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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학생의 수학 성향 악을 한

검사도구 연구 개발

고 민 철

제주 학교 교육 학원 수학교육 공

지도교수 고 수

본 연구는 학생들을 상으로 한 수학 수업의 내용 으로 질 인 향상을

하여 실험집단 학생들의 수학 성향을 여러 가지로 구분 악하여 교육

장에서 수학 수업 로그램 개발 연구에 도움을 주는데 목 이 있다.만13세~만

15세에 해당되는 학생의 수학 성향을 객 으로 측정 가능한 검사 도구를

선행된 검사 도구에서 연구하여 그를 기반으로 하여 수학 성향 악을 한

검사 도구를 개발하여 그것에 의한 결과를 분석하여 후에 수학 성향 악에 따

른 일련의 추후에 제작될 수업 로그램에 의해 이루어진 수학 수업을 진행함으

로써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선의 향을 추구함에 최종목 을 둔다.이

를 해 4가지의 연구로 나 어 설계된 내용과 그에 따른 연구 문제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연구 1.학습자의 수학 성향에 따른 학습자 인식 태도 악

1-1학습자의 수학 태도 인식 악을 한 방법은 무엇인가?

1-2집단 상담을 통해 학습자들은 수학 과목에 한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가지

고 있는가?

연구 2.학습자의 지능 수학 성향 검사도구 연구

2-1선행 되었던 지능검사의 원리와 종류는 무엇인가?

2-2선행 되었던 성격 검사의 원리와 종류는 무엇인가?

2-3선행 되었던 수학 성향 검사도구 원리와 종류는 무엇인가?

2-4각 검사의 문항 들은 원리와 구성은 무엇인가?

*이 논문은 2012년 8월 제주 학교 교육 학원 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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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3.학습자의 수학 성향 검사도구 개발

3-1수학 성향을 한 어떤 정의 요인을 채택할 것인가?

3-2수학 성향 검사 도구의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3-3수학 성향 검사 도구는 어떠한 원리로 개발할 것인가?

연구 4.학습자의 수학 성향 검사도구의 효용가치

4-1수학 성향 검사도구의 가치를 어떻게 밝힌 것인가?

4-2검사도구의 효용가치를 활용할 방안은 무엇인가?

와 같은 연구 문제를 연구 1에서는 학생들의 인식과 태도를 수학 과목에 부

합되게 9가지 기 을 제시하여 집단 상담을 시행하 는데,이러한 집단 상담

을 시행하기 하여 집단의 기 을 수학 학습 성취도로 구분하여 상담을 시행

하 다.이는 추후에 연구 4에 학습자를 분석하기 한 토 로 사용되었으며 분

석하는데 정확도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연구 2에서는 학습자의 지능 수학 성향 검사도구 연구는 종래의 존재하

던 수학 성향 악 검사 도구와 지능검사 성격유형 검사를 분석하는 목 을

갖고,지능과 성향에 련된 여러 요인의 정의에 한 연구와 이를 포함하는 문

헌 고찰 선행 되었던 지능과 련된 검사, 한 성향분석 검사 도구를 분석하

여 검사도구 개발에 기 을 제시하는 내용을 설계하도록 하며 교육 장에서의

상담을 통하여 학습자의 수학 성향의 구성요소를 추출 기반을 마련하 다.

연구 3에서는 연구 2에서 기반이 된 내용과 연구를 통하여 검사도구 내용

거를 정립하여 수학 성향 정의 요인을 창의력,자신감,호기심, 정 의

지,태도,흥미 6가지 기 성향 요인과 추가 요인으로 수 해석,언어해석,서

술력, 찰능력으로 수학 역량과 련된 4가지 추가요인을 최종으로 총 10가지

수학 성향 요인을 기 하여 수학 성향도 를 측정 가능하도록 추출 용

시켜 검사 도구를 개발하 으며 1차 기 유형 악 검사,2차 해석능력 악 검

사,3차 찰능력 악검사 로 개발된 1차 시안은 1차~3차 각 분야별 조언을 통

해 수정․보완하여 검사의 시안을 완성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연구 4에서는 학습자의 수학 성향 검사도구의 효용가치 분석 작업

을 시행하 다.개발된 ‘학생의 수학 성향 검사도구’가 학습자의 수학 성향

을 측정하기 에 합한 도구인가를 악하기 해 50명 학습자를 상으로 직

용하여 학업성취도,개선방향 등과 련지어 분석하여 효용가치 분석을 실시하

는 것을 최종 목 으로 둔다.체계 으로 효용 가치를 밝히고 이에 따른 연구의

목 에 부합되는 개선 방향 발 방향으로서 교육 장에 이루어질 교수자의

효과 이고 발 인 수학 수업 연구 에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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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 론

1.연구의 필요성 목

문명의 태동과 교육은 그 본질 인 의미에서 공존할 수밖에 없는 필연 인

계이다.조 더 범 를 확 하여 지식의 습득이라는 목 하에 이루어지는 학습

이라함은 그 형태는 다소 추상 이거나 혹은 매우 구체 인 수업모형을 갖추며

철학 인 교육의 뜻을 신하여 행해져 왔다.

문명이 처음 발생한 시기에서의 불의 발견이 천재지변에 의한 벼락이 나무에

떨어져 열을 발생하는 모습을 보고 불의 필요성을 습득하는 과정도 넓은 의미에

서 여기에 속하며,이와 같이 교수 자와 학습자가 공존하지 않더라도 학습이라는

것은 인간이 성장·발달 하는 과정에서 당연시 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재 우리나라의 교육 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러한 학습의 형태를 조 더

선의 방향으로 그리고 발 인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이 교

수자의 최종 목 이며 우리나라에서 정의내리는 교육의 뜻인 ‘바람직한 인간행동

의 변화’라는 것에 합당 하게끔 하는 것이다.

구체 으로는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의 속도로 진 되는 과학기술의 발달

에 응 하며 그에 기반이 되는 기 로서 한 표본으로서의 순수학문인 수학의

요성은 날이 갈수록 두되고 있는 것은 가언이 아니다.

앞서 설명한 것 과 연결 지어 이제 이러한 수학의 요성에 응하기 한 우

리나라의 교육 장에서의 수학수업 모형의 개발 한 시 가 바라는 것에 발맞

춰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재까지의 수학수업 모형의 개발에 조 더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학습자에 기 에 맞춰 다소 강한 개성을 띌 수 있는 성향

이라는 인성을 연구함으로써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검사 도구를 연구하여 이를

수업에 반 으로 반 하여 학습자의 학업성취도에 질 인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이번연구의 목 이 있는 것이며,이는 재 우리나라의 교육 장에서 이루

어지는 수 별 수업(학습자에 한 평가와 그에 한 척도에 따른 반 편성 수업)

과도 비슷한 형태이지만 구분에 있어서 다른 기 을 제시하고자 함이다.즉,

학습자의 결과 인 학업 성과 이외에 학습자 개개인의 개인 성향을 조 더 고

려하여 일정양의 타당한 근거에 따른 구분을 짓기 함이다.

미국의 명한 과학자이자 교육학자인 벤자민 랭클린의 “엉터리로 배운 사

람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더 어리석다.”라는 말처럼 모든 지식은

그것을 습득하는 과정상의 더욱 더 질 으로의 향상을 시키기 한 방안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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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 했을 때에 더 낳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으며 이것은 교수·학습에서 필수

불가분 하다고 본다.학습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성향 악을 도모하고 교수자의

입장에서는 교수방법 개발이라는 것에서 이를 설명 할 수 있다.범 를 축소하여

수많은 지식 에서 구체 으로 수학 지식의 습득에 있어서 학습자가 학습자

자신의 수학 성향 악을 선행하고 교사는 지식을 달하는 과정에서의 달

받는 학습자를 악하는 것을 선행하여 양방향간의 송수신이 이루어 졌을 때 훨

씬 더 효과 인 수학학습의 형태를 갖출 수 있는 것과 같은 말이다.

일반 으로 애 부터 심의 상에 해서 행해지는 일련의 것에 한 결과

물들은 흔히 좋게 나타나는 것과 같이 학습자의 성향과 련된 심리 상태의

작용이 그 학습결과에 미치는 향력으로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학생에게

있어서 심리 상태는 생각과 행동을 유발시키는 정의 특징을 갖으며,직면한

문제나 상황을 해결하기 한 모든 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2.연구문제

본 연구는 학생들을 상으로 한 수학 수업의 내용 으로 질 인 향상을

하여 실험집단 학생들의 수학 성향을 여러 가지로 구분 악하여 교육

장에서 수학 수업 로그램 개발 연구에 도움을 주는데 목 이 있다.만 13세~14

세 에 속해있는 검사 상인 학생의 수학 성향도를 알아 으로써 학생의

수학 성향을 측정하고 그 후에 수학 성향 악에 따른 일련의 추후에 제작될

수업 로그램에 의해 이루어진 수학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에 미치는 선의 향을 추구함에 최종목 을 둔다.본 연구 성과는 성향 악에

따른 일련의 추후에 제작될 수업 로그램에 의해 이루어진 수학 수업을 진행함

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선의 향을 추구함에 최종목 을 둔다.

구체 인 연구내용과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1.학습자의 수학 성향에 따른 학습자 인식 태도 악

연구 2.학습자의 지능 수학 성향 검사도구 연구

연구 3.학습자의 수학 성향 검사도구 개발

연구 4.학습자의 수학 성향 검사도구의 효용가치



- 3 -

3.용어의 정의

가.학습자의 수학 성향(mathematicaldisposition)

수학 성향이란 수학에 련된 가치나 신념 행동이 지속 이고 빈번하게

보 여 지는 행동의 경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다시 말해,수학 련 활동 학

습에 한 자신감,수학문제 해결에 한 융통성,수학 상황이나 문제에 한

호기심,수학 과제에 지속성을 가지고 극 으로 참여하고 끝까지 해결 하려

는 경향,수학 문제해결에 한 반성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에

수학 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까지를 포함한다.이는 수학 으로 수,해석,

기하가 속하는 분야별 속성의 범주와는 차이가 있으며 행동경향성 이라는 에

서 다분히 심리 향을 받는 것과 같다. 한 속성이란 용어와 혼동해서 사용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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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이론 배경

1.학습자 수학의 정의 특성의 요소

학습자를 상으로 한 수학의 정의 특성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학습자의

수학 태도,수학 흥미,수학 성향에 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심으로 수학의 정의 특성의 요소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가.수학 태도

일반 으로 ‘어떤 상에 한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외 표 ’,

즉 각종 상이나 상에 해 단이나 사고가 일 된 일정의 반응 경향을 가

리키는 것이다.사회심리학 개인의 기능에 있어서 가장 요한 개념이다.따라

서 많은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장 포 이라고 할 수 있는 올포트

(GordonWillardAllport)의 정의는 '태도란 경험에 의해 체계화된 정신 신

경 인 비상태로 개인이 계를 갖는 여러 상이나 상황에 해 그 반응을

방향으로 설정하고,그 반응에 역동 인 향을 미치는 것’(정치학 사 편찬

원회,2010)으로 선천 본능과는 달리 직 인 경험의 반복,간 인 언어

학습 등이 바탕이 되어 후천 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한 특정한 사물이나 인물

에 한 개인의 반응에 향을 미치는 학습된 내재 상태(교육학 사 1994)라

하 다.뿐만 아니라 서울 학교 교육연구소(2000)는 태도란 특정한 것에 한

개인의 반응에 향을 미치는 학습된 내재 상태이며 그것은 행 그 자체가

아니라 행 의도이고 다양한 상황에서 태도 상에 한 개인 반응의 일 성

을 통해 추리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 다.(김성희,2008).

