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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Differences in Levels per Group on
Math Self-Regulated Learning Factors of High

School Students
고등학생의 수학 자기조절 학습 요인에 대한 집단별 수준 차이 비교

Yoo Ki Jong 유기종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compare the differences in levels per group
of high school students regarding the self-regulated learning factors for mathemat-
ics. For this purpose, a self-regulated learning measurement tool was developed
and surveys were conducted. And the statistical analysis was completed using
the frequency analysis, Kolmogorov-Smirnov normality test, Mann-Whitney U test
and the Kruskal-Wallis H test. As a result, it is found that self-efficacy is of statisti-
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lf-regulated learning levels regardless of the group
classifications but test anxiety does no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lf-regulated learning levels regardless of the group class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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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교사가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학생들의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고 이를 통해

학생의 학업성취 향상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학생의 학업성취는 교수·학습 환경과 방법을

개선하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학생의 흥미와 동기를 바탕으로 자신을 통제하는 노력과 학습

전략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향상될 수 있다.

Bandura [3, p. 337]은 학생들의 자기조절 학습(self-regulated learning)을 설명하는

시대정신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하였다. 교육의 주요 기능은 평생 학습 능력을 개발

하는 것이므로 자기조절이 중요하다 [32, p. 66] . 사회 인지론에 의하면 자기조절 학습 능

력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며, 환경적 상호작용으로 저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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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행동·환경의 상보적 상호작용으로 학습된다 [5, p. 328]. 이와

같이 자기조절 학습은 처음부터 완전하게 일어나지 않으며, 자기조절과 타인조절 사이에서

그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27, p. 69]. 그러므로 자기조절 학습 능력의 발달은

학생의 학습과 관계있는 주변인들의 관심과 자극이 필요하다. 자기조절 학습은 학생들의

학년 간 학교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6, p. 131],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은 문화적 집단

과 관계없이 더 많은 자기조절 학습 전략을 사용하지만 [21, p. 19], 국가의 문화적 차이는

자기조절 학습법의 차이를 보인다 [16, p. 124].

학교에서 수업으로 학생들의 자기조절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나, 자기조절 학습의 구성요인과 측정 변인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7, p. 162].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기조절 학습 훈련이

수학 학업성취도와 자기효능감, 자기결성성 동기에 미치는 영향 [12], 자기조절 학습 검사

지를 이용한 학교급의 차이 분석 [6], 거주 지역과 학업성취도가 서로 다른 고등학생들이

사용하는 자기조절 학습 전략 평가를 위한 체계적인 면접법 개발 [33] 등이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학생들이 각 과목의 학습을 통해 습득하는 자기조절 학습 능력은

서로 비슷하다는 가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호주에서 공부하고 있는 일본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과정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많은 전략에서 여전히 암기의 사용에 훨씬 더

큰 중요성을 부여했다. 이 결과는 암기와 이해의 관계에 대한 유교적 해석에 비추어 논의

되었다 [21, p. 2] . 즉 성장 과정에서 겪는 문화의 차이로 인하여 자주 사용하는 자기조절

학습전략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자기조절 학습 구성요인1)과

국어,수학,영어성취도의상관관계는구성요인에따라서로다른결과가나타났다 [19, pp.

12–13]. 그러므로학생이더흥미를느끼는과목과그렇지않은과목의자기조절학습전략은

다를수밖에없다. 자기조절학습과학업성취의관계는과목,성별등에따라차이가있으며,

자기조절학습을사용한학생들의수학학업성취도향상은영어,국어보다작고,사회교과보다

크다는보고가있다 [16, pp. 111–112].

수학과자기조절학습과관련된선행연구는수학학습프로그램을적용한후학업성취도에

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11, 5, 12]와자기효능감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10, 12]등이있

다. 이와같은선행연구들은학력이부진하거나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또는공통교육과정)

의학생들을대상으로이루어졌다. 수업이이루어지는교실은다양한성취수준의학생들이

존재하고,선택교육과정의학생들은학업성취에더욱민감할수밖에없다. 따라서일반적인

교실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학 교과에 대한 자기조절 학습 수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학 교과에 대한 자기조절 학습 수준은 교과의 특성에 맞는 측정 도구를 개발하여

1) [19, pp. 4–5]는 척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동기 척도(학습목표지향, 수행목표지향, 자기효능감), 인지적
척도(표층전략사용, 심층전략사용), 초동기 척도, 초인지 척도, 의지통제 척도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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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한편횡단적연구방법을사용하여자기조절학습과학업성취의관계를분석한 Chung [6,

p. 146]은종단적연구방법을통해변인사이의인과적관계에관한검증의필요성을시사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택 교육과정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자기조절 학습 수준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자기조절 학습의 하위 요인에 대한 고등학생의 집단에 따른

자기조절 학습수준차이를 탐색하고, 수학교수·학습 방법과 평가의개선을위한시사점을

제공하고자한다.

2 이론적배경

2.1 자기조절학습

학습에서자기주도성(personal initiative)의중요성은 1963년Gardner에의해다시한번

인식하게 되었다 [30, p. 3]. 이에 관한 연구는 1960년대 이후 성인 학습의 관점에서 발전한

자기주도학습 (self-directed learning) [14, p. 16]과 1980년대이후 Zimmerman과그동

료들이적극적으로수행한자기조절학습(self-regulated learning)이있다 [18, p. 139].

최근까지학생들이어떻게자기배움의주인이되는지에대한경험적증거는거의없었는데

이것은자기조절학습으로알려지게되었다 [35, 28, p. 4에서재인용]. 자기조절학습이지난

20년 동안 교육심리학 내에서 인기 있는 주제였던 이유는 부분적으로 교육의 기본 목표가

학습전략을효과적이고적절하며독립적으로사용하는학생들을장려하는것이기때문이다

[17, p. 239]. 자기조절 학습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Zimmerman을 중심으로 주로

미국에서진행되었으며자기조절학습이이루어지는데필요한인지적,동기적,행동적측면을

동시에고려하고있다. 둘째유럽과 Vygotsky를계승하는연구자들은자기조절학습의인지

적측면에집중하여초인지와유사한개념으로사용하고있다 [5, p. 330].

