지를 하면서 자신감을 높이는 것으

로 해석된다.

[그림 11] 내적담화 학생 응답 예시

[Fig. 11] An example of students' responses on inner

discourse

3. 면담과 관찰 일지, 일일 반성지를 통한 수학자기효

능감 결과

연구자가 관찰하는 수학자기효능감은 학생에게 있어

서 눈에 보이는 수치화된 수학과목의 실제 점수가 아니

라 수학과목이나 과제에 대해 개인이 지각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또는 성공적 수행에 대한 자기 신념이다.

신념의 변화를 연구자가 관찰 일지를 통해 관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가 체크 형식을 통한 자신감의 변

화 결과를 학생이 직접 표현하도록 하였다. 즉, 수업 후

학생 일일 반성지의 4번 항목에 자신감 지수를 12일 간

기록하게 하였다. 학생이 기록한 일일 반성지의 자신감

지수 변화 결과를 기준으로 관찰 일지와 면담, 일일 반

성지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림 12]는 6명의 일일

반성지에 나타난 자신감 지수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

다.

1일차에 45%에서 60% 사이를 기록한 학생들은 12일

차에 60%에서 100%까지 기록하였고, 학생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향상되었다. 그래프에서 6

명의 학생들이 나타낸 자신감(수학자기효능감)은 면담

결과 주로 수학문제효능감 측면(수학 과제를 해결하여

친구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어렵지 않다)과 수학향상

효능감 측면(열심히 노력하면 2학기에는 수학 성적을 올

릴 수 있을 것 같다), 수학학습효능감 측면(영역별로 적

절한 학습방법과 설명방법이 있다), 그리고 수학과목효

능감 측면(수학과목이 전처럼 두렵지 않고 자신감이 생

겼다)을 모두 포괄적으로 표현 한 것이다.

[그림 12] 학생들이 표현한 자신감의 변화

[Fig. 12] Changes of self-efficacy of students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 C학생은 수학문제효능감, 수

학향상효능감, 수학진로효능감, 수학학습효능감, 수학과

목효능감 측면에서 답하였고, B, D, E학생은 수학문제효

능감, 수학향상효능감, 수학학습효능감, 수학과목효능감

측면에서 답하였다. F학생은 수학문제효능감, 수학향상

효능감, 수학학습효능감 측면에서 답하였다.

[표 8]은 학생 개인 별 수학자기효능감 5개의 하위 영

역 체크리스트이고, [표 9]는 6명 학생의 수학자기효능감

각 하위 요소에 대한 사전, 사후 검사 결과이다.

[표 8] 수학자기효능감 하위 요소의 체크리스트

[Table 8] Checklist of each subcategory of the math

self-efficacy

학생 성별 성적 PE SE OE LE TE

A 남 상 √ √ √ √ √

B 여 상 √ √ √ √

C 남 중 √ √ √ √ √

D 남 중 √ √ √ √

E 여 하 √ √ √ √

F 여 하 √ √ √

PE : 수학문제효능감, SE : 수학향상효능감, OE : 수학

진로효능감, LE : 수학학습효능감, TE : 수학과목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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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사전, 사후 검사의 평균 비교

[Table 9] Mean comparisons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학생 PE SE OE LE TE