종합하여 보면 의 근거에 따라 수학 태도란 학습자가 수학에 해 가지고

있는 감정 반응으로 수학에 한 신념,감정 행동을 행하는 것을 수학에서

의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수학학습에 한 자신감은 수학을 배우거나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해 사

람들본인이 느끼는 정도로 수학태도척도의 한 부분으로 수학 학습에서의 자신감

은 학생들이 수학 련 과업이나 문제해결과정에 참여할 때 향을 미치는 요소

로 수학 성 에 정 인 향을 미치기도 한다.이러한 수학 태도는 수학

성취능력에 향을 미치기도 하며,수학 학습을 수행하는 데 있어 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한 이러한 것에서 미루어 볼때 수학에 한 부정 인 태도는 등

학교에 이어서 고등학교까지 계속되어 낮은 학업 성 과 수학과정에 한 기피

상과 상 계가 있음에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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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수학 흥미

흥미는 어떤 상에 마음이 끌린다는 감정을 수반하는 심으로,Dewey는 인

간이 의도하는 결과를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 얼마나 그 사람을 강하게 사로잡

는 가의 정도를 재어주는 기 이라고 하 으며 Getzels는 흥미를 개인으로 하여

주의 는 획득을 해 특정한 상물,활동,이해,기술 는 목표를 추구하

도록 충동해주는 경험을 통하여 조직된 성향이라고 하 다. 한 교육과정의 아

버지라 불리는Tyler는 학업에 있어서 흥미는 학업을 한 정 인 동기를 제공

해 뿐만 아니라 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들로 하여 여러 학습 역에서

흥미를 발달시키도록 돕고 있다고 하 다.정범모(1980)는 흥미란 심리 ,행동

특성의 하나로 인간 행동을 결정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이라고 하 다.

이를 종합하면,일반 으로 흥미는 높은 강도를 가지는 정의 특성으로 행동

지향 이며 학습을 통하여 조직될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이다.흥미는 동기 요소

를 핵심 으로 품고 있는 심리 유인이기 때문에 교사가 교육과정을 선택,조직

하고 학습을 이끌어 가거나 학습 분 기를 조성하기 해서 고려해야 할 정의

특성에 속하게 된다.

이에 근거하여 학습자의 수학 흥미는 학습자들이 수학을 극 으로 선택하

고 활동에 참여하려고 하는 감정으로써 학습자들이 직 참여하며 문제풀이를

통해 실생활과 한 련이 있는 활동 는 자신과 가까운 상으로 인식할

때 흥미와 자신감 형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수학 흥미는 수학 학습의 석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동기를 유발시키

는 가장 요한 요인이므로 학습자가 흥미를 유발하도록 하는 동기유발 수업모

형을 개발 연구하고 고안할 필요가 필수 이며,교수자로서의 필수 소양이라 할

수 있다.

다.수학 성향

교육학 용어사 (1995)에 따르면 성향은 경향성·가능성·잠재성·추세 등을 통칭

한 말이다. 컨 ,소 은 용해성이라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나,그것이 물기나

액체 속에 있지 않으면 그 용해성은 찰되지 않는다.그러나 물기나 액체 속에

서 녹게 된다는 것은 그것이 본래 용해성을 잠재 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범주로 생각할 때 인간의 성향을 를 들어 설명하자면,창의성도 언제나

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어떤 한 사태가 주어지면 그것이 발휘되는 것

을 들 수 있다.수학 성향은 수학에 한 정 인 태도를 갖는 것,수학이 상

황을 해석하는 강력한 도구로 보는 것,자신의 수학 능력에 한 자신감을 갖

는 것이라 할 수 있다.즉,성향은 단순히 태도가 아니라 정 으로 사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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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능력과 같은 인지적 요인

(2) 내용이나 문서적 지식

(3) 전략적 과정

(4) 의미 있고 타당한 과업, 성취 목적을 포함한 사회적 요인

(5) 다양한 학습상황이나 환경에 의해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것이며 인지적 

정의적·통합체라고 보았다.

 (윤세은, 2011. 재인용)

행동하는 경향을 뜻하는 것을 의미한다(NCTM,1989).

수학교육에서 수학 성향은 수학교육의 요성과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학생

들의 수학에 한 흥미와 호기심,그리고 수학에 한 정 인 사고를 갖게 한

다는 에서 요하며 본질 으로 수학 인 기술뿐만 아니라 수학을 수행하기

한 성향을 발달시키도록 도와야 한다(Dutton,1991).이처럼 수학 성향은 학

습자의 수학학습에서 요한 요인으로, 정 인 수학 성향은 수학에 해

정 으로 생각하며 수학활동을 즐기고 자주 참여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

수학 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결과 으로 수학 성향을

가질 때 좋아하기 때문에 수학 련 활동 학습에 인내력과 의지,흥미,호기

심을 가지고 극 으로 참여하고 끝까지 해결하며 안을 모색하고 이를 반성

하는 경향을 지니게 되고,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상황에 수학 으

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까지의 범 를 포함 하는 일련의 과정을 해결가능 하

게 된다.수학 성향에 한 구체 사항은 다음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상세히

다루도록 한다.

2.학습자의 수학 성향

가.학습자의 수학 성향의 개념

성향이라는 의미는 성질에 따른 경향이며 ‘경향’의 사 의미는 ‘형상이나

사상,행동 따 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의미한다.이를 통해 종합해

서 생각 해 볼 때 ‘성향’이란 성질에 따라 상이나 사상,행동 따 가 어떤 방향

으로 기울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성향이라는 용어는 역사 으로 다른 사람

들이나 환경과 개인 상호작용을 하는 방법에 향을 주는 기질이나 특성을 포

함한 개인내의 특성으로 언 되어 심리학자들에 의해 사용되어져 왔다.구체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표 1>수학 특성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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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성향의 개념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속 이고 안정된 경향성으

로써 특징 행동들을 가져오는 내 경향성을 말한다.다시 말해 비 사고에

한 학생들의 자세와 실제에 한 설명을 하기 해,그리고 심 공평함 정직,

책임감과 사회 정의에 한 교사의 업 과 태도를 평가하기 해(NCATE,

2002)교육 부문에 등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향(disposition)’의 개념이 학습의 정의 특성의 범주 하에

속하면서 특정한 구분 없이 용어를 정의하고 사용하며 용되고 있다.이에 해

Katz(1993)는 성향이란 범 한 목표에 유도된 의식 이고,자발 인 행동 유형

으로 빈번하게 보이는 경향이며 기술,태도,특성과 무의식 인 습 으로부터 야

기되는 행동과 구별된다고 하 다. 한,Katz와 Rath(1985)도 특성,기술,태도

와 습 과 같은 개인 인 특성의 구성요인과 성향은 명확하게 구별되어져야한다

고 하면서 성향과 정의 특성의 여러 요인과의 구별을 강조하 다.즉,‘성향’은

감정 상태만을 의미하기 보다는 사람의 행동에 한 경향을 함축하고 있으므

로‘특성’과 구별되며,읽을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해서 독서가가 되는 성향을 가

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으므로 ‘기술’과도 구별된다는 것이다. 한 ‘습 ’은 계

획 이지도 않으며 생각이나 반성,분석과 같은 결과를 포함하지도 않는 행동이

나 ‘성향’은 특정한 상황이나 그 때에 나타나는 의도 인 행동이므로 ‘습 ’과 ‘성

향’은 차이가 있다고 하 다.특히,이러한 학습에 한 ‘태도’와 ‘성향’의 차이는

학습자의 수학활동에서도 외가 아니어서 많은 연구들이 학생의 ‘수학 태

도’와 ‘수학 성향’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한 검사

도구의 사용에 있어서도 ‘수학 태도’에 한 검사 도구를 ‘수학 성향’에

용하여 생각하는 것이 흔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을 살펴보면 수학 성향이란,수학의 정의 역 하나로 수학에 한

태도가 수학 련 활동 학습유형,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에

어떤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지와 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즉, 정 인 수학

성향은 수학에 해 정 으로 생각하며 수학활동을 즐기고 자주 참여할 뿐

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 수학 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수학에 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할 때 수학 인 방법을

용하여 수학 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다시 말해,수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수학 련 활동 학습에 인내력과 의지,흥미,호기심을 가지

고 극 으로 참여하고 끝까지 해결하며 안을 모색하고 이를 반성하는 경향

을 지닐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에 수학 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까지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다음 성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수학

성향의 개념에 포함되어있는 구성요소를 악하고 그 연구에서 어떠한 기 으로

구성요소들은 기 분류하 는지를 확인하도록 한다.자세한 사항은 ‘나’에서

구체 으로 선행연구 내용으로 기술 하도록 하겠다.



- 8 -

나.수학 성향의 구성요소

수학 성향이란 수학에 한 단순한태도 뿐만 아니라 정 인 방법으로 수

학을 생각하고 수학을 행하는 것을 포함한다(강옥기,2000). 한 NCTM(1989)은

이러한 수학 성향이 자신감,유연성,의지,흥미,호기심,창의성,반성,수학의

역할,수학의 가치 등으로 구성된다고 하 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감이란 문제를 풀고 아이디어를 교환하고,추론하기

해 수학을 사용하는 것에 한 자신감을 말한다.자신감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들의 지식을 용하고,아이디어를 교환하기 해 수학 언어로 의사소통 하

며,추론하고 창조 으로 사고하는 것에 해 수학 확신을 갖는 것을 의미 한

다(한국교육개발원,1992).유연성은 수학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다른 문제해결

방법을 찾는 것을 의미하며 의지는 수학 과제를 지속 으로 수행하려는 자세

를 말한다.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과제를 꾸 히 수행하려는 태도는 수학과

제 해결에 필수 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수학학습내용에 심과 호기심을 가지

고 즐겁게 참여하는 것은 수학 힘을 기르는 요한 요소(NCTM,1989)가 된

다.그러므로 자신의 활동에 해 스스로 돌이켜 보고 평가하려는 성향은 수학

학습을 진시키는 역할을 한다.수학의 역할은 다른 과목과 일상의 경험에서 발

생하는 상황에 수학을 용하는 것의 가치를 아는 것을 의미하며 수학의 가치는

우리 문화에 있어서의 수학의 역할과 도구와언어로서의 수학의 가치에 해 이

해하는 것을 말한다.수학은 문화발달에 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도구가 됨을 이해하는 것이 수학 학습에서 필요한 하나의 요소이

다.