최근에자기조절학습과학업성취의관계에관한많은연구가꾸준히이루어지고있다 [9,

p. 7]. 학업성취에영향을주는요인을밝히려는연구는지능, 동기, 선행지식순으로관심을

받으며진행되었으며 [27, p. 55],자기조절학습훈련은고등학생의수학학업성취도향상에

효과성이입증되었다 [13, p. 202]. 또한 Lim [15, p. 125]은남녀중학생모두의수학학업성

취도를가장잘예측하는요인으로자기조절학습능력을제시하고있으며, Zimmerman &

Martinez-Pons [34, p. 284]은 학생들의 수학 점수를 분석한 결과 자기조절 학습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많은영향을주고있다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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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기조절학습의구성요인

자기조절 학습은 1960년대에 사회 인지론자인 Bandura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연구는 1980년에 자기 통제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면서 Zimmerman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되었다 [5, p. 330]. 학문적 자기조절 학습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은 학생들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고 지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과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29, p. 329]. 자기주도학습은메타인식이론과 Bandura의자기조절론에서나왔지만,학습

과정과 성과의 규제에 강한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자기조절 학습 이론은 인지적, 동기

적, 맥락적 요소들을 통합하려고 시도했다 [31, 22, p. 233에서 재인용]. 일부 연구자들 (예 :

[1, 23])은자기조절을메타인지의하위구성요소로간주하지만,다른연구자들(예 : [25, 31])

은자기조절을메타인지의상위개념으로간주한다 [24, p. 4].

Zimmerman [29, p. 329]은자기조절학습을학습자들이어떻게이후의목표에도달하기

위한 전략의 측면에서 현대의 행동과 조건을 나타내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하고 있으며,

Chung [7, p. 164]은자기조절학습의구성요인을인지조절,동기조절,행동조절의세가지

로분류하고,각구성요인의유기적관계속에서이루어지는통합적인학습과정을자기조절

학습으로정의하고있다.

상위인지적으로학습에참여하는것은학습자가학습과정중에학습을계획하고목적을

설정하며,자기점검과자기평가하는것을의미하고이러한과정에서자신의학습을자작하며,

자신의학습에대해통찰력과확신이생성된다. 동기과정에서보면,자기조절학습자는자기

효능감이높고자발적이며과제에본질적인흥미를갖고접근한다. 또한행동적으로학습에

참여하는것은자기조절학습자가자신의학습을성공적으로이끌기위해가장적합한환경을

선택하여 구조화하고 창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자신의 학습에 도움을 주는 정보

제공자에게 조언을 구하고, 가장 적합한 장소를 찾아 공부하며 학습 과정 중에 자기 교수와

자기 강화를 한다 [8, p. 158]. 그러므로 자기조절 학습자는 자신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키기

위해학습에인지적,동기적,행동적전략을체계적으로사용한다 [7, p. 161].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좋은수업을위해갖추고있어야할교사의역량에대한우리나라고등학교수학교사들의

인식은 교사의 지역 및 성 (性)과 관계없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28, p. 140],

도시와농촌의지역차이에따른고등학생들의수학성취도와자기조절학습전략의향상정

도는차이를보이지않기때문에 [13, p. 203]본연구는지역에따른교사의수업구성방법과

학생들의자기조절학습전략의차이가없다는가정에서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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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들의수학교과에대한분류된집단별자기조절학습2) 수준차이를확인하기위한

본연구는경기도남부지역에소재한고등학교의 2학년 276명 (남 145명,여 131명)을대상

으로 전수조사하였다. Table 1은 연구대상 학생들의 2015년 11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수학

등급분포를나타낸것이다. 각등급에따른집단분류는등급별인원수와일반적성적구분을

고려하여다음과같이 4개로구분하였다. 1등급과 2등급은상 (약 23.2%), 3등급과 4등급은

중상 (약 51.4%), 5등급과 6등급은 중하 (상위 17.0%), 7등급 이하는 하 (상위 8.3% 미만)로

하였다.

Table 1. Distribution of Math Rankings of National Union Academic Evaluation;전국연합
학력평가수학등급분포

등 급 1 2 3 4 5 6 7 8 9
계

구 분 상 중상 중하 하

학생 수 명( ) 17 47 81 61 35 12 7 1 15 276

비율(%) 6.2 17.0 29.3 22.1 12.7 4.3 2.5 0.4 5.4 100

Table 1. Distribution of Math Rankings of National Union 
Academic Evaluation; 전국연합 학력평가 수학 등급 분포

*$�������

은 자기조절 학습의 구성요인을 동기 조절 인지 조절 행동 조절Yang[24], Chung[6, 7] , , 

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그 하위 요인을 Table 2와 같이 구성하여 자기조절 학습 측정 도구

를 개발하였다 이에 본 연구를 위한 수학 자기조절 학습 검사용 설문은 과 . Chung[6]

의 하위 구성요인을 참고하여 고등학생의 학습환경에 적합하도록 예비검사 문Chung[7] 80

항을 제작하였다.

요인
하위 구성요인

Yang(2002) Chung(2003) Chung(2005)

동기 조절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내재적 가치내재적 가치

성취 가치 시험 불안
시험 불안 내현적 목표지향

숙달 목적 지향성 목표 지향성 외현적 목표지향

인지 조절

인지 전략 사용
정교화 상위

인지

계획
조절

점검 점검

메타인지 전략 사용
인지
전략

시연과 기억
시연

정교화
조직화

행동 조절

행동 통제 시간과 공부 조절 시간과 공부 관리 전략
공부 환경 관리 전략학업 시간의 관리 노력 조절

노력 관리
도움 구하기 학습 행동 조절 조력 추구적 행동

Table 2. Comparison of Components of Self-Regulated Learning; 자기조절 학습의  
구성요인 비교 

년 월 고등학생 명을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시행하여 분석하고 설문의 가독성을 2016 2 , 36 , 

높이기 위하여 예비검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문을 수정하였다 월 초 수. 3

학 교사 명과 수학교육과 교수 명의 검토를 거친 후 수정하고 보완하여 점 척도 3 2 , 5 Likert 

설문 문항과 배경 질문 문항으로 구성한 측정 도구를 월 말 최종적으로 제작하였다65 4 4 .