A
사전 2.00 2.00 2.00 2.00 1.75

사후 3.50 3.00 3.25 3.75 4.00

B
사전 1.75 2.00 2.00 2.00 2.00

사후 3.50 4.00 2.25 3.75 3.50

C
사전 1.75 1.75 2.00 1.75 1.75

사후 3.00 3.00 3.00 3.00 3.00

D
사전 1.75 1.50 2.00 1.75 1.75

사후 3.25 3.50 2.25 4.00 3.25

E
사전 1.75 1.75 1.50 1.75 1.75

사후 3.25 3.00 1.75 2.75 2.75

F
사전 1.50 1.50 1.75 1.75 2.00

사후 2.75 2.50 1.75 2.00 2.25

1) A학생의 수학과목효능감 향상 사례

[그림 12]와 [표 9]에서도 볼 수 있듯이 A학생은 자신

감 지수가 가장 향상된 학생이며, 수학자기효능감의 각

하위 모든 요소에서 향상을 보인 학생이다. A학생은 3

등급 성적의 남학생으로 캠프 참가자 중 상대적으로 수

학 성적은 우수한 반면, 사전 평가에서 수학자기효능감

점수는 매우 낮았던 학생이다. 이 학생은 1차 면담에서

자신은 수학을 잘 못하며 특히 서술형 평가, 주관식 평

가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해서 시험 때마다 두려움

이 있다고 진술했다. 특히 수학 공부를 하는 것이 다른

교과를 공부하는 것보다 무척 어렵고(낮은 수학과목효능

감), 수학은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는 교과(낮은

수학향상효능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었다.

또한 1학년 때 자신 있는 단원과 아는 문제에서도 또래

교사를 하겠다는 용기를 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면담

1>은 수학과목효능감 향상을 보여주는 A학생의 사후

면담 내용이다. A학생의 경우 상호또래교수 활동을 통

해 또래와의 지식과 사고를 공유하고 자신의 수학학습을

반성하며 자신의 사고과정을 발견하는 경험을 하였다.

또한, 반성적 저널쓰기를 통하여 수업에서의 자신의 활

동과 사고를 정리하는 자기 내면과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이러한 활동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수학과목에 대한 자

신감 향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면담 1> 수학과목효능감 향상 사례

A : 2학년 되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범위가

막 엄청 늘어나고 문제도 어렵고... 그 전의 방법

이 통하질 않으니까 당황스럽고...

… 중략 …

A : 제가 열심히 안하고... 그 응용문제인가? 그런 처

음 보는 문제는 아예 손을 못 대겠으니까, 자신

감도 없구요. 모의고사나 이런 어려운 문제들 뒤

로 갈수록 문제가 뭔지도 모르겠고. 문제에 도전

조차도 두렵고. 문제를 읽지도 않고 포기하고.

이거 하면서 뭔가 체계적인 것이 진짜 좋은 거

라고 느꼈어요. 문제 풀 때도 더 노력하게 되고

요. 학습 방법에 대한 룰이 보여요. 전부터 내가

잘못되었다는 걸 생각하고 있던 문제를 친구가

지적하니 깨달은 점도 많은 것 같아요. 덕분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보이는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중략 …

A : 앞으론 공부를 한 다음에 2, 3분이라도 공부한

것에 대해 되새김질 해 보려구요. 그런 습관을

들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잘 할 수 있을 것 같

아요.

2) E학생과 F학생의 수학문제효능감 향상 사례

[그림 12]에서 볼 수 있듯이 E학생은 9일차에 자신감

지수의 큰 변화(8일차:55, 9일차:70)를 보였다. 이 학생은

처음에 수학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짝에게 설명

하는 시간이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었다고 진술했다. 또

한 저널쓰기 활동도 부담스럽고 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중간에 캠프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들었으나,

또래 짝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도중에 포기하는 것

은 자신의 책임감과 자존심의 문제여서 갈등하였다고 진

술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면서 저널쓰기 활동에 대

한 부담감도 차츰 적어졌고, 특히 힘들어 하면서도 열심

히 하는 짝이었던 F학생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

고 한다. 또한 또래 짝과 함께 문제 풀이에 어려움을 겪

고 서로 격려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도움을

준 것이 캠프를 끝까지 수행한 결정적 이유라고 진술했

다. <면담 2>는 자신감 지수가 향상 된 9일차에 대한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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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심리적 상태를 보여주는 10일차에 이루어진 면담

내용인데, 수학문제효능감 향상의 예를 보여준다. E학생

의 경우 문제를 풀고, 이해하고, 직접 가르치는 절차를

체험하고 또래와의 성공의 경험을 공유한 것이 수학문제

효능감 향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학습은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타인 또는 자신에 대한 질문과

성공의 반복과 상호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

여주었다.

<면담 2> 수학문제효능감 향상 사례

E : 친구에게 설명하려니 말문이 막혀서 답답했어요.