이를 종합하여 수학 성향을 흥미,태도,가치의 세 가지 역으로 나 수

있다(Swan,1993)고 하 다.이를 자세히 살펴보면,흥미란 어떤 활동 군에 이끌

리게 되는 개인의 일반화된 행동 경향이며 태도는 심리 상에 해 정 으

로나 혹은 부정 으로 반응하려는 경험을 통해 형성된 정서 경향이다 그리고

가치란 .개인이나 집단의 특징을 구별하는 내재 혹은 외향 개념으로 그것은

행동의 여러 가지 가능한 양식,수단,목표 에서 선택을 할 때 개인이나 집단

에 향을 주는 바람직한 것에 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윤세은(2011.재인용)

역시 수학 성향을 수학에의 흥미,수학에의 태도,수학에의 가치로 나 고 구

체 인 요소로 수학에의 흥미에는 친근감,흥미,수학의 좋은 ,스스로 하고 싶

은 마음을,수학에의 태도에는 욕구,조리 있는 구상,진취 인 생각,종합력을,

수학에의 가치에는 용능력,수학의 유용성,수학의 역할,수학의 장 을 언

하 다.

한국교육개발원(1992)에서는 NCTM(1989)이 밝힌 수학 성향의 의미와 요소

를 기 하여 수학 성향을 수학 과제를 꾸 히 수행하려는 의지,수학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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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조사 (Mathematics survey)

1. 수학을 잘하기 위해 넌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 때문이다.

2. ~일 때 수학은 어렵다.

3. ~일 때 수학이 쉽다.

4. 수학은 어떻게 당신을 돕는가?

5. 수학에서 가장 좋은 것은 ~ 이다.

6. 수학문제를 풀다가 어려움에 처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여 문제를 푸는데 한 자신감,수학 문제를 해결할 때 수학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다른 해결방법을 찾으려는 융통성,다른 교과와 일상에 수학을 용하

는 것에 한 이해인 수학 가치 인식,자신의 생각과 수행을 검하고 반성하

는 경향인 수학 반성,수학을 하는 데의 흥미․호기심․창의력의 6가지로 나

어 제시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수학 성향은 수학에 한 자신감,유연성,

창의성,반성,수학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수학에 한 흥미나 호기심,수학의

역할에 한 인식,수학의 가치에 한 인식,참여도,신념과 집 력,융통성의

요소 등을 폭넓게 포함하는 요소로 정의 내릴 수 있다.

다.학습자의 수학 성향의 구성요소

Whitin(2007)역시 ‘수학조사 :평가를 한 도구’라는 논문에서 수학조사 활동

이 학습자의 수학에 한 태도와 성향을 평가하기에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고 제안하 다.Whitin(2007)이 제시한 수학조사는 Burke Reading Survey

(Goodman,Watson& Burke,1987)를 응용하고 NCTM(2000)에 의해 밝 진 태

도들과 되어 다음의 6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Whitin(2007)의 수학 조사 문항

1,2,3과 5번 문항은 학생들의 자신감,호기심,융통성 있는 사고 그리고 학생-

교사간과 학생-학생간의 계를 보는 정도를 반 하는 것이며 4번은 수학의 유

용성과 실생활 용에 한 학생들의 을,6번은 학생들이 문제해결에 한

그들의 정의,태도, 략들을 드러내도록 하기 한 문항이다.

그리고 부가 으로 수학에 해 원하는 것을 말하고 뒷면에 수학이 무엇을 의

미하는지를 그려볼 수 있도록 하 다.즉,수학조사는 수학 지식을 구성하는 것

이 무엇인지와 사고방식 그리고 일상생활의 유용함에 한 학습자들의 인식을

이끌어 내도록 고안되었고 이는 학기 와 학기 말 두 번에 걸쳐 조사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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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의해 추론된 

부정적인 경향들
긍정적인 태도, 성향, 믿음

변화를 위한 교육적 

계획들

1. 수학은 단독적, 조용한 

시도이다.

1. 협동과 의사소통은 수학

적 이해에 기여 한다.

1. 그룹 과업을 만들어라 : 

아이들의 전략을 공적으로 

만들어라. 아이들이 다른 

학생들의 기여에 주목하도

록 장려하라.

2. 교사는 중요한 지식을 

담당한다. 수학적 전문기술

을 개발하는 보상은 외부

적이고 종종 미래까지 연

기된다.

2. 수학은 학습자들을 스스

로 의미를 건설하는 것에 

연관시킨다. 전문기술을 개

발 시키는데 대한 보상은 

내부적이다.

2. 상호작용, 검토, 확장을 

장려하라(Schwartz, 1996) 

: 학생들을 학생-창의적 문

제들, 수학저널, 수학“출

판”을 통해 연관 시킨다.

3. 문제들은 신속하고 규정

된 방식으로 해결된다.

3. 문제들은 다양한 전략의 

융통적인 사용을 토해 해

결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문제

의 복잡성에 달려있다.

3. 전략공유, 문제제출조사, 

확장된 탐구, 수학저널을 

장려하라

4. 수학은 다른 과목들과 

관련이 없다.

4. 수학은 정규과정 너머 

그리고 학교 밖의 맥락 속

에서 실생활 응용성을 갖

는다.

4. 문제와 관련된 내용, 아

이들의 문학에서 장려된 

문제들, 학생-창의적 문제

들을 강조하라.

조사결과를 토 로 수학에 한 변화를 한 교육 계획을 세우도록 장려하

다. 한 학습자들의 성향은 수학 수업에서 매우 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

사들은 학습자들이 더 자신감 있고 의욕 이고 자주 인 학습자가 되도록 도울

수 있는 교육 인 계획을 세워야 함을 시사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Whitin(2007)은 이를 토 로 환경을 구조화하고 교육 활동을 설계하며 교사의

역할에 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지속 인 수학 성향 함양을

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 다.Whitin(2007)이 제시한 교수와 학습을 한 계

획의 요약은 다음의 <표 3>와 같다.

<표 3>Whitin(2007)의 조사결과의 분석을 통한 교육지도 계획의

즉,종합해보면 학습자들에 한 교수자의 지속 인 찰이 가장 한 평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언 하 다.학습자들에 한 교수자의 지속 인 찰과 이

에 근거한 평가는 학습자들의 수학 성향과 이에 한 변화정도를 평가하기에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수자의 찰에 의한 학습자

의 수학 성향 검사 도구를 개발 연구 하여 교육 장에서 학습자의 수학

성향에 한 발달 정도 측정 다양한 교수 계획에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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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연구개요

본 연구는 학습자의 수학 성향 검사 도구를 개발하기 해 선행연구 분석,

장교사의 인식조사 문가들을 상으로 기 자료를 수집하여 학습자의

수학 성향의 구성요소를 추출하고 이에 기 하여 체계 인 학습자의 수학 성

향 검사 도구를 개발하는 데 그 목 이 있다.이를 해 본 연구는 학습자의 이

해,학습자의 수학 성향 검사도구의 연구 개발,검사도구의 효용가치 분석

으로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 1에서는 학습자의 수학 성향에 따른 학습자의 인식 태도 악을

해서 교육 장에서 직 학습하는 학생을 상으로 수학이라는 학문(과목)에

한 인식을 듣고 태도를 악하여 그에 따른 구성요소를 추출하여 체계화 한다.

연구 2에서는 학습자의 지능 수학 성향 검사도구 연구는 종래의 존재하

던 수학 성향 악 검사 도구를 분석하는 형태의 목 을 갖고,지능과 성향에

련된 여러 요소를 포함하는 문헌 고찰 선행 되었던 지능과 련된 검사,

한 성향분석 검사 도구를 분석하여 검사도구 개발에 하는 내용을 설계하도록

하며 교육 장에서의 면담을 통하여 학습자의 수학 성향의 구성요소를 추출하

다.

연구 3에서는 연구 2에서 기반이 된 내용과 기타 연구를 통하여 검사도구 내

용 거를 정립하여 검사 도구를 개발하 으며 개발된 1차 시안은 1차~3차

각 분야별 조언을 통해 수정․보완하여 검사의 시안을 완성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연구 4에서는 학습자의 수학 성향 검사도구의 효용가치 분석 작업

을 시행하 다.개발된 ‘학생의 수학 성향 검사도구’가 학습자의 수학 성향

을 측정하기 에 합한 도구인가를 악하기 해 0명 학습자를 상으로 직

용하여 학업성취도와 련지어 분석하여 효용가치 분석을 실시하는 것을 최종

목 으로 둔다.이를 기 로 문항 분석,체계 이고 신뢰성 있는 검사를 통하여

검사도구의 양호 수치를 검증 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짖도록 한다.

연구 1.학습자의 수학 성향에 따른 학습자 인식 태도 악

연구 2.학습자의 지능 수학 성향 검사도구 연구

연구 3.학습자의 수학 성향 검사도구 개발

연구 4.학습자의 수학 성향 검사도구의 효용가치 분석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 문헌고찰과 기존 검사도구 분석 교육 장의 면담

결과를 분석하 으며 이를 기 로 학습자의 발달을 고려하여 포 이면서도 반

인 면에 걸쳐 측정할 수 있는 수학 성향 검사 도구를 제작하고자 하 다.이에

한 구체 인 학습자의 수학 성향 검사도구 개발의 목 원칙을 제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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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과 같다.

첫째,학습자의 발달수 에 합한 체계 인 학습자의 수학 성향 검사도구의

개발을 통해 학습자의 수 을 보다 정확하게 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학습자의 수학 성향 련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둘째,학습자의 수학 성향 하 요소에 한 명확한 정의 학습자의 수학

태도와 구별되는 학습자의 수학 성향 검사 도구를 개발하여 학습자의 수학

성향 하 역별 발달 특성을 악 할 수 있는 요한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셋째,학습자의 수학 성향 검사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학습자의 수학 성향

구성 요소의 기 ,학습자의 수학 성향 련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 우리나라 학습자의 발달수 ,수학 학습 환경,문화 배경 등에 합한 수

학 성향 검사 도구를 개발하여 장에서 학습자의 수학 성향의 발달에 기여

할 수 있는 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 다.

넷째,학습자의 수학 성향 검사 도구는 학습자들의 수학 성향과 이에 한

변화 정도를 정확히 평가하기 해 교수자가 직 찰하여 평가 할 수 있는 검

사도구로 개발 한다.

다섯째,학습자의 수학 성향 검사 도구는 학습자의 발달수 에 합한 수학

성향의 구성요소를 선정하고 각 구성요소에 한 정의와 범주의 기 을 정한

뒤 이 에 기 하여 각 하 요소별 행동특성을 제시한다. 한 학습자의 수학

성향을 악하는 데 있어 구체 이고 찰 가능한 구성요소별 수학 성향 행동

특성을 제시함으로써 교수자가 찰하여 평가하는데 용이하게 한다.

여섯째,이 검사 도구는 수학 성향의 어느 정도 구체화를 띄어가는 학생을

상으로 하며 연령으로는 만 13세( 1)~만15세( 3)로 한정한다.

일곱,검사도구의 개인 인 무작 선택에 따른 평가 오류,오차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일련의 방법을 제시한다.앞서 고찰한 선행연구에서의 구성요소와 특

별히 이 연구에서의 기 을 제시하고자 연구의 1~3차 구성 사이에 몇 가지 기

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 내용은 아래<표 4>와 같다. 한 자세한 연구개요

방향 제시는 아래 <표 5>와 같다.