Table 3은 본 연구의 설문 부록 참고 에서 사용한 자기조절 학습의 요인과 개의 (< > ) 11

하위 요인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정리한 것이다. 

Table 2. Comparison of Components of Self-Regulated Learning;자기조절학습의구성요인
비교

등 급 1 2 3 4 5 6 7 8 9
계

구 분 상 중상 중하 하

학생 수 명( ) 17 47 81 61 35 12 7 1 15 276

비율(%) 6.2 17.0 29.3 22.1 12.7 4.3 2.5 0.4 5.4 100

Table 1. Distribution of Math Rankings of National Union 
Academic Evaluation; 전국연합 학력평가 수학 등급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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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기조절 학습의 구성요인을 동기 조절 인지 조절 행동 조절Yang[24], Chung[6,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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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위 구성요인을 참고하여 고등학생의 학습환경에 적합하도록 예비검사 문Chung[7] 80

항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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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2002) Chung(2003) Chung(2005)

동기 조절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내재적 가치내재적 가치

성취 가치 시험 불안
시험 불안 내현적 목표지향

숙달 목적 지향성 목표 지향성 외현적 목표지향

인지 조절

인지 전략 사용
정교화 상위

인지

계획
조절

점검 점검

메타인지 전략 사용
인지
전략

시연과 기억
시연

정교화
조직화

행동 조절

행동 통제 시간과 공부 조절 시간과 공부 관리 전략
공부 환경 관리 전략학업 시간의 관리 노력 조절

노력 관리
도움 구하기 학습 행동 조절 조력 추구적 행동

Table 2. Comparison of Components of Self-Regulated Learning; 자기조절 학습의  
구성요인 비교 

년 월 고등학생 명을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시행하여 분석하고 설문의 가독성을 2016 2 , 36 , 

높이기 위하여 예비검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문을 수정하였다 월 초 수. 3

학 교사 명과 수학교육과 교수 명의 검토를 거친 후 수정하고 보완하여 점 척도 3 2 , 5 Likert 

설문 문항과 배경 질문 문항으로 구성한 측정 도구를 월 말 최종적으로 제작하였다65 4 4 .

Table 3은 본 연구의 설문 부록 참고 에서 사용한 자기조절 학습의 요인과 개의 (< > ) 11

하위 요인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정리한 것이다. 

3.2 측정도구

Yang [26], Chung [7, 8]은자기조절학습의구성요인을동기조절,인지조절,행동조절의

세가지로분류하고그하위요인을 Table 2와같이구성하여자기조절학습측정도구를개발

하였다. 이에본연구를위한수학자기조절학습검사용설문은 Chung [7]과 Chung [8]의

2)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기조절 학습을 지칭하는 용어는 자기규제 학습, 자기조정 학습, 자기주도 학습, 자기
교수 등과 같이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다 [7, p.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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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구성요인을참고하여고등학생의학습환경에적합하도록예비검사 80문항을제작하였다.

2016년 2월, 고등학생 36명을대상으로예비검사를시행하여분석하고, 설문의가독성을

높이기위하여예비검사에참여한학생들의의견을반영하여설문을수정하였다. 3월초수학

교사 3명과수학교육과교수 2명의검토를거친후,수정하고보완하여 5점 Likert척도설문

65문항과배경질문 4문항으로구성한측정도구를 4월말최종적으로제작하였다.

Table 3은본연구의설문(<부록>참고)에서사용한자기조절학습의요인과 11개의하위

요인에대한용어의정의를정리한것이다.

Table 3. Definitions of Terms Regarding Subfactors of Self-Regulated Learning;자기조절학습
하위요인에대한용어의정의

요인 하위 요인 정의 비고

동기 
조절

자기효능감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 판단 및 신념 [2]

내재적 가치 학교 공부에 대한 흥미와 중요성에 대한 신념 [6]

시험 불안 시험에 대한 기대 가치

목표 지향성 학업성취와 관련된 학습에 참여 이유의 명료성

인지 
조절

정교화
기존의 지식과 새로운 정보의 통합을 촉진하는 것

예 요약하기 유추하기 노트하기 등) , , 
[6]

시연
앞으로 학습 내용을 습득하기 위한 전략의 선택
예 따라 읽기 베끼기 밑줄 긋기) , , 

[6]

점검 집중하여 학습하고 자신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는 것 [6]

행동 

조절

시간과 공부 학습을 시작하고 지속하는 행동

노력 학습을 수행하는 과정의 행동

학습 행동 학습자 주변인에게 도움 구하기

공부 환경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Table 3. Definitions of Terms Regarding Subfactors of Self-Regulated Learning;  

자기조절 학습 하위 요인에 대한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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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는 년 월 초 실시하였으며 무작위 반응을 최소화하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2016 5 , 

하여 동료 수학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 SPSS 19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연구대상의 집단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분류된 각 집단을 독립변수 하위 구성요인을 종속변수로 하여 정규, Kolmogorov-Smirnov 

성 검증을 한 후 집단별 차이 분석을 위하여 검증과 , Mann-Whitney U Kruskal-Wallis H 

검증을 시행하였다 또한 집단별 자기조절 학습 수준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사용한 설문의 .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시행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 

Table 4이다 각 요인에 대한 계수는 동기 조절이 인지 조절이 . Cronbach’s alpha 0.850, 

행동 조절이 이므로 본 연구의 설문은 내적 일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0.912, 0.878 .