E : 수업 후에 30분 동안 쓰는 것도 너무 힘들고...

… 중략 …

E : 처음에 또래교사 할 때는 자꾸 실수하고 틀리고,

미비한게 보이고. 참 힘들었어요. 어제는 제가 잘

못할 것 같아서 다 풀어놓고 알려줬거든요. 풀어

놓고 설명하니까 정리하는 느낌도 들고. 친구도

잘 알아듣는 눈치라서 무지 좋았어요.

… 중략 …

E : 문제를 풀 때 의문점이 많았는데, 짝이 질문을 해

주어서 설명하다보니 저 스스로 생각하게 되니까

자연스레 의문이 풀리더라구요. 친구가 백지라

생각하고 “지표가 뭐지? 가수가 뭐지?”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해보고... 제가 질문을 딱 던졌을

때 친구가 자신 있게 대답하고. 친구가 뿌듯함을

느끼는 걸 보면 저도 덩달아 뿌듯한 것 같아요.

… 중략 …

E : 처음엔 은근 부담이 돼서 빨리 알려주고 넘어가

야지 했는데... 이젠 설명 방법, 풀이과정 쓰는 방

법을 알 것 같아요. 친구가 지적할 땐 친구보다

더 알아야겠다는 승부욕도 생겨요. 그래서 더 열

심히 하게 되는 것 같구요.

… 중략 …

E :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아는 것을 다 뽑아내야 되

잖아요. 그런 점에서 식 세우는 순서, 설명하는

순서, 정리하는 순서도 중요한 거 같아요. 지저분

한 풀이는 버리고 꼭 필요한 거를 깔끔하게 정리

를 하고, 기호 같은 것도 정확하게 쓰는 거 있잖

아요. 그런 점을 다시 잘 보게 되는 것 같아요.

E학생의 짝이었던 F학생 역시 E학생과 마찬가지로 9

일차에 자신감 지수가 함께 향상(8일차:50, 9일차:60)되

었다. F학생의 경우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면이 있어 또

래교사 역할이나 반성적 저널쓰기 활동에 성실하게 임하

는 것이 관찰되었는데도 자신의 자신감 지수를 기록할

때는 점수를 높게 적지 않는 특징이 있었다. 이는 그동

안 낮은 수학 성적과 수학불안 등으로 인한 수학교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누적된 결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수학에 대한 문제풀이나 상호또래교수 활동에서의 성공

적인 경험 후에도 쉽게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림 13]은 F학생의 9일차 관찰 일지의 일부이

고, [그림 14]는 E학생과 F학생의 수학자기효능감의 각

하위 요소에 대한 사전, 사후 검사의 평균 비교 그래프

이다. 수학문제효능감 향상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3] F 학생의 관찰 일지

[Fig. 13] Observational journal of F student

[그림 14] E, F 학생의 사전, 사후 검사의 평균 비교

[Fig. 14] Mean comparisons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of E, F students

3) D학생의 수학학습효능감 향상 사례

[그림 12]의 D학생의 경우 7일차에 굉장한 자신감 변

화(6일차:70, 7일차:85)를 보여주었다. D학생의 관찰 일

지에서도 수업시간에 크게 웃는다던가, 큰 소리로 문제

설명을 한다던가, 상호또래교수를 마친 후 돌아다니면서

다른 모둠의 활동을 관찰한다던가, 반성적 저널쓰기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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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후 친구들의 반성지를 자기 반성지와 교환하여 읽는

등의 적극적 반응을 보였다. 이는 면담 결과 수열과 관

련 된 문제를 막힘없이 해결하여 뿌듯했고, 또래교수자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짝에게 칭찬을 듣고 기분이

좋아진 결과라고 했다. D학생은 또래 친구가 이해 못하

는 부분을 자신만의 전략을 세워 설명했는데 그것이 잘

진행되었고 성공적이어서 수학교과에 대한 자신감이 생

겼다고 했다. 또한 이후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할지 알

았고 이러한 방식으로 공부하면 수학 점수를 올릴 수 있

을 것 같은 확신이 들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날 이후

매일 캠프 후 집에 가서 수학 복습을 하였고, 노트에 풀

이과정을 표현하는 방법과 설명하는 방법을 연습하였다

고 자신의 학습 태도 변화에 대해서 진술하였다. 즉, 성

공적 경험이 자신감과 긍정적 태도의 변화를 가져온 것

으로 해석된다.