<표 4>수학 성향 악을 한 기 제시의

기준1 기준2 기준3

지능요인(Thurstone등) :

1. 언어이해의 요인

2. 지각속도의 요인

3. 추리 요인

4. 수 요인

5. 기억 요인

6. 단여 유창성 요인

7. 공간 시각화 요인

성격요인(MBTI등) :

정보를 습득하는 두 가지 

방식은 감각과 직관이고, 

사고와 감정은 의사를 결

정하는 방식으로 이 4가지 

유형이 성격의 기능이며, 

이 기능들은 성격 유형의 

핵심이다.(기타:의지, 긍정)

수학특성 요인 :

대수형 : 수의 관계 이해 

         정도 파악

기하형 : 도형 측정 이해 

         정도 파악

해석형 : 논리 구조 이해 

         정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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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학생 수학 성향 악 검사 도구 개발 연구 방향

중학생 학습자의 수학적 성향과

관련된 선행연구 연구

ò
수학적 성향 파악의 도구 연구

ò
수학적 성향 검사도구 개발 및 

연구 계획 수립

ò
검사도구의 목적 및 8원칙 수립

ò

수학적 성향 관련 

문헌 고찰

수학적 성향관련

검사도구 및 

문항 분석

교육 현장 

인식조사

ò
중학생의 수학적 성향요소 추출

ò
검사도구 내용상의 준거정립

ò
기초성격 유형에 속하는 

요소로 호기심, 의지, 

자신감, 융통성, 인식

수학적 긍정 등을 포함

⇄

1차 구성

⇄
검증 : 학생들에게

직접 적용하여 평소 

학업성취도와 비교분석
기초 유형 검사지

ò

1차+

언어해석, 측정, 관찰력 ⇄

2차 구성

⇄
검증 : 학생들에게

직접 적용하여 평소 

학업성취도와 비교분석

지적요인 분석 및

수학적 성향관련 

분석이 검사지에 포함

ò
언어이해요인, 지각속도

요인, 추리요인, 수요인

기억요인, 단어유창성요

인, 공간시각화요인

(Thurstone)

⇄

3차 구성

⇄

검증 : 학생들에게

직접 적용하여 평소 

학업성취도와 비교분석

최종 검사도구 : 

학습자를 대상으로 

지적요인 및 수학적 성

향 사이 상관관계가 구

체적으로 검사가능 하도

록 검사지에 포함

ò
중학생의 수학적 성향 최종

검사도구 확정



- 14 -

IV 연구

본 연구는 학습자에게 합한 수학 성향에서의 구성요소를 추출하고 각 구

성요소에 한 평가문항을 개발하여 효용가치 있는 수학 성향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 다.이를 해 문헌고찰과 기존 검사도구 분석 교육 장 에서

의 면담 결과를 분석 하 으며 이를 기 로 학습자의 발달을 고려하여 포 이

면서도 반 인 면에 걸쳐 측정할 수 있는 수학 성향 검사 도구를 제작하고

자 하 다.연구의 체 인 원칙은 연구개요에서 제시한바와 같으며 학습자의

수학 성향 악을 한 검사도구 개발 내에서만 구체 으로 8원칙을 제시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8원칙>

첫 째, 실 인 교육 장에서의 학습자 악을 선행한다.

둘 째,기존의 지능검사를 기 로 하여 심 연구한다.

셋 째,기존의 수학 성향에 해 체계 인 선행연구를 포함한다.

넷 째,학습자의 인지발달에 련 있는 성향,성격,지능 등에

련하여 선행 연구한다.

다섯 째,체계 이고 효용가치 있는 검사도구 개발을 한 선

행 되었던 사례 연구 검사 도구를 검토한다.

여섯 째,검사도구의 개발을 해 1차,2차,3차로 종류별로

나 어 검사도구의 효용성을 높인다.

일곱,개발된 검사 도구를 직 교육 장에서 학습자에게 용

후 그 결과를 체계화 한다.

여덟.향후 본 연구와 련되어 발 향상에 해 결론 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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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학습자의 수학 성향에 따른 학습자 인식 태도 악

학교에서 수학을 배우는 학습자의 성향 악을 해 설문지 등의 형태로 많

은 연구에서 발표된바 이에 따른 내용보다 좀 더 구체 인 학습자의 인식 태

도 악을 하여 몇 가지 기 을 세워둔 후 상담과 련된 세워진 기 에 의

한 실험을 통하여 학습자가 생각하는 수학 이라는 과목에 한 인식 태도를

조사하도록 한다. 한 상담의 기법을 사용하여 학습자의 인식과 태도를 악하

기 해 상담에 한 상담의 방법 는 상담의 내용 등과 같은 상담에 한

반 이고 구체 으로 정확한 이해가 먼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련된 연구

의 고찰을 연구1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1.상담

상담의 사 의미는 카운슬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문 지식

과 기능을 가지고 내담자 자신과 환경에 한 이해를 증진시키며,합리 이고

실 이며 효율 인 행동양식을 증진시키거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원조하

는 활동이다(교육학 용어사 ;김상겸,2009). 한 상담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모든 행동변화나 의사결정은 내담자가 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상담은 자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하며

개인이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존 해야 된다.

-합리 계획,문제해결,의사결정,환경 압력에 한 응,일상 행동습

등과 같은 일상생활의 문제에 을 둔다.

상담은 흔히 심리치료와 같은 의미로도 쓰인다.그러나 상담은 정신질환이 없는

정상 사람을 상으로 하는 것임에 반해서 심리치료는 신경증이나 정신병 같

은 이상행동을 주된 상으로 하고 있다.심리치료와 같이 그 이론 배경이 정

신분석학·행동주의심리학·인지심리학·생태심리학 등의 발달과 하게 련되어

있으며 그 상문제에 따라서 성격상담·학업상담·진로상담 등으로 분류하기도 하

고,그 형태에 따라서 개인상담·가족상담·집단상담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가.수학 태도

수학 태도란 수학 인 상이나 수학 학습 상황에서 정 ,부정 으로 반

응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심리 성향으로 수학에 한 흥미,호기심,끈기,자신

감,참여자세,유용성,인식 등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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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담의 기

학습자의 인식 태도를 무분별하게 정리하여 기술한다면 구체 인 결과를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학습자와의 상담의 과정에서 특별히 몇 가지의 기 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상담 내용 피상담자의 응답에서 발생되는 서술에서 특징

을 악하고자 한다. 한 각 기 요소마다의 수를 측정하여 피 상담자의 상담

에서의 결과의 정확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함에 최종 목 이 있다.자세한 기

을 제시하는 과정은 아래의 <표 6>을 참고하도록 한다.

<표6>상담의 기

상담 기준 준거 상담내용

1. 학습자의 나이 중1, 중2, 중3 제 변인 선 파악

2. 학습자의 인식

수학에 대한 개인적 인식의 자유로운 기술을 위하여 질문내

용에서 수학이 무엇을 위해 배우며, 현재 배우고 있는 수학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가?

3. 학습자의 태도

수학 교육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태도에 대한 집중적

인 질문으로 필기를 하는가? 필기를 하지 않고 풀이에 집중

하는가? 집에서 예․복습을 하는가? 

4. 학습자의 자신감

혼자서 수학문제를 풀이할 때, 반드시 풀릴 거라 생각하는

가? 힘들어서 멀리하게 되는가? 포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풀

어내는가? 쉽게 포기해 버리는가? 

5. 학습자의 부정 답변 중에 발생하는 부정적 요소

6. 학습자의 긍정 답변 중에 발생하는 긍정적 요소

7. 학습자의 학습 양

이제까지 수학을 공부해왔던 양과 평소에 공부하는 수학 학

습 양에 대한 질문으로, 성향과 관련하여 적게 풀어도 잘하

거나 많이 풀어도 못하거나 문제풀이 개수와 시간과의 상관

관계

8. 학습자의 과거 수학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수학학습의 학습자 본인에 대한 생각을 

질문

9. 학습자의 미래 수학
현재부터 미래의 수학학습의 전망을 학습자 본인에 대한 생

각을 질문

다.상담의 상 방법

학교 수학학습자를 상으로 하고,연구3에서 개발된 검사도구의 피 검사자

와 상자가 일치해야 하는 것을 기 으로 한다.상담에서 나타나는 학습자 개개

인의 수학 성향을 악하고,연구3에서 개발된 검사도구와의 연 성과 련하

여 상담을 통해 얻어진 학습자의 인식 태도가 검사 결과와 어떤 련성이 있

는지를 악하는 것을 최종 목 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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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집단상답으로 이루어져 각 집단 10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10가지 기

에 알맞은 답을 할 수 있는 제한 시간 없는 상담으로 이루어지게 된다.이

게 이루어진 상담은 종합 인 집단의 인식 태도로 성향검사 도구의 결과를

도출할 때 반 하게 된다.

상담과 검사의 획일성을 두기 해 집단은 각 학년마다 3개의 집단으로 구성

될 것이며,학습자의 수학 학습 성취도와 수학 성향 사이의 결과를 도출하기

해 재까지의 학교 성 을 기 으로 집단을 구성한다.제 변인에서 학생 수

학 학습자를 2학년,3학년 으로 구분하는 것은 학습자의 학년별 학습 수학 능

력 개인차를 고려하기 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간주한다. 체 학생 수는

60명 이하로 제한하고 실행하며,자세한 상담 검사의 집단은 아래의 <표 7>

과 같다.여기서 1학년을 제외한 이유는 나 에 나오게 될 수학 성향도 에서

결과 으로 1학년은 아직 학교에 와서 학습한 내용과 련하여 학습량이 고

비교분석이 될 학교 수학 학습 성취도( 수)의 기 이 단 한번의의 시험밖에 치

루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의 정확도가 히 낮아질 것을 고려하 기 때문이다.

<표 7>상담 집단의 구성(수학 검사도구 상 집단과 동일)

학년(인원) 집단 (인원) 수학 성취도(학교내신)

2학년 (30명)

2A군 (8명) 20% 이내 

2B군 (12명) 20%이상~55%이내

2C군 (10명) 55% 이상

3학년 (30명)

3A군 (8명) 20% 이내 

3B군 (12명) 20%이상~55%이내

3C군 (10명) 55% 이상

라.상담 결과의 분석

에 제시된 상담의 기 근거와 련하여,상담 내용의 결과를 학생의 수학

성향과 련 짖기 한 결과로서 학년별 각각의 집단의 내용을 정리하여 체

90명의 상담 상자에서 총 9개의 상담 총평을 결과로 도출하게 된다.집단군 별

자세한 상담내용 분석은 다음과 같다.