요인 Cronbach‘s alpha 항목 수

동기 조절 .850 27

인지 조절 .912 22

행동 조절 .878 16

Table 4. Reliability Statistics for Factors of 

Self-Regulated Learning; 자기조절 학습 요인에 대한 

신뢰도 통계량

연구 결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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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료수집및분석

설문조사는 2016년 5월 초 실시하였으며, 무작위 반응을 최소화하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

하여 동료 수학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19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연구대상의 집단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분류된각집단을독립변수,하위구성요인을종속변수로하여 Kolmogorov-Smirnov정규

성 검증을 한 후, 집단별 차이 분석을 위하여 Mann-Whitney U 검증과 Kruskal-Wallis H

검증을시행하였다. 또한집단별자기조절학습수준차이를비교하기위해사용한설문의내적

일관성을확인하기위하여각요인에대한신뢰도분석을시행한결과를나타낸것이 Table 4

이다. 각요인에대한 Cronbach’s alpha계수는동기조절이 0.850,인지조절이 0.912,행동

조절이 0.878이므로본연구의설문은내적일관성이있다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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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liability Statistics for Factors of Self-Regulated Learning;자기조절학습요인에대한
신뢰도통계량

요인 하위 요인 정의 비고

동기 

조절

자기효능감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 판단 및 신념 Bandura(1977)

내재적 가치 학교 공부에 대한 흥미와 중요성에 대한 신념 정미경(1999)

시험 불안 시험에 대한 기대 가치
목표 지향성 학업성취와 관련된 학습에 참여 이유의 명료성

인지 

조절

정교화
기존의 지식과 새로운 정보의 통합을 촉진하는 것

예 요약하기 유추하기 노트하기 등) , , 
정미경(1999)

시연
앞으로 학습 내용을 습득하기 위한 전략의 선택
예 따라 읽기 베끼기 밑줄 긋기) , , 

정미경(1999)

점검 집중하여 학습하고 자신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는 것 정미경(1999)

행동 

조절

시간과 공부 학습을 시작하고 지속하는 행동

노력 학습을 수행하는 과정의 행동

학습 행동 학습자 주변인에게 도움 구하기

공부 환경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Table 3. Definitions of Terms Regarding Subfactors of Self-Regulated Learning;  
자기조절 학습 하위 요인에 대한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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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는 년 월 초 실시하였으며 무작위 반응을 최소화하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2016 5 , 

하여 동료 수학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 SPSS 19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연구대상의 집단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분류된 각 집단을 독립변수 하위 구성요인을 종속변수로 하여 정규, Kolmogorov-Smirnov 

성 검증을 한 후 집단별 차이 분석을 위하여 검증과 , Mann-Whitney U Kruskal-Wallis H 

검증을 시행하였다 또한 집단별 자기조절 학습 수준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사용한 설문의 .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시행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 

Table 4이다 각 요인에 대한 계수는 동기 조절이 인지 조절이 . Cronbach’s alpha 0.850, 

행동 조절이 이므로 본 연구의 설문은 내적 일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0.912, 0.878 .

요인 Cronbach‘s alpha 항목 수

동기 조절 .850 27

인지 조절 .912 22

행동 조절 .878 16

Table 4. Reliability Statistics for Factors of 

Self-Regulated Learning; 자기조절 학습 요인에 대한 

신뢰도 통계량

연구 결과4. 
4 연구결과

4.1 정규성검증

Table 5. Kolmogorov-Smirnov Normality Test Statistics per Group;집단별
Kolmogorov-Smirnov정규성검정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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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성별 계열별 성적별로 분류하고 하위 요인에 대한 집단별 자기조절 학습 수준, , 
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정규성 검증을 시행한 결과를 나타낸 것Kolmogorov-Smirnov 
이 Table 5이다 이 결과에 의하면 각 요인에 대한 유의확률이 . !"#$#%인 집단은 정규분포
를 따른다고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내재적 가치에 대한 여학생 집단과 시연에 대한 남학. , 
생 집단은 유의확률이 각각 #$##&, #$#'(이므로 !"#$#%에 해당한다 따라서 집단별 자기조. 
절 학습 수준의 차이는 비모수 통계기법인 검증과 검Mann-Whitney U Kruskal-Wallis H 
증을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요인 성( )性 계열 수학 성적
구분 S )* P 구분 S )* P 구분 S )* P

자기효능감
여 .062 120 .200 인문 .078 129 .051 상 .187 61 .000*

중상 .075 142 .049*
남 .115 152 .000* 자연 .120 143 .000* 중하 .103 46 .200

하 .125 23 .200

내재적 가치
여 .096 120 .008* 인문 .090 129 .012* 상 .093 61 .200

중상 .067 142 .200
남 .070 152 .068 자연 .107 143 .000* 중하 .137 46 .031*

하 .197 23 .021*

시험 불안
여 .113 120 .001* 인문 .131 129 .000* 상 .101 61 .200

중상 .082 142 .019*
남 .063 152 .200 자연 .073 143 .058 중하 .086 46 .200

하 .178 23 .058

목표 지향성
여 .108 120 .002* 인문 .107 129 .001* 상 .088 61 .200

중상 .090 142 .007*
남 .085 152 .009* 자연 .080 143 .025* 중하 .103 46 .200

하 .172 23 .075

정교화
여 .126 120 .000* 인문 .118 129 .000* 상 .092 61 .200

중상 .098 142 .002*
남 .116 152 .000* 자연 .115 143 .000* 중하 .160 46 .005*

하 .151 23 .187

시연
여 .071 120 .200 인문 .086 129 .020* 상 .181 61 .000*

중상 .110 142 .000*
남 .080 152 .019* 자연 .075 143 .047* 중하 .092 46 .200

하 .161 23 .124

점검
여 .160 120 .000* 인문 .138 129 .000* 상 .170 61 .000*

중상 .138 142 .000*
남 .127 152 .000* 자연 .094 143 .003* 중하 .149 46 .012*

하 .150 23 .196

시간과 공부
여 .090 120 .018* 인문 .089 129 .013* 상 .125 61 .019*

중상 .114 142 .000*
남 .089 152 .005* 자연 .080 143 .024* 중하 .119 46 .100

하 .157 23 .147

노력
여 .116 120 .000* 인문 .108 129 .001* 상 .160 61 .001*

중상 .110 142 .000*
남 .141 152 .000* 자연 .117 143 .000* 중하 .141 46 .023*

하 .185 23 .040*

학습 행동
여 .192 120 .000* 인문 .172 129 .000* 상 .146 61 .002*

중상 .188 142 .000*
남 .159 152 .000* 자연 .149 143 .000* 중하 .206 46 .000*

하 .227 23 .003*

공부 환경
여 .116 120 .000* 인문 .147 129 .000* 상 .163 61 .000*

중상 .182 142 .000*
남 .154 152 .000* 자연 .129 143 .000* 중하 .150 46 .011*

하 .206 23 .013*
*!"$#%

Table 5. Kolmogorov-Smirnov Normality Test Statistics per Group; 집단별  
정규성 검정 통계량Kolmogorov-Smirnov 