[그림 15] D 학생의 관찰 일지

[Fig. 15] Observational journal of D student

[그림 15]는 D학생의 7일차 관찰 일지의 내용이다. 관

찰 일지에서도 적극적으로 설명하기와 문제에 대해 전략

을 세워 설명하는 부분이 관찰되었다. [그림 16]은 D학

생의 수업시간에 표현 된 8일차 로그단원의 학습지 사본

이다. D학생의 학습지에서 밑줄을 그어 표현한 점, 풀이

에 기호나 번호를 매겨 놓은 점, 박스, 별표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최상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자기 나름의 전

략을 여러 번 수정한 흔적과 노력을 볼 수 있다. 또한

[표 9]의 수학자기효능감의 각 하위 요소에 대한 사전,

사후 검사에서도 D학생의 수학학습효능감이 크게 향상

됨을 볼 수 있었다.

[그림 16] D 학생의 학습지

[Fig. 16] Study paper of D student

4) B학생의 수학향상효능감 향상 사례

수학향상효능감에 대한 향상 부분은 수학문제효능감

과 마찬가지로 6명의 모든 학생들의 면담과정에서 공통

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 B학생의 경우 무

엇보다 반성적 저널쓰기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다.

그날 배운 내용을 반성지를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상호

또래교수활동보다 더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B학생은 자

신이 알고 있는 개념을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수학적 언

어와 기호를 정확하게 사용하여 글로 표현하는 것이 훨

씬 어렵다고 하였다. 하지만 글로 표현한 뒤 개념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서 그후 야간 자기주도학습 시

간에 친구들과 이 방법(즉, 학습을 한 후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자신의 사고 과정을 써보고 반성하는 방법)으

로 공부하겠다고 진술했다. 또한 반성적 저널쓰기 활동

을 과학과 사회 교과에도 적용할 것이며 무조건 많은 양

의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스스로 정리하는 과정과 자신

의 사고과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학습하겠다고 하였

다.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 자신을 훈련시키면 자신이 모

르는 것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고 학습 내용을 오랫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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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할 수 있어서 2학기에는 수학성적이 많이 오를 것

같다는 강한 긍정적 의사를 밝혔다.

5) C학생의 수학진로효능감 향상 사례

수학진로효능감 측면은 수업 관찰과 학생들의 반성지

를 통해서 관찰되기 어려운 부분이었으나, 캠프가 끝나

고 시행된 사후 면담에서 상수준 A학생과 중수준 C학생

이 이와 관련한 긍정적 답변을 하였다. C학생은 2학년

이과에 진학하면서 성적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아 수

학을 매우 힘들어 했고 자신감을 점점 잃었다고 진술했

다. 또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두 번의 정기고사에서 수

학 성적이 떨어지다 보니 이과를 선택한 것도 부담이 되

었고, 어떻게 공부해야할 지 고민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짧은 기간의 캠프였지만, 캠프가 자신에게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준 원동력이 되었으며, 열심히 해보

겠다는 의지를 비추었다. <면담 3>은 수학진로효능감

향상과 관련한 C학생의 사후 면담 내용이고, [그림 17]

은 앞으로의 학습 의지를 밝힌 C학생의 반성적 저널이

다. 캠프를 통하여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자

기에 맞는 수학 학습 방법을 깨달으면서 수학자기효능감

의 다른 하위 요소들이 향상되었으며, 간접적으로 수학

진로효능감 향상으로까지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면담 3> 수학진로효능감 향상 예

C : 저는 환경공학과에 가고 싶은데... 수학이 중요하

다고 해서. 그리고 커트라인도 높다니까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수학도 학습하는 방법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습 방법을 바꾸면 성적

도 오를 것 같아요. 2학기 때 열심히 해야겠어요.