1)상담 총평

가)2A,3A

(1)학습자의 나이

학교 2학년,3학년 학습자로서 만 13세부터 만 16세까지의 재학생

(2)학습자의 인식

최고 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필기를 하되,집에서 직 혼자 있을 경우에 요

을 정리하는 형식의 필기를 하며 수업 도 에는 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직

교수자의 수업을 경청한다고 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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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습자의 태도

수학 수가 상에 해당하는 학습자 한 속한 이 집단에서 상의 경우 교수

자가 설명하는 내용을 모두 필기하거나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등의

편집증을 보이는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으며,집 력을 기 으로

할 때,필기를 하던 하지 않던 확실하게 수업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었으며,집에서의 복습은 숙제 이외에 참고서를 여러 권을 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학습자의 자신감

연구3에서 성향 요소로 포함될 자신감은 의외로 이 상 권 집단에 속한 모든

학습자에게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며,수학이 힘들고 자신이 버겁게 수를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 흥미로운 상담내용이었다.상 상 에 구분으로 자신감을 갖

고 자신감을 갖지 않고는 체 으로 구분지어지지 않았으며,자신감이 없다하여

수학을 멀리 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내용들이 부분 이었으며,그 자신감 까

지 지니고 있는 학습자들은 자신이 수학을 좋아하는 과목이라 여겨 다른 과목에

비해 더 많이 공부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라 하 다.

(5)학습자의 부정

수학은 힘든 과목이라는 생각 하는 일부 학습자 이외에 특별히 부정 요소는

존재하지 않았다.

(6)학습자의 정

특이한 은 자신감과 련하여 자신이 수학 과목에 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

을 경우에는 상당히 정 으로 앞으로의 수학 과목이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내

용 인 기 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며,자신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습

자의 고민의 상이 되는 과목으로 수학을 꼽고 있었다.하지만 부분의 학습자

가 고득 을 바라는 정 인 자세를 보 다.

(7)학습자의 학습 양

부분의 학생들은 선행학습을 통해 자신이 배우게 되는 학교 수업 이 에 이

미 한번 이상의 체 인 내용 습득을 한 상태라는 것이며,수학에 해 자신감

을 갖거나 최상 학생의 경우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수학과 련된 공부를

래와 차이 있게 시작 했다는 특이 이 있었다. 한 수학 공부를 할 때에 고득

으로 갈수록 문제의 양이 늘어나도 풀이하는 시간은 상당히 어드는 경향을 보

이는 상담내용 이었으며,이로 인한 추가 인 격차가 지속 으로 발생하는 것으

로 단되었다.

(8)학습자의 과거 수학

부분이 이제까지의 수학이 힘들지만 어느 정도 이해하면 풀이할 때 문제가 풀

리면 즐거운 정도를 느낄 수 있는 과목이며 반드시 잘해야 하는 과목이라 생각한

다. 재까지 해온 것처럼 힘들더라도 어느 정도 수가 나와 주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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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학습자의 미래 수학

앞으로 더 잘해지고 싶다는 생각은 모두 동일 힘들어질 것을 우려하는 것은

자신감이 없을 경우의 학습자에게 보여 지고 새로운 내용에 한 기 감을 빨리

배우고 싶다는 학생들의 경우 자신감이 있는 학습자들 이었다.

나)2B,3B

(1)학습자의 나이

학교 2학년,3학년 학습자로서 만 13세부터 만 16세까지의 재학생

(2)학습자의 인식

수학이 무엇을 배우는 지에 한 심보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이유 없

는 목 인 공부를 하고 있다는 내용 이었으며, 재 배우고 있는 수학이 자신

에게 직 인 도움이 된다고 보기 보다는,학교 성 리에 있어서 필수 과목

이기에 공부 하고 있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

(3)학습자의 태도

학습자 부분이 수업시간에 선생님 풀이하는 것을 옮겨 으며 마치 내용이

해보다는 다른 암기 과목을 공부하는 것과 같이 공부 하고 있음.여기에 직

인 이유는 풀이과정이 있는 문제지의 경우와 달리 혼자서 공부할 때의 염려

를 포함하고 있고,필기는 오답노트 등의 숙제 이외에 직 필요에 의해서 능동

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부분의 상담 내용이다.

(4)학습자의 자신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습자간의 수학

성취도 는 수업 태도 인 특징은 어떠한 특정 기 에 의해 정립할 정도로 뚜

렷하지 않았다.즉,자신이 수학 수가 높다하여 자신감을 가지기 보다는 취향

인 문제가 더욱더 돋보 다.

(5)학습자의 부정

평상시에 확인 가능할 만큼 직 으로 쓰이지 않는 수학이라는 과목이 왜

요한 과목인지 인지 못하는 부분의 상담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6)학습자의 정

수학 공부 자체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 그 보다는 타인에게 보여 지는 자신의 모

습이 수학 잘하는 모습이라면 좋을 것이라는 답이 흥미로운 상담 내용이었다.

(7)학습자의 학습 양

능동 인 학습은 평균 으로 수치를 따지지 못할 만큼 었으며,학교와 학원

과외 등에서 제출하는 숙제 이외에 자신이 직 더욱더 잘하기 해서 개인 으

로 하는 학습은 거의 존재 하지 않았다.

(8)학습자의 과거 수학

이제까지의 수에 해 특별한 분석은 하지 않고 있었으며,심지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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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기억 못하는 학습자도 존재하 다.

(9)학습자의 미래 수학

특별히 앞으로의 수학공부를 더하고 싶다거나, 군가보다 우 에 있을 만한

수학 성 을 갖기 해 노력해야 한다는 다짐은 가지고 있지 않았고, 수야 높

으면 좋지만 그 게 하려면 힘들고, 한 수학이외에 과목도 존재하기 때문에 상

으로 효율 공부를 하려는 경향을 보 다.

다)2C,3C

(1)학습자의 나이

학교 2학년,3학년 학습자로서 만 13세부터 만 16세까지의 재학생

(2)학습자의 인식

수학이 무엇을 해 배우는지에 심이 없는 정도를 넘어서,수학자체는 그

하나의 과목이고,이제 까지 힘들었던 과목이며 심지어 무 싫어서 포기하는 학

생도 다수를 포함하는 집단이었다.

(3)학습자의 태도

필기를 하지 않고 수업을 듣는 형태로 설명하기 힘들고,수업자체에 심이 없

는 학생이 주를 이루고 상담 도 에도 과목자체에 한 반감을 상담에 까지

향을 미치고 있는 학습자 한 존재하 다.

(4)학습자의 자신감

존재 하는 경우 없었음.

(5)학습자의 부정

과목 자체에 한 부정 생각을 지니고 있으며,싫어하는 과목으로 가장 우선

순 에 있는 과목으로 여기며,이로 인해 수학 학습 성취도에 상당한 악 향을

끼치는 것으로 단됨.

(6)학습자의 정

힘들지만 해야 하기 때문에 한다는 이 의 집단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이 집단

의 부분이 수학을 포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학습자

의 상담 내용 결과가 특이한 이다.

(7)학습자의 학습 양

능동 학습을 기 하기는 어려웠고 더욱이,학교에서 주어지는 과제는 물론이

거니와 거의 부분을 행하지 않고 있는 특징이 있다.

(8)학습자의 과거 수학

선행학습을 해본 이 없었으며,환경 인 향이 부분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다.상담 내용 에서 자신이 싫어서 수학 학습을 멀리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기

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음.

(9)학습자의 미래 수학

앞으로의 수학 학습 은 물론 수에 한 기 도 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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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학습자의 지능 수학 성향 검사도구 연구

검사도구의 개발 연구에 앞서 검사도구 개발 연구를 한 학습자에 한

인지 인 측면을 결정짓는 요한 요인으로서의 “지능”에 련하여 구체 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지능이론

가.지능의 정의

지능이란 아이디어,상징, 계,개념,원리 등과 같은 추상을 다루는 능력

(Terman,1916),혹은 목 으로 행동하고 합리 으로 사고하며,환경을 효과

으로 다루는 개인의 종합 능력으로 구성된다(Wechsler,1944).Estes(1982)는

이상과 같은 지능의 의미에 근거하여 "지능이란,흔히 문제해결의 몇몇 요소들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인지과정과 인지조작에 의하여 방향 지어지는 개인의 응

행동"이 라고 정의하 다.

나.지능의 구조

1)Spearman의 지능의 요인

Spearman(1927)의 지능의 2요인설에 의하면,일반지능을 표하는 일반요인으로

서 g-요인(general-factor)이 포함하는 능력은 언어문제,수 문제,도형문제를

해결할 때 내용을 월하여 공통 으로 작용하는 능력과 귀납 추론,연역 추

론,기억,암기 등과 같은 지 활동의 종류를 월해 공통 으로 향을 미치는

능력 들을 들 수 있다.특수요인 으로서는 s-요인(specific-factor)이라고 하

으며,이 요인이 포함하는 능력으로 언어문제나 수문제와 같은 어떤 특정 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능력을 들 수 있다. 략 인 형태에서 일반요인과

특수요인과 의 계에 한 이해를 돕기 한 설명은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일반요인과 특수요인 계

일반요인

특수요인 특수요인

특수요인 특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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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Thurstone의 지능의 요인

지능을 단일의 특질로 간주되기보다 서로 독립 인 별개의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개인의 지 능력을 기술하려면 각 능력요인에 한 각각의 수를 제시

Thurstone(1938)하여야 한다.IQ와 동일 용어로 쓰이고 있는 지능은 일생 동안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해 왔으나 지 은 경험과 환경에 따라 상황이 변할 수

있는 요인 Thurstone(1938)으로 간주한다.Thurstone(1938)이 주장한 지능에서의

군집요인설(기본정신능력:PMA)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7가지 요인으로 요약할

수 있다.

-언어이해(verbalcomprehension):단어의 이해력 요인으로 언어의 개념화 추

리 활용에 한 능력을 말한다.

-지각속도(perceptualspeed):특정 상징들에 해서 신속한 재인을 요구하는

지각능력과 련하여 그를 단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 인 의미를 갖는 요인

이다.지각속도를 심으로 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객 으로 문제를 악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추리(reasoning):주어진 자료에 일반 원칙을 알아내어 용하고 추리하는 요

인으로 응과정에 있어서 목 을 성취할 수 있도록 생산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검사 방법으로 유추검사와 수열완성형검사가 있다.

-수(numerical):계산과 추리력에 한 수치 단에 해 그 내용 면에서

의 질 인 양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기 인 산수문제 등이 이에 속하며 수를

다루며 계산하는 능력을 말한다.

-기억(memo):개념 ,지각 인 자료를 기억하고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을 포함하는 단순한 기억력 요인으로 단어,문자의 회상 검사가 이에 속한다.

-단어유창성(wordfluency):특정 상황과 장면에 따라 알맞은 단어를 신속하게

산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요인으로 상황장면에 따라 하게 모국어

를 구사하고 산출 표 할 수 있는 요인이다.

-공간시각화(spatialvisualization):공간 상상과 그를 시각화 해내는 능력을 포

함하는 요인으로서 특정 물체에 한 개념 인지를 시상(시각)화 할 수 있는 정

도에 따른 수치를 포함한다.구체 물체뿐만 아니라 추상 의미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시각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해 상징,기하학 도형검사를

시행하여 측정할 수 있다.