학생들을성별,계열별,성적별로분류하고하위요인에대한집단별자기조절학습수준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Kolmogorov-Smirnov 정규성 검증을 시행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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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이다. 이 결과에 의하면 각 요인에 대한 유의확률이 p < 0.05인 집단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할수없다. 예를들면,내재적가치에대한여학생집단과시연에대한남학생집단은

유의확률이 각각 0.008, 0.019이므로 p < 0.05에 해당한다. 따라서 집단별 자기조절 학습

수준의 차이는 비모수 통계기법인Mann-Whitney U 검증과 Kruskal-Wallis H 검증을 사

용하여비교하였다.

4.2 계열에따른수준차이검정

자기조절학습의하위요인에대한학생들의계열별Mann-Whitney U검증의결과를나

타낸 Table 6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Table 6. Mann-Whitney U Test Statistics per Affiliation;계열별Mann-Whitney U검정통계량


�������&�)��	$����

자기조절 학습의 하위 요인에 대한 학생들의 계열별 검증의 결과를 나Mann-Whitney U 
타낸 을Table 6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계열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자기조절 학습의 하위 요인은 모두 

가지이며 시험 불안 시연 노력 학습 행동 공부 환경이다 이것은 인문계 학생들도 수학 5 , , , , . 
공부에서 자연계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습 내용을 습득하기 위한 전략을 선택하며 노력하
고 학습을 위해 주변인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학습 집중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학습 전략, 
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계열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자기조절 학습 가지 하위 요인 자기효능6 (

감 내재적 가치 목표 지향성 정교화 점검 시간과 공부 은 모두 자연 계열 학생들의 자기, , , , , )
조절 학습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로부터 자연계 학생들은 인문계 학생들보다 수. 
학 공부를 할 때 기존의 지식과 새로운 정보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사용하며 자신
의 이해 정도를 스스로 확인하고 수학 공부를 시작한 후 지속하는 행동 특성이 있음을 알 ,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자연계 학생들은 인문계 학생들보다 수학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 대. 
한 신념이 높고 학교 공부에 대한 흥미와 중요성에 대한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자, , 
신의 학업성취와 관련된 학습 참여가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위 요인 계열 N
평균
순위 U Z P

자기효능감 인문 122 106.05 5435.5 -6.020 0.000*
자연 154 164.20

내재적 가치 인문 122 97.91 4442.5 -7.535 0.000*
자연 154 170.65

시험 불안 인문 122 140.66 9131 -0.401 0.689
자연 154 136.79

목표 지향성 인문 122 116.59 6721.5 -4.076 0.000*
자연 154 155.85

정교화 인문 122 111.35 6081.5 -5.046 0.000*
자연 154 160.01

시연 인문 122 135.95 9083.5 -0.473 0.636
자연 154 140.52

점검 인문 122 124.35 7667.5 -2.638 0.008*
자연 154 149.71

시간과 공부 인문 122 122.57 7450 -2.962 0.003*
자연 154 151.12

노력 인문 122 134.25 8875.5 -0.794 0.427
자연 154 141.87

학습 행동 인문 122 134.89 8953 -0.688 0.492
자연 154 141.36

공부 환경 인문 122 137.89 9319.5 -0.115 0.909
자연 154 138.98

*!"$#%

Table 6. Mann-Whitney U Test Statistics per Affiliation; 계열별 
검정 통계량Mann-Whitney U 

� ������&�)��	'���� � �,첫째 계열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자기조절 학습의 하위 요인은 모두 5

가지이며시험불안, 시연, 노력, 학습행동, 공부환경이다. 이것은인문계학생들도수학공

부에서 자연계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습 내용을 습득하기 위한 전략을 선택하며 노력하고,

학습을위해주변인에게도움을구하거나학습집중을위한환경을조성하는학습전략을사

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둘째계열별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이는자기조절학습 6가지하위요인(자기효능감,

내재적 가치, 목표 지향성, 정교화, 점검, 시간과 공부)은 모두 자연 계열 학생들의 자기조절

학습수준이더높게나타났다. 이결과로부터자연계학생들은인문계학생들보다수학공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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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때기존의지식과새로운정보의통합을촉진하기위한전략을사용하며자신의이해정도를

스스로확인하고,수학공부를시작한후지속하는행동특성이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이

유는자연계학생들은인문계학생들보다수학에대한자신의능력에대한신념이높고,학교

공부에대한흥미와중요성에대한내재적가치를가지고있으며,자신의학업성취와관련된

학습참여가분명하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4.3 성(性)에따른수준차이검증

자기조절학습의하위요인에대한학생들의성 (性)에따른Mann-Whitney U검증을시

행한결과를나타낸 Table 7에서남학생과여학생의자기조절학습수준차이검증의결과를

살펴보면다음과같다.

Table 7. Mann-Whitney U Test Statistics per Gender;성(性)별Mann-Whitney U검정통계량

자기조절 학습의 하위 요인에 대한 학생들의 성 에 따른 검증을 시( ) Mann-Whitney U 性
행한 결과를 나타낸 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자기조절 학습 수준 차이 검증의 결과Table 7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하위 요인은 모두 가지이며 이8 , 

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시험 불안 목표 지향성 정교화 점검 시간과 공부 노력 학습 행, , , , , , 
동 공부 환경이다, . 
둘째 성별 자기조절 학습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요인은 모두 가지3

이며 자기효능감 내재적 가치 시연이다, , . 이 결과는 자기조절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남학
생들보다 여학생들에게 자기효능감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와 [3, p.118-119]
다르게 나타났다 의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학년 한글 읽기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 Bong[3] 3
이고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수학 성적이 중상 이상인 고등학생들도 있다 이와 같은 연구, . 
대상의 차이가 상반된 연구 결과의 원인으로 생각된다.