… 중략 …

C : 2학년 올라와서, 이과 올라오니까 잘하는 친구들

도 많아져서 상대적으로 성적이 떨어진 것 같아

요. 수열부터 내용이 점점 어려지니깐 점점 자신

감도 잃구요. 진도는 너무 빠르고. 한 시간 내내

못 알아듣고. 좀 많이 졸렸거든요.

… 중략 …

C : 정말 공부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운 것 같아요. 수

업할 때도 제가 직접 하니까 한 번도 안 졸았어

요. 반성지 처음에 쓸 때는 딱히 쓸 말은 없었는

데, 그거 때문에 다시 수정하는 과정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저 00대학교 환경공학과에 꼭 가고 싶

어요. 더 열심히 노력해서 꼭 갈께요.

[그림 17] C학생의 반성적 저널

[Fig. 17] Reflective journal of C student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상호또래교수에서의 반성적 저널쓰기 활동

이 수학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인

문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혼합 연구방법으로 수

행되었다.

수학자기효능감 척도의 사전, 사후 검사 결과에 대한

t-검정 결과에 의하면, 유의수준 0.001에서 수학문제효능

감, 수학향상효능감, 수학학습효능감, 수학과목효능감 요

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고, 이는 상호또래교수에서의 반성적 저널쓰기 활동이

수학자기효능감의 하위 4개 수학효능감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쓰기 활동이 자기효

능감에 긍정적 결과를 준다는 선행연구(박명진, 2007; 이

인태, 2008; Bandura & Zimmerman, 1994)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수학진로효능감의 경우는 사전, 사후 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후 면담과정에서 수학진로효능감이 향상된 사례가 있

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캠프를 통해서 변화된 점과 반성적 저널쓰기 활동 평

가에 대한 최종 반성지 설문검사 결과에 의하면, 학생들

은 캠프를 통해서 변화된 점을 묻는 문항에서 수학문제

효능감, 수학향상효능감, 수학학습효능감 향상과 관련된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다. 자기와 유사한 모델이 끊임없

는 노력을 통하여 성공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북돋을 수 있다는 Bandura(1986)의

견해처럼, 캠프를 통해서 학생들은 또래교수자로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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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경험하는 반복된 성공경험과 또래학습자로서의 역

할에서 경험하는 대리경험을 통해서 수학 문제에 대한

이해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되었고 이와 관련한 효능

감도 향상된 것으로 보였다. Varner와 Peck(2003)는 수

업시간에 기록하는 학습저널은 학습자 스스로가 과제에

대해서 나름 대로의 기준을 두고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여

러 가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해주며, 문제 해결과 이후 새

로운 학습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캠프

에 참여한 학생들도 반성적 저널쓰기를 통해서 자신의

행동과 전략을 기록하고 반성하면서 유의미한 언어학습

을 경험한 것으로 보였다. 학생들이 작성한 반성적 저널

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고, 학습한 수학 개념과 내용, 교

수 절차와 효과적 방법, 수학적 표현 등의 수업 전반에

대한 경험을 유의미한 언어학습으로 되새겨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수학문제에 대한 자신감 향상뿐

만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학습방법을 스스로 터

득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깨우침에 대한 기쁨은 자신감

을 변화시켜 이후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으로까지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반성적 저

널쓰기 활동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학생들의 답변에서도

이러한 점, 즉 반성적 사고를 통한 이해 증진, 자신감(수

학자기효능감) 향상, 수학적 표현력 향상, 내적 담화의

수단, 수학 불안 감소 그리고 학습태도 수정 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수학 저널쓰기 활동은 수학 개념뿐

만 아니라 정의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박명진, 2007; Powell & Lopez, 1989; Stix,

1996)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반성적 저널쓰기

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과정에서 자신의 사고 과정

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수단이 되며, 학습내용과

개인적 학습과정에 대해 탐구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한Pavlovich(2007)의 견해를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학생들은 배운 내용에 대한 복습과 정

리, 자기주도적 학습력 향상, 의사소통능력 향상, 학력향

상 등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하였다. 이는 저널쓰

기가 수학 성취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여러

연구(이인태, 2008; 이미정, 2006; Mett, 1987; Miller &

England, 1989; Powell & Lopez, 1989; Stempien &

Borasi, 1985 )에서도 이미 확인 된 결과이다.