R.Gattell(1963)는 Thurstone이 제작한 기본 정신능력 검사 등을 분석하여

유 ,신경 생리 향에 의해 발달되는 지능으로서 뇌, 추 신경계의 성숙

에 비례해 발달하게 되며 속도,기계 암기,지각력,일반 추리력을 포함하는

유동 지능과 가정환경,교육정도,직업 등과 같은 환경 ·문화 향에 의해

발달 되는 지능으로서 결정되는 언어능력,문제해결력,논리 추리력,상식을 포

함하는 결정 지능으로 두 개의 일반 인 요인으로 학습자의 지능을 주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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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uilford(1967)는 지능구조모형

Guilford(1967)는 지능구조모형 지능의 구성으로서의 정신 인 '조작

'(operation)과정의 유형을 인지,기억 장,기억 지,확산 사고,수렴 사고,

평가라 하 으며 정신 조작이 수행되는 상으로서의 '내용'(content)에 해당하

는 요인으로 시각,청각,상징,의미,행동으로 구분하 다.특정유형의 검사내용

에 한 구체 인 조작의 수행에서 비롯되는 결과 인 요인으로 '산출'의 단 를

유목, 계,체계,변환,함축이라 하 다.이러한 여러 요인에 의해 도출된 결과

에서의 평가를 내용(4)×조작(5)×산출(6)을 내용으로 하여 120개의 지능구조단

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Guilford(1967)하 다.이후에 한 Guilford는 앞서 설명

된 지능구조단 에 해 발 된 모양으로 몇 가지의 요인을 추가하여 1980년

까지 180개(5×6×6)의 요인들로 확장하여 지능구조 단 를 설명하 다.Guilford의

모형에서 특히 요한 것은 확산 사고(divergentthinking)이며,이는 주어진

문제에 한 해결책을 가능한 한 다양하고도 많이 찾아내는 사고를 의미하며,이

개념은 창의력과 매우 한 계를 갖는다.

4)Gardner의 다 지능이론(MI)

Gardner(1983)는 지능을 하나의 문화권 는 여러 문화권에서 가치 있게 인정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를 창조해 내는 능력이라 정의하고,주 인 요인분

석(subjectivefactoranalysis)방법을 통하여 인간의 지능은 7개의 각각 독립 인

부분들로 구성된다고 주장하 다.자세한 사항을 설명하자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Gardner& Hatch,1989.지능의 7가지 부분

지  능 직업의 예 핵심구성요소

논리-

수학적

과학자

수학자

식별할 수 있는 민감성과 재능, 논리적이나 수학적 유

형：긴 추리, 사슬을 다루는 능력

언어
시인

언론인

단어의 소리, 리듬, 의미에 대한 민감성：언어의 다른 

기능들에 대한 민감성

음악
작곡가

바이올리니스트

리듬, 음높이, 음색을 만들고 감상하는 능력：음악표현

의 형태를 감상

공간
항해사

조각가

시공간 세계를 정화하게 지각하는 능력과 최초 지각을 

전환하는 능력

신체

운동

무용수

운동선수

자신의 신체운동을 통제하고 목표를 기술적으로 다루

는 능력

대인

관계

치료사

세일즈맨

다른 사람의 기분, 기질, 동기, 욕구를 식별하고 적절하

게 반응하는 능력

내성
자세하고 정확한 자기 

지식을 지닌 사람

자신의 감정에 접근할 수 있고 또한 감정들을 구별해

서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능력：자신의 

강점과 약점, 욕구, 지능에 대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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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dner는 컨 뇌졸 과 같은 뇌손상이 종종 언어와 같은 한 역의 기능을

방해하지만 다른 역의 기능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들어 자신의

독립 인 능력에 견해를 뒷받침하 다.

5)Sternberg의 삼원지능이론

Spearman,Thurstone,Guilford,Gardner의 이론들은 개인이 지능의 내용(지

행동에 기반 한 다른 능력들)에서 어떻게 다른가를 묘사하는 경향이 있다.반면

에 인지심리학의 최근 연구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 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고과

정을 강조한다.개인이 문제를 풀고 지 으로 행동하기 해 정보를 어떻게 모으

고 사용하는가에 해 주목하는 이러한 인지 과정 근을 연구한 표 인 연

구자로는 Sternberg를 들 수가 있다.Stemberg(1985,1990)는 기존의 지능이론들

이 지능의 근원을 오로지 개인,행동,그리고 상황 가운데 일부로부터 만 찾으려

하 기 때문에 불완 할 수밖에 없다고 가정하고,보다 완 한 지능이론이 되기

해서는 이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다.그 는 상황하 이론

(특정한 사회․문화 상황에서 지 인 것으로 여겨지는 행동들의 내용을 명시

한 이론),경험하 이론(지능과 지 과제에 한 경험의 양자 간의 계를 명시

한 이론),요소하 이론(모든 지 행동에 기 하고 있는 정신과정과 략을 명

시한 이론)등 세 가지 하 이론으로 구성되는 삼 일체 지능이론을 제안하여,

한 개인의 지능은 ‘구에게,어느 곳에서’(상황),‘언제’(경험),‘어떻게’(요소)지

인 행동을 보이는가를 종합 으로 고려할 때 비로소 밝 질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Sternberg의 삼 일체 지능이론의 요소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9>

과 같다.

<표 9>(Sternberg;Woolfolk,1995)삼 일체 지능이론

상황적 지능  경험적 지능  요소적 지능

․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기회를 최적화하는 능력

․ 상황적 지능은 구체적 상황

에서 문제해결을 준비하는 

개인의 능력을 다룬다.

․ 새로운 생각들을 형성하고 

관련되어 있진 않은 사실들

을 조합하는 능력

․ 경험적 지능검사는 자동적으

로 신기한 과제를 다루는 

한 개인의 능력을 측정한다.

  한 특정한 맥락 안에서 t를 

포함하는 단어를 모두 기억

하는 학습과 자동차 엔진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것들에

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 과정정보를 추상적으로 사고

하고 무엇이 필요하게 될지

를 결정하는 능력

․ 구성적 요소를 포함하는 지

능의 요소들을 측정하도록 

사용될 수 있는 과제들은 

유 추 ( a n a l o g i e s ) , 어 휘

(vocabulary)와 삼단논법

(syllogism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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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능 성격 유형 검사

가.지능의 측정

1)Binet-Simon검사

1905년에 Binet와 Simon은 개인지능검사의 원조가 된 하나의 진단검사를 개

발했다.이 검사는 1908년과 1911년에 개정되었다.이 Binet-simon검사는 피검사

자의 수행 정도를 정신연령으로 산출해 내는 연령척도(age-scale) 다.

2)Stanford-Binet지능검사

1916년에 Terman은 Binet-Simon검사를 수정,확 ,표 화하여 Binet-Simon

검사의 스탠포드 개정 확 을 출 하 다.1916년에 출 한 Stanford-Binet검

사에서는 이 지수를 지능지수(IntelligenceQuotient:IQ)라고 다시 명명했다.1916

년 Stanford-Binet검사는 1937년과 1960년에 Terman과 Merrill에 의하여 개정

되었다.

IQ= MA
CA

×100

MA:정신연령

CA:생활연령

만일 만 10세 아동의 MA가 12세라면 IQ는 120이 되고,15세 아동의 MA가 18

세라면 IQ는 120이 된다.그러나 정신연령을 생활연령의 비율로 나타내는 IQ는

문제가 있다. 의 에서 10세 아동의 IQ 120과 15세 아동의 IQ 120은 비교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Wechsler는 편차

IQ(deviationIQ)라는 개념을 제안하 다.

편차 IQ=100+15Z(z 수:표 편차 수)

15를 표 편차로 Wechsler지정

성인들에 한 IQ 형성 문제 때문에,Wechsler는 그의 표 화 데이터를 다르

게 사용했다.그는 다양한 성인 집단들에 한 표 화 데이터를 모았다.각각의

나이에 한 데이터는 정상 분포 (normaldistribution)를 형성 한다(Wechsler,

1939).사람의 편차 지능지수를 계산하기 해,Wechsler는 사람의 원 수를 사

람의 나이 집단에 한 원 수의 표 화 정상 분포와 비교했다.그는 원 수가

평균으로부터의 표 편차 단 에 한 평균 원 수와 얼마나 멀리 떨어져있는

지를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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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차 수가 IQ형태와 동등하도록 하기 해서 웩슬러는 평균을 100으로 설정

하고,표 편차를 15로 설정했다. 를 들어,만약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나이

집단에 해 평균 이상에서 1표 편차라면, 그 사람의 편차 지능지수는

 × 로,115가 된다.지능지수의 정규분포를 구체 으로 살펴보기 해

<그림 2>를 참고하도록 한다.

<그림 2>지능지수의 정규분포 곡선

지능지수

3)지능검사 :IQ(IntelligenceQuotient)test

원어 그 로 지능지수를 의미하며, 재는 과 달리 IQtest를 시행하는 기

과 종류가 세계 으로 무 많이 존재하고 마다 그 원리와 평가 역 난

이도 등의 기 의 차이가 무 많아 부분의 IQ test에 한 공인 인 신뢰를

얻기는 쉽지 않다.그 기에 MENSA 에서 제공하는 아이큐테스트(Raven,1935)

를 기반으로 원리를 설명 하고자 한다.구체 내용과 검사도구의 원리는 아래와

같다.

가)IQ test의 언어검사 제외

언별로 언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는 언어검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나)Raven(1935) 진행렬 검사

국의 지능 이론가 Spearman(1927)에 따르면 지 특성을 측정하는 검사들

사이에 정 인 상 을 발견하고 공통 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유일한 능력인 일

반요인)“g(generalfactor)”에 따라 경험을 인식하고 경험 간의 계를 악하

고 상호간의 계를 추론하는 능력을 지 능력이라 주장하 다.이외에 특수요

인은 검사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게 된다.이를 이어 Raven(1935)지능

검사는 주어진 순간에 명확하게 지각하고 사고하는 능력을 평가하며 일반지능

의 요인을 측정하는 것으로 간주된다.지능의 발달은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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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개인의 추론능력,추상개념을 조작 하는 것,논리 연 성을 분별 하는 능

력을 측정하는 기 단 로서 이를 유동지능이라 하며 교육과 경험을 통해서

획득 되는 결정지능 이는 앞서 설명된 R.Gattell(1963)에 연구에 하고 있다.

Raven(1935)검사는 이러한 이론을 채택하여,“g”을 일반 으로 지 기능성

을 측정하는 각각의 요소들의 달성 정도로 설명하며,기능,속도,강도,개인의

지 인 산출의 양으로서 추론되고 연합되는 정신을 측정한다.

여기서,표 진행렬(StandardProgressiveMatrices이하 SPM)검사라 하

여 Raven(1935)에 의해 개발되어 재까지 세계에 리 이용되고 있다.덧

붙 (AdvancedProgressiveMatricses이하 APM) 두 가지를 가장 공신력

있는 지능검사로 보고 있다.이때 Raven(1935)에 의해 개발되었다 하여 이 둘

은 RavenProgessiveMatrices이하 RPM 의 하 개념으로 구분시킨다.

다)문항의 구성

총 :60문항,소요시간 :20~40분

문항구분 :각12문항 -5개의 소 검사

소검사  :연속 인 패턴 (continuouspatterns)

소검사  :모양유추 (analogiesoffigures)

소검사  :모양의 진 인 개 (progressivedevelopmentoffigures)

소검사  :모양의 배열과 조합 (arrangementandcombinationparts)

A~E로 갈수록 차 어려워지며 소 검사 내의 12문항 한 갈수록 어려워짐

라)지능의 다요인 이론

IQ 테스트 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능이 기본 이고 일반 인 특성으로 설명되

기 보다는 독립 이고 별개의 능력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주장하면서,다수의

검사 결과에서 얻은 상 행렬을 통해 Thurstone(1938)의 7개의 기본 인 정신

능력을 추출 하 다.내용으로는 언어이해력(IQ test에서는 제외),언어유창성,

수 능력,공간 계,지각 속도,기억,추론능력이 있는데 군집요인설과는 달리

언어이해력은 각 국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제외 되었다.