한편 남녀 중학생 모두 자기조절 학습 능력이 수학 학업성취도를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
으로 제시되지만[14, p.125], 성별에 따라 자기조절 학습 능력의 향상 정도는 차이를 보이
지 않는다는 연구 는 [12, p.199] 자기효능감 내재적 가치 시연에서 남녀 학생의 자기조절 , , 
학습 수준 차이를 보이는 본 연구 결과와 구별해야 한다.

하위 요인 계열 N 평균
순위 U Z P

자기효능감 여학생 131 115.28 6455.5 -4.601 0.000*
남학생 145 159.48

내재적 가치 여학생 131 118.41 6866.0 -3.983 0.000*
남학생 145 156.65

시험 불안 여학생 131 136.29 9207.5 -0.439 0.660
남학생 145 140.50

목표 지향성 여학생 131 129.38 8302.5 -1.813 0.070
남학생 145 146.74

정교화 여학생 131 131.31 8555.5 -1.427 0.154
남학생 145 145.00

시연 여학생 131 149.75 8024.0 -2.232 0.026*
남학생 145 128.34

점검 여학생 131 130.77 8484.5 -1.540 0.124
남학생 145 145.49

시간과 공부 여학생 131 134.85 9019.0 -0.725 0.468
남학생 145 141.80

노력 여학생 131 143.69 8817.0 -1.036 0.300
남학생 145 133.81

학습 행동 여학생 131 138.78 9461.0 -0.057 0.955
남학생 145 138.25

공부 환경 여학생 131 141.44 9112.5 -0.589 0.556
남학생 145 135.84

*!"$#%

Table 7. Mann-Whitney U Test Statistics per Gender; 성 별 ( )性
검정 통계량Mann-Whitney U 

�+��"������&�)��	'����첫째두집단간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이지않는하위요인은모두 8가지이며,이를

구체적으로나열하면시험불안,목표지향성,정교화,점검,시간과공부,노력,학습행동,공부

환경이다.

둘째성별자기조절학습수준이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나타나는요인은모두 3가지이며

자기효능감,내재적가치,시연이다. 이결과는자기조절학습프로그램에참여한남학생들보

다여학생들에게자기효능감은더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연구 [4, p. 118–119]와다르게

나타났다. Bong [4]의연구대상은초등학교 3학년한글읽기능력이부족한학생들이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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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연구대상은수학성적이중상이상인고등학생들도있다. 이와같은연구대상의차이가

상반된연구결과의원인으로생각된다.

한편남녀중학생모두자기조절학습능력이수학학업성취도를가장잘예측하는변인으로

제시되지만 [15, p. 125],성별에따라자기조절학습능력의향상정도는차이를보이지않는

다는연구 [13, p. 199]는자기효능감,내재적가치,시연에서남녀학생의자기조절학습수준

차이를보이는본연구결과와구별해야한다.

4.4 수학성적에따른수준차이검증

학생들의수학성적은 2015년 11월전국연합학력평가수학등급을기준으로하여학생들을

‘상’, ‘중상’, ‘중하’, ‘하’의네집단으로분류하고,집단간자기조절학습수준차이를검증하였

다. 자기조절학습의하위요인에대한수학성적에따른네집단의 Kruskal-Wallis H검증의

결과를나타낸 Table 8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네집단간자기조절학습수준이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이지않는하위요인은

모두 3가지이며, 시험불안, 시연, 공부환경이다. 이를통해고등학생들은수학성적과관계

없이시험에대해불안한마음을가지고있으며,배울내용을습득하기위한전략선택과공부

에 집중하기 위한 환경 조성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학업성취 수준이 높을수록

시연과같은학습전략을효율적으로사용하며학습방해요인을잘통제한다는보고 [7, pp.

165–166]와본연구결과는다르게나타났다.

둘째네집단간자기조절학습수준이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이는하위요인 8가지

(자기효능감, 내재적가치, 목표지향성, 정교화, 점검, 시간과공부, 노력, 학습행동)는모두

수학성적이상인집단의자기조절학습수준이가장높은것을알수있다. 이결과는자기조절

학습과자기효능감,학업성취는높은상관관계가있으며,내재적가치와유의미한정적상관이

있다는 연구 [34, p. 288; 20, pp. 36–38; 7, pp. 165–166]와 정교화와 같은 인지적 전략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자신의 학습을 시작하여 지속하고, 학습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경향이있다는연구 [7, pp. 165–166]를뒷받침한다.

4.5 결론

본연구는고등학생의집단에따른수학자기조절학습수준을비교·분석하기위해 65문항

의수학자기조절학습측정도구를제작하여설문조사를하였다. 이자료를바탕으로자기조절

학습하위요인에대한집단별차이검증을시행한후귀무가설을채택한경우와대립가설을

채택한경우를구분하여정리한것이 Table 9이다.

자기조절학습하위요인에대한분류된집단별가설채택결과를나타낸 Table 9의내용을

정리하면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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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Kruskal-Wallis H Test Statistics per Grade in Mathematics;수학성적별
Kruskal-Wallis H검정통계량