6명의 학생이 기록한 일일 반성지의 자신감 지수 변

화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관찰 일지와 면담, 일일 반성

지 내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1일차에 45%

에서 60% 사이에 있던 자신감 지수가 12일차에는 60%

에서 100%까지 향상되었다. 개인적 차이는 있으나 6명

모두 자기 체크 형식의 자신감 지수 변화에서 7일을 기

점으로 하여 향상되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시간에

저널쓰기를 해 본 경험이 없어 초기에는 쓰는 행위 자체

를 매우 힘들어했으나 7일차가 되면서 반성적 저널쓰기

활동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고 이후 자신감 지수가 올

라간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저널쓰기 효과성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요구된다는 Surbeck과

Han(1993)의 주장처럼 저널쓰기 활동은 효과를 위해서

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천되어져야 하며,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수행 된 본 연구에서도 일정 시간 후

에 학생들이 적응 된 것으로 여겨진다. 양적 자료의 결

과와 마찬가지로, 6명 학생들의 관찰 일지와 면담, 일일

반성지의 분석 결과에서도 수학문제효능감과 수학향상효

능감, 수학학습효능감 그리고 수학과목효능감 측면에서

향상된 사례를 볼 수 있었다. 척도지의 사전, 사후 결과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던 수학진

로효능감 측면은 관찰 일지, 반성지에서도 관찰되기 어

려웠으나 사후 면담 과정에서 상수준 학생과 중수준 학

생에게서 긍정적 변화를 볼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은

캠프와 관련하여 학교에 공문을 결재 받아 수학캠프의

위상을 갖고자 한 점과 캠프 후에 받은 수료증, 모든 과

정이 담긴 결과물들을 이용하여 만든 개인별 포트폴리오

자료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활동

역시 학생들에게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는 요소

로 작용하였다.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은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

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으며(Schunk, 1984), 향상된 자

기효능감은 학업성취향상뿐만 아니라 이후의 학습 상황

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Rueda &

Dembo, 1995), 교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정의

적 특성 중 하나이다. 학생들은 반성적 저널쓰기를 통해

서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알고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하는지,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의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수학 학습에 있어

서 저널쓰기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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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ier와 Rishel(1998)의 주장에 의하면, 구조화되고 잘

설계된 쓰기 과제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에 대

한 정리, 수학적 아이디어의 소통, 수학적 추론의 연습,

문제에 대한 해법과 결과를 해석하고, 다양한 개념들 사

이의 연결성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고 한다. 연구자가 수행한 상호또래교수에서의

반성적 저널쓰기 활동과 관련한 수학 캠프는 수학효능감

이 낮은 학생들을 위한 대안적 처치 프로그램으로서 제

안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잘 설계된 쓰기 과제의 구조

화 된 프로그램 계발이 필요하며, 그와 관련한 장기적인

효과성을 입증하는 후속 연구가 수행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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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reflective journal writing to mathematics self-efficacy in

reciprocal peer tutoring

Choi, Kyehyen1)

Graduate school of Dept.of Math. Education, Kore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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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ng, Woo H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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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reflective journal writing on the mathematics self-efficacy in reciprocal

peer tutoring. Participants were 38 high school students in Gyeonggi province who attended at a summer

intensive mathematics course for 4 weeks. This study used a mixed method. SPSS 21.0 program was used to

analyze the quantitative data, and the interviews, observational journals and reflective journals of 6 students

were used to analyze qualitative data. According to the results, all the subcategories of mathematics

self-efficacy, - mathematics problem-efficacy, mathematics success-efficacy, mathematics learning-efficacy, and

mathematics subject-efficacy - improved except mathematics occupation-efficacy. In case of mathematics

success-efficacy and mathematics problem-efficacy, students revealed the greatest improvement. In conclusion,

reflective journal writing in reciprocal peer tutoring could be suggested as a treatment program to improve

students’ mathematics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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