여기서 특별히 수학 성향 악을 한 표항목으로 추론능력( 용어사 ,

월간 자기술 편집 원회편,성안당)을 알아보면 측한다든지 감지한 데이터에

서 그 환경을 재구축하거나 축 된 지식(기억)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연역

한다든지 일반 법칙이나 개념을 귀납한다든지 하는 능력.뉴런이 기억과 논리

연산의 두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이것이 필요에 따라서 호출되어 당한 알고

리즘에 따라서 추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으나 뇌에서의 추론의 메

커니즘은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연역 추론,귀

납 추론,유추에 의한 추론 등의 시스템이 있으며,모두 리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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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 능력을 갖는 시스템을 일반 으로 지능 시스템(intelligentsystem)이라 한

다.

즉,요약하자면 이러한 기능,요인,능력을 장하는 개인이 인지 구조에서

내포하고 있는 ‘정도’인 의미의 측정 가능한 범 를 추론능력이라 할 수 있

다. 재 IQ 테스트에서는 역역 추리 과제에 요소분석 방법(cpomponential

analysis)을 용해 유추 과제 해결에 여하는 7개의 수행요소(부호화,추론,도

식화, 용,비교,정당화,반응)를 분리해내고 이들 요소의 개인차로 지능을 이해

하여 설명하고 있다.

4)한국 웩슬러 개인용 지능검사

앞서 고찰한 내용과 같은 여러 종류의 지능검사 들은 시간 와 집단이 한 번

에 정해진 소요시간 내에 측정되어야 한다는 한계에 그쳤기 때문에 정확도가

히 떨어지거나 편차가 심하 다.이러한 집단을 상으로 한 지능검사의

보완을 하여 타당도와 정확도 편차를 히 여 발 된 형태의 지능검사로

서 근래에 들어 두되고 있는 지능검사로는 개인용 지능검사인데 자세한 내용

은 다음의 개인용 지능검사로서 표 인 「한국 웩슬러 개인용 지능검사」

를 를 들어 자세히 고찰하도록 한다.

가)검사의 제작 배경

DavidWechsler는 1930년 반부터 비네지능검사와 군 용 알 검사,군

용 동작성 검사에서 문항을 수집하는 작업을 거쳐서 Wechsler-BellevueIntelligence

ScaleForm I:W-B I(1939)를 제작하 다.웩슬러 지능검사는 1939년 제작된

이후

Wechsler-BellevueAlternativeForm :W-BII(1946),

WechslerIntelligenceScaleforChildren:WISC(1949),

WechslerAdultIntelligenceScale:WAIS(1955),

WISC-R(1974),WAIS-R(1981)로 이어지면서 유용한 개인용 지능검사로서 가

장 리 사용되고 있다.한국 웩슬러 지능검사(KWIS)는 WAIS(1955)를 용

신,서 연,이창우(1963)가 표 화한 것이고,K-WAIS는 WAIS-R(1981)을 염태

호,박 숙,오경자,김정규,이 호(1992)가 표 화한 것이다.

나)검사의 이론 배경

Wechsler가 설명한 1981년 개정 검사요강에서 웩슬러 지능검사의 기본 인

입장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지능검사는 목 이고 효율 으로 행동할 수 있는

개인의 잠재력을 평가하기 한 표 화된 과제들로 구성된 정신기능 측정 검사

이어야 하며,지능은 다요인 이고 ·다 결정 이며 특정한 능력이 아닌 체

인 능력이다. 한 지능은 체 성격의 일부요소로서 인지 요인뿐만 아니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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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요인으로써 불안,지구력,목표 자각,기타 정의 성향 등의 향을 받는

다.따라서 지능검사는 이러한 비 인지지 요인도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웩슬러의 기본 입장에 따르면 지능이란 효율 인 응을 성취할 수 있

는 잠재 능력이라고 정의된다.결과 인 지능지수를 비율지능지수 와 편차지능

지수의 두 가지로 설명되는데 비율지능지수란 개인의 생활연령의 증가와 직선

계를 이루면서 지 능력이 계속 으로 증가한다는 가정을 제로 하고 있는

지능지수를 말하며,편차지능지수란 개인이 속한 해당 연령집단 가운데 차지하는

상 인 치를 지능지수로 환산하는 편차 지능지수 개념을 말한다.

다)검사의 표 화과정

표 화과정으로 K-WAIS(KoreanWechslerIntelligenceScale)는 한 비

문항 선정,1차 비검사,2차 비검사,문항분석,본 검사 실시,정답 작성,규

설정,실시요강 작성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표 화되었다.이러한 과정에서

체검사의 목 기본 차,각 검사별 목표 채 원칙 등 웩슬러 지능검사 개

정 의 기 에 따르는 한편 실제 문항은 가능한 한 한국인에게 하고 일상생

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친숙한 문항을 선정하고자 하 다.기존의 KWIS문항

은 탁월하게 유용성이 인정된 문항 외에는 원칙 으로 문항 선정에서 제외되었

다.표집은 한민국 성인인구를 표할 수 있도록 층화표집방법에 따랐다.피검

자의 연령은 16세부터 64세 다.층화표집단계에서는 1986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성별,지역,거주지,학력 변인을 고려하 다.표집과정에서 지능

이 낮은 피험자가 제외되지 않도록 교육수 이 낮은 집단이 하게 표집 되도

록 유의하 다.

라)검사의 내용과 실시방법

-검사의 구성으로 다음의 <표 10>에서 Wechsler(1939)는 지능검사를 구성하고

있는 각 소 검사들로 알아보도록 한다.

<표 10>Wechsler(1993)지능검사에서의 소 검사

언어성 검사(Verbal Scale) 동작성검사(Performance Scale)

① 기본지식(Information)   

③ 숫자외우기(Digit Span) 

⑤ 어휘문제(Vocabulary)   

⑦ 산수문제(Arithmetic)    

⑨ 이해문제(Comprehension)

⑪ 공통성문제(Similarities)

② 빠진곳 찾기(Picture Completion)

④ 차례맞추기(Picture Arrangement

⑥ 토막짜기(Block Design) 

⑧ 모양맞추기(Object Assembly) 

⑩ 바꿔쓰기(Digit Symbol) 

이상과 같이 웩슬러 지능검사는 언어성 6개,동작성 5개 소검사로 구성되어 있

다.각 소 검사 앞에 매겨진 번호는 검사가 시행되는 순서를 나타낸다.문항구성

은 다음 <표 11>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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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K-WAIS의 각 소검사의 문항구성

소검사 문항수 내용지식

기본지식 29 개인이 소유한 기본지식의 정도

숫자외우기 14 청각적 단기기억, 주의력

어휘문제 35 일반지능의 주요지표, 학습능력과 일반 개념의 정도

산수문제 16 수개념의 이해와 주의집중력

이해문제 16 일상겸험의 응용능력이나 도덕적, 윤리적 판단능력

공통성문제 14 유사성의 파악능력과 추상적 사고능력

빠진곳 찾기 20 사물의 본질, 비본질 부분을 구별하는 능력, 시각적 예민성

차례맞추기 10 전체 상황에 대한 이해력과 계획능력

토막짜기 9 지각적 구성능력과 공간적 표상능력, 시각-운동협응능력

모양맞추기 4 지각능력과 재구성능력, 시각-운동협응능력

바꿔쓰기 93 단기기억 및 민첩성, 시각-운동협응능력

마)검사결과의 처리 해석

원 수를 피검자의 연령에 계없이 동등한 환산 수로 환함으로써 모든 연

령의 피검자의 소 검사 환산 수를 체 집단의 소 검사 환산 수와 비교가능하

다.환산 수의 합을 각 연령별 지능지수 산출 표를 참고하여 언어 성,동작 성,

체 IQ로 환산한다.IQ는 7개 연령의 집단에서 해당연령의 IQ산출 표를 참고로

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IQ산출방식은 WAIS-R이나 K-WAIS가 동일한 방

식을 취하고 있다.

바)지능검사의 분류

지능검사를 분류 기 에 따라 측정내용,언어의 이해정도,지필도구 사용 여부,

검사의 상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의 <표 12>과 같다.

<표 12>지능검사의 분류

분류기

준
종   류 분 류 내 용 비      고

측정내용

일반지능검사
일반지능을 종합적, 혼합적, 합승식 

으로 측정

특수지능경사
특수한 정신능력을 독립적으로 측

정

추리력, 기억력, 주의력 

검사 등

지필도구

사용여부

동작검사
구체적 재료로 실제작업을 하게 하

여 지능수준을 판단

간단한 기구, 종이, 나무

토막 등을 사용

지필검사
종이에 모든 문항제시, 읽고 생각

해서 쓰는 것만을 요구

대개 집단검사에 쓰임.

타당성, 정확성 등이 좋음.

검사의

 대상

개인지능검사 한 번에 한 사람에게 실시 고도의 훈련 및 기술 요구

집단지능검사
한 번에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실

시

실시가 용이, 경제성이 있

으나 신뢰성이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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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격 유형의 측정(한국 기질 검사 연구소,2010)

1)성격유형 검사 :MBTI(Myers-BriggsTypeIndicator)

C.G.Jung의 심리유형론을 근거로 일상생활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한 자기보고식 성격유형지표 이다.이는 네 가지의 분리된 선호경향으로 구

성되는 여기서 선호 경향이란 Jung의 심리유형론에 따르면 교육이나 환경의

향을 받기 이 에 이미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선천 심리 경향을 말하며,각

개인은 자신의 기질과 성향에 따라 구분한다.

가)네가지 구분

외향(Extraversion)-내향(Introversion),감각(Sensing)-직 (INtuition),사고(Thin

-king)-감성(Feeling), 단(Judging)-인식(Perceiving)여기서 직 과 내향을 구

분하기 해 표철자를 바꾸어 표기한다.그 기능사이의 계는 다음의 <그림

3>와 같다.