하위 요인 집단 구분 N 평균 순위   P

자기효능감

상 64 198.91 61.832 3 0.000* 
중상 142 134.62

중하 47 91.88

하 23 89.63

내재적 가치

상 64 180.98 28.046 3 0.000* 
중상 142 133.67

중하 47 108.60

하 23 111.24

시험 불안

상 64 148.09 3.348 3 0.341 

중상 142 133.14

중하 47 131.87

하 23 158.46

목표 지향성

상 64 169.80 20.820 3 0.000* 
중상 142 139.77

중하 47 105.70

하 23 110.54

정교화

상 64 178.21 26.279 3 0.000* 
중상 142 135.41

중하 47 111.00

하 23 103.28

시연

상 64 153.00 4.359 3 0.225 

중상 142 138.90

중하 47 125.82

하 23 121.59

점검

상 64 179.13 34.570 3 0.000* 
중상 142 139.57

중하 47 104.07

하 23 89.17

시간과 공부

상 64 179.78 43.522 3 0.000* 
중상 142 143.26

중하 47 97.46

하 23 78.11

노력

상 64 175.82 28.057 3 0.000* 
중상 142 138.20

중하 47 112.52

하 23 89.57

학습 행동

상 64 159.85 9.621 3 0.022* 
중상 142 138.87

중하 47 119.30

하 23 116.02

공부 환경

상 64 153.30 4.510 3 0.211 

중상 142 138.76

중하 47 125.41

하 23 122.43

*!"$#%

Table 8. Kruskal-Wallis H Test Statistics per Grade in 

Mathematics; 수학 성적별 검정 통계량  Kruskal-Wallis H 

결론5. 
첫째,자기효능감과내재적가치는집단분류와관계없이자기조절학습의수준은통계적으

로유의한차이가있으며,자기효능감과내재적가치에대한자기조절학습수준은자연계열의

남학생중상위권학생들이높다는것을알수있다. 이결과는자기조절학습과교실과제를

수행할수있는자기효능감과밀접한연관이있다는연구 [20, p. 38]를뒷받침하지만,자기조절

학습프로그램은학생들의독해수준에따라자기효능감에영향을주지않고독해부진아들의

자기효능감효과는지속되었다는연구 [4, p. 119]와차이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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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Hypothesis per Group Regarding Subfactors of Self-Regulated Learning;자기조절
학습하위요인에대한집단별가설채택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집단에 따른 수학 자기조절 학습 수준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문· 65

항의 수학 자기조절 학습 측정 도구를 제작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 자

기조절 학습 하위 요인에 대한 집단별 차이 검증을 시행한 후 귀무가설을 채택한 경우와 대

립가설을 채택한 경우를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 이다Table 9 . 

요인 하위 요인
가설 채택

귀무가설 대립가설

동기 조절

자기효능감 계열 성 성적, ( ), 性

내재적 가치 계열 성 성적, ( ), 性

시험 불안 계열 성 성적, ( ), 性

목표 지향성 성( )性 계열 성적, 

인지 조절

정교화 성( )性 계열 성적, 

시연 계열 성적, 성( )性

점검 성( )性 계열 성적, 

행동 조절

시간과 공부 성( )性 계열 성적, 

노력 계열 성, ( )性 성적

학습 행동 계열 성, ( )性 성적

공부 환경 계열 성 성적, , 

계열 인문 자연 성 교과서 사용 정도 교과서 수학 성적 성적* ( , ), ( ), ( ), ( )性

Table 9. Hypothesis per Group Regarding Subfactors of Self-Regulated 

Learning; 자기조절 학습 하위 요인에 대한 집단별 가설 채택 

자기조절 학습 하위 요인에 대한 분류된 집단별 가설 채택 결과를 나타낸 의 내Table 9

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효능감과 내재적 가치는 집단 분류와 관계없이 자기조절 학습의 수준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자기효능감과 내재적 가치에 대한 자기조절 학습 수준은 자연 

계열의 남학생 중 상위권 학생들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자기조절 학습과 교. 

실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연구 를 뒷받침하[20, p.38]

지만, 자기조절 학습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독해 수준에 따라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지 않

고 독해부진아들의 자기효능감 효과는 지속되었다는 연구 와 차이가 있다[3, p.119] .

둘째 시험 불안과 공부 환경은 집단 분류와 관계없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학생들은 수학 평가에 대해 항상 낮은 기대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시험 불안은 인지적 전략과 자기조절의 사용과 유의미한 관련이 없으며 자기효능

감과 부정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연구 를 지지한다[20, p.38] .

셋째 앞으로 배울 학습 내용을 습득하기 위한 전략의 선택 시연 은 성별 집단 분류에서만 ( )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기조절 학습 수준이 더 높다는 ,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학습을 수행하는 과정의 행동인 노력과 학습자 주변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학습 행동 

요인은 수학 성적별 집단 분류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노력 요인에 대한 집단별 비교를 살펴보면 중상위권과 상위권 학생들은 그보다 낮은 

집단의 학생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다섯째 목표 지향성 정교화 점검 시간과 공부 요인은 성별과 관계없이 자기조절 학습의 , , , 

둘째,시험불안과공부환경은집단분류와관계없이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나타나지

않았으므로학생들은수학평가에대해항상낮은기대가치를가지고있음을알수있다. 이

결과는시험불안은인지적전략과자기조절의사용과유의미한관련이없으며자기효능감과

부정적으로관련이있다는연구 [20, p. 38]를지지한다.

셋째,앞으로배울학습내용을습득하기위한전략의선택 (시연)은성별집단분류에서만

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이며,여학생이남학생보다자기조절학습수준이더높다는것을

알수있다.

넷째,학습을수행하는과정의행동인노력과학습자주변인에게도움을구하는학습행동

요인은수학성적별집단분류에서만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다는것을알수있다. 특히

노력 요인에 대한 집단별 비교를 살펴보면 중상위권과 상위권 학생들은 그보다 낮은 집단의

학생들과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인다.

다섯째,목표지향성,정교화,점검,시간과공부요인은성별과관계없이자기조절학습의

수준은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없다는것을알수있다.

이와같은결과에도불구하고본연구의연구대상학생들은여러지역의학습문화가반영

되지않았고,전국연합학력평가수학성적의등급이고루분포되지않아수학성적이부진한

학생들의의견이반영되지않았다는분석의한계점이있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본연구결과가제공하는시사점을다음과같이제시한다.

첫째,인문계학생들의자기조절학습수준은자연계학생들보다시험불안요인을제외한

나머지 10개의하위요인에서모두낮게나타났기때문에,수학학습을통한인문계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능력신장은자연계학생들보다더많은시간과노력이필요함을알수있다.

둘째, 여학생들은 시연에서 남학생들보다 자기조절 학습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만, 자기효능감과 내재적 가치는 남학생보다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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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들은수학학습에서자신의능력과공부의흥미와중요성에대한신념이남학생들보다

낮으므로여학생의자기효능감과내재적가치를높이는방향으로교수·학습과평가가이루

어질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셋째,시험불안과공부환경을제외한나머지 9개요인에대한수학성적별자기조절학습

수준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이고있으며,수학성적이좋을수록자기조절학습

수준이높다는것을알수있다. 이결과는자기조절학습전략을사용하는패턴의변화는학

업성취수준과관련이있는연구 [21, p. 2]를지지한다. 그리고수학성적이부족한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능력신장은수학문제풀이하는것이우선이아닌것은분명하므로이를고려한

교실수업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본연구의결과와시사점을고려하면교사가학생들의자기조절학습수준을파악하여교수·

학습및평가를시행하는것은학생들의자기조절학습수준과수업참여도를높일수있으며,

수학문제해결력을신장하기위한실천방법이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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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Math Self-Regulated Learning Questionnaire <부록> 수학 자기조절 학습 검
사지<Appendix> Math Self-Regulated Learning Questionnaire 
부록 수학 자기조절 학습 검사지< > 

1. 나는 수학 교과서에 있는 어려운 내용을 이해할 자신이 있다.
2. 나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 어려운 수학 문제를 잘 푼다.
3. 나는 노력한 만큼 좋은 수학 성적을 받는다.
4. 나는 앞으로 좋은 수학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5. 나는 어려운 수학 과제라도 노력하면 할 수 있다.
6. 나는 내가 풀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수학 문제도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문제를 좋아한다.
7. 나는 우리 반 친구보다 수학 공부하는 방법이 더 우수하다.
8. 나는 수학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능숙하게 문제 풀이에 사용할 자신이 있다.
9. 나는 선생님이 제시한 복잡한 수학 내용을 이해할 자신이 있다.
10. 나는 내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학 공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1. 나는 수학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을 다른 과목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2. 내가 공부하고 있는 수학 내용이 수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13. 나는 수학 수업 중에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내용을 학습하는 것이 공부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4. 나는 지금 수학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해 흥미가 있다.
15. 나는 학교에서 배운 수학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6. 나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살아가는 데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17. 나는 수학 시험지를 보면 알던 것도 생각이 안 난다.
18. 나는 수학 시험 볼 때 차근차근 문제를 풀지 않고 어찌할 줄을 몰라 갈팡질팡하며 이 문제 저 문제를 푼다.
19. 나는 수학 시험지를 보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진땀이 나며 화장실에 가고 싶어진다, .
20. 나는 수학 시험 칠 때 긴장해서 실수할 때가 있다.
21. 나는 수학 시험을 치면서 나쁜 성적을 받을까 봐 걱정한다.
22. 나는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도 시험을 걱정한다.
23. 나는 다른 학생보다 수학 공부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4. 나는 다른 학생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는 것을 수학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싶다.
25. 나는 수학 선생님의 질문에 나 혼자만 대답하면 기쁘다.
26. 나는 수학 성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7. 나는 가능하면 다른 친구들보다 더 좋은 수학 점수를 받고 싶다.
28. 나는 암기할 수학 내용을 내가 잘 알고 있는 것과 연결해서 외운다.
29. 나는 문제를 풀 때 더 잘 풀기 위해 수학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
30. 나는 새로운 수학 개념을 배울 때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인 예를 떠올려 본다.
31. 나는 복잡한 수학 내용을 공부할 때 그림이나 표를 이용하여 내용을 정리한다.
32. 나는 수학 문제를 풀 때 종종 새로운 문제해결 방법을 생각해낸다, .
33. 나는 수학책을 읽는 도중에 어떤 문장의 뜻을 모르면 앞 뒤 문장을 통해 그 문장의 뜻을 이해하려고 한다· .
34. 나는 내가 배워온 수학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를 생각한다.
35. 나는 새로운 수학 개념을 공부할 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과 관련시켜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36. 나는 수학 문제를 풀 때 그 문제에 관한 해결 방법이 다른 문제들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를 생각한다.
37. 나는 수학을 배울 때 그 내용을 다른 과목들에서 배운 것들과 관련시키려고 노력한다.
38. 나는 수학 공부하기 전에 어떻게 공부할지 미리 생각해 본다.
39. 나는 수학 공부할 때 교과서나 공책을 읽고 또 읽는다.
40. 나는 수학 수업 중에 배운 내용을 암기하려고 여러 번 외운다.
41. 나는 수학 시험 공부할 때 풀어 본 문제를 다시 풀어본다.
42. 나는 수학 공부할 때 공부할 내용을 되풀이하여 말하면서 한다.
43. 나는 수학 공부할 때 교과서 공책 참고서 내용을 비교하고 분석한다, , .
44. 나는 수학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한다.
45. 나는 수학 공부를 할 때 내가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개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46. 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학 내용이 있을 때 항상 그 문제를 더 명확하게 해줄 추가 정보를 찾는다.
47. 나는 수학 선생님의 수업 방식을 고려하여 공부 방법을 조절할 수 있다.
48. 나는 수학 공부하는 도중에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질문하곤 한다.
49. 나는 수학 공부를 할 때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작한다.
50. 나는 수학 공부가 잘되는 시간은 비워 놓고 그 시간에 공부한다.
51. 나는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시간 계획을 세워 공부한다.
52. 나는 수학 공부할 때 처음부터 그냥 읽지 않고 충분히 생각하고 배울 것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53. 나는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 놓고 수학 공부를 한다.
54. 나는 공부를 잘 하기 위해 식사 수면 운동 등을 규칙적으로 한다, , .
55. 나는 공부할 수학 내용이 재미없고 지루해도 끝까지 공부한다.
56. 나는 학습 과제가 주어지면 정해진 시간 내에 완성한다.
57. 나는 시험 일정표와 숙제 마감 날짜 등을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어둔다.
58. 나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싫어하는 과목도 열심히 공부한다.
59. 나는 수학 시험 볼 때 중요한 개념들을 생각해 낼 수 있도록 핵심 공식들을 암기하려고 노력한다.
60. 나는 수학 공부할 때 최대한 집중해서 열심히 한다.
61. 나는 수학 공부하다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께 여쭈어본다.
62. 나는 수학 시험에 나올만한 것을 잘 아는 친구에게 물어보며 공부한다.
63. 나는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돈한다.
64. 나는 필요한 책을 공부하기에 편리하도록 정돈한다.
65. 나는 공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제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