<그림 3>성격 유형 사이의 계

외향(E)

Extraversion ↔ 내향(I)

Introversion
에너지방향, 주의초점

감각(S)

Sensing
↔ 직관(N)

INtuition
인식기능(정보수집)

사고(T)

Thinking
↔ 감성(F)

Feeling
판단기능(판단, 결정)

판단(J)

Judging
↔ 인식(P)

Perceiving
이행양식, 생활양식

성장기 청소년( 학생)의 심리변화가 격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몇 가지의 변

화 능한 성격유형 에서 일련의 특이한 사항은 내용과 연 짓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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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MBTI(한국 기질 검사 연구소,2010)의 이해

인간이 정보를 습득하는 두 가지 방식은 감각(S)과 직 (N)이고,사고(T)와 감

정(F)은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 4가지 유형이 성격의 기능이며,이 기능들

은 성격유형의 핵심이다.MBTI의 4가지 선호경향 인식기능(S-N)과 단기

능(T-F)의 배합에 따라서 환경에 처하는 행동이 달라지며 감각 사고형

(ST),감각 감정형(SF),직 사고형(NT),직 감정형(NF)의 4가지 기능

형 으로 구분되어 감각을 통해 사실을 수집하며 의사결정시에 논리 분석에 의

해 결정을 내리며 사실 인 유형으로 인식할 때에는 감각을, 단 시에는 사고를

사용하는 감각 사고형(ST),인식할 때에는 감각을 사용하고, 단 시에는 감정

을 선호하게 되는 성격 유형인 감각 감정형(SF),인식할 때 직 을 사용하고

단할 때는 사고의 객 성을 선호 매우 논리 이고 창의 인 유형으로 상에

한 이해와 통제 능력에 한 욕구가 매우 높게 되는 성격유형인 직 사고

형(NT), 단 시에는 감정을 사용하고,직 을 선호하게 되며 구체 인 내용 보

다는 가능성에 심이 많은 직 감정형(NF)으로 성격유형에 한 내용들을

구체 으로 설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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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여러 가지 수학 성향 련 검사도구

국내에서도 여러 기 에서 수학 성향을 악하고자 검사 도구를 마련하여

시행해 왔는데,아직까지 교육계에서 확정되어 체계 이거나 구체 인 형태로 시

행되어지는 검사 도구는 없다.이에 해서 살펴보면 다음 <표 13>와 같다.

<표 13>(윤세은,2011)수학 성향 련 검사 도구 분석

검사 도구 개발자 번안자 구성 요소
문항 

수
비고

수학적 

성향 검사

한국

교육

개발원

(1992)

• 자신감

• 융통성

• 의지

• 호기심

• 반성

• 가치

각 

4문

항

• 초·중·고등학생

  대상

수학적 

태도 검사

한국

교육

개발원

(1992)

• 교과에 대한

  자아개념

• 교과에 대한 태도

• 교과에 대한 학습

  습관

10

15

15

• 초·중·고등학생

  대상

수학 

흥미도 

검사

Aiken

(1974)

최성달

(1986)
• 수학흥미도 11

• 대상연령의 부적합

• 구성요소 내용의

  제한

수학 태도 

검사

Aiken

(1974)

최성달

(1986)
• 수학 태도 10

• 구성요소 내용의

  제한

수학에 

대한 

태도,척도

정혜영

이경화

(2006)

• 흥미

• 자신감

• 가치

• 동기

10

9

7

6

• 구성요소 내용의

  제한

수학적 

접근 태도 

검사

Ward

(1993)

황정숙

(1996)

• 수학접근태도

• 자신감

• 유능감

• 대안탐색의도

8

2

1

1

• 수정·보완하여 김만    

( 2 0 0 6 ) , 한 종 화 ( 2 0 0 3 )    

연구에서 수학적 성향 검

도구로 사용

• 학습자의 답변을 기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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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존 검사도구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수학 성향 검사 도구를 개발하기 해 지 까지 수

학 성향을 측정하기 해 사용되어 온 검사도구들을 살펴보았다.국내 연구를

심으로 살펴보면,수학 성향을 측정하는 검사 도구를 사용한 연구들은 기존

의 검사 도구를 그 로 사용하거나 설문지를 제작하여 사용하기도 하며 정의

역의 검사 도구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수학 성향을 측정하기 한 가장 표 인 도구로는 한국교육개발원(1992)의

수학 성향 검사 도구를 들 수 있다.많은 연구들이 한국교육개발원(1992)의 검

사 도구를 사용하고 있으며,한국교육개발원(1992)의 검사 도구를 수정․보완하

여 사용한 연구들도 있다. 한 연구자가 수학 태도 흥미를 심으로 설문

지를 제작하여 수학 성향 검사도구로 사용하거나 수학 성향,수학 흥미도,

수학 학습태도 수학 자기효능감 등의 정의 특성검사를 같이 병행하여

사용하기도 하며 태도 련 검사 도구를 수학 성향 검사도구로 사용한 연구도

있다.

여러 연구들이 수학 성향을 검사하기 해 수학 성향 검사 외에 다양한

수학의 정의 역 련 검사 도구를 사용하거나 이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기도 하 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보편 으로 사용된 수학의 정의 역 련 검

사 도구를 탐색하고 분석하 다.

한편 학습자를 상으로 연구된 수학의 정의 역 검사도구로는 Ward(1993)

의

수학 근 태도 검사와 황해익,박지 (2006)의 학습자의 수학 태도 검사가

유일하므로 상을 확장하여 학습자와 등학생을 상으로 한 수학의 정의

역 검사도구 가장 보편 으로 사용하고 있는 검사 도구를 탐색하고 분석하

다.이들 검사 도구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한국교육개발원(1992)의 수학 성향 검사

한국교육개발원(1992)이 수학과에 한 학습자의 생각,행동,태도,습 등을

알아보기 해 제작․개발한 수학 성향 검사 도구는 NCTM(1989)에서 제시한

수학 성향의 평가요소를 근거로 하 다.한국교육개발원의 수학 성향 검사

도구는 자신감,융통성,의지,호기심,반성,가치의 6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

며 요소별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자신감 :수학을 이용하여 문제를 푸는 데에 한 자신감.

② 융통성 :문제를 해결할 때 수학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다른 해결 방법을

찾으려는 융통성.

③ 의 지 :수학 과제를 꾸 히 수행하려는 의지.

④ 호기심 :수학을 하는 데의 심,호기심,창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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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반 성 :자신의 생각과 수행한 것을 감시하고 반성하는 경향.

⑥ 가 치 :다른 학과와 일상경험 상황에 수학을 용하는 것의 가치인식과

수학의 역할 가치에 한 이해.

한국교육개발원의 수학 성향 검사 도구는 ․ ․고등학교 모든 학년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요소별로 4문항 씩 총 24개의 문항으로 정문항 23

문항,부정문항 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채 은 Likert5 척도를 사용하여

‘ 그 지 않다(1)’,‘체로 그 지 않다(2)’,‘그 다와 아니다가 반반임(3)’,

‘체로 그 다(4)’,‘항상 그 다(5)’로 구분하여 각 문항마다 수학에 해 정

인 반응을 보인 순서 로 5 에서 1 을 부여한다.부정문항은 ‘ 그 지 않

다(5)’,‘체로 그 지 않다(4)’,‘그 다와 아니다가 반반임(3)’,‘체로 그 다

(2)’,‘항상 그 다(1)’로 구분하여 부정 인 반응을 보인 순서 로 5 에서 1 을

부여하고 총 이 높을수록 수학에 해 더 정 인 성향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

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수학 성향 검사지의 구성 요소별 분류는 다음의 <표 14>과

같다. 한 수학 성향 검사 도구는 <부록 1>에 제시하 다.

<표 14>수학 성향 검사지의 구성 문항 문항 수

구성요소 문항번호 문항 수

자신감 1, 7, 13, 19 4

의지 2, 8, 14, 20 4

융통성 3, 9, 15, 21 4

호기심 4, 10, 16, 22 4

반성 5, 11, 17, 23 4

가치 6, 12, 18, 24 4

출처 :한국교육개발원(1992).교육의 본질추구를 한 수학교육 평가체제 연구(Ⅲ).서울 :한국교육개발

원.

2)한국교육개발원(1992)의 수학 태도 검사

한국교육개발원(1992)에서 개발한 수학 태도 검사는 박경숙․이혜선이 1976년

도에 개발한 학업에 한 자아개념,태도,학습습 검사를 참고하 으며 ‘교과에

한 자아개념’,‘교과에 한 태도’,‘교과에 한 학습습 ’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문항은 총 40문항으로 채 은 Likert5 척도를 사용하여 ‘ 그 지

않다(1)’,‘체로 그 지 않다(2)’,‘그 다와 아니다가 반반임(3)’,‘체로 그 다

(4)’,‘항상 그 다(5)’로 구분한 5단계 평정척도로 구성되어 있다.‘교과에 한

자아개념’은 자신의 학업에 해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하는지,학업 면에서 얼마

나 정 는 부정 자아가 형성되었는지를 측정하기 한 것으로 자신의 학



- 36 -

업이 우월하다고 보는지 는 열등하다고 보는지를 알아보는 우월-열등차원과

자신의 학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는 실패할 것인지를 보는 자신감-자신감

결여의 차원으로 설정되었다.‘교과에 한 태도’는 학업에 한 흥미를 갖고 있

는지 는 목 의식이 투철하고 학습동기가 강한지를 알아보기 한 것으로 흥

미-흥미 상실 차원과 목 의식-목 의식 상실 차원,성취동기-성취동기 상실 차

원의 세 가지 차원으로 설정 되 었다.

‘교과에 한 학습습 ’은 학습할 때 취하는 일 된 행동의식으로 주의집 ,학

습 기술 용 자율학습 행동의 세 차원으로 설정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수학 태도 검사지의 구성 요소별 분류는 다음의 <표 15>

과 같다. 한 수학 태도 검사 도구는 <부록 2>에 제시하 다.

<표 15>수학 태도 검사지의 하 요인별 문항 문항 수

영역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교과에 대한 

자아개념

우월감-열등감 차원 1, 9, 17, 25, 33
10

자신감-자신감 상실 차원 4, 12, 20, 28, 36

교과에 대한 

척도

흥미-흥미 상실 차원 2, 10, 18, 26, 34

10목적의식-목적의식 상실차원 5, 13, 21, 29, 37

성취동기-성취동기 상실차원 7, 15, 23, 31, 39

교과에 대한

학습 습관

주의집중 3, 11, 19, 27, 35

15자율학습(능동적 학습) 6, 14, 22, 30, 38

학습 기술 적용(능률적 학습 8, 16, 24, 32, 4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1992).교육의 본질추구를 한 수학교육 평가체제 연구(Ⅲ).서울 :한국교육개발원.

3)Aiken(1974)의 수학 흥미도 태도 검사

Aiken(1974)의 수학 흥미도 태도 검사는 최성달(1986)이 번역한 것으로 이종

익(2008)의 연구에서 수학 학습 부진아의 수학 성향을 측정하기 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Aiken(1974)의 수학 흥미도 태도 검사의 검사문항은 수학 흥미도 11문항과

수학 태도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검사마다 정 질문과 부정 질문

으로 구분하여 5단계 평가척도에 따라 채 하고 100 으로 환산한다.수학 흥미

도 수학 태도의 정 질문은 극찬성(4),소극찬성(3),보통(2),소극부정

(1), 극부정(0)으로 구분하여 수를 부여하며 부정 질문도은 극찬성(0),소

극찬성(1),보통(2),소극부정(3), 극부정(4)으로 구분하여 수를 부여한다.

Aiken(1974)의 수학 흥미도 태도 검사의 정 문항과 부정 문항 분류는

<표 16>와 같다. 한 수학 흥미도 태도 검사는 <부록 3>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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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Aiken(1974)의 수학 흥미도 태도 검사의 문항 분류

긍정적 문항 부정적 문항

수학 흥미도 검사 1, 2, 4, 6, 7, 9, 11 3, 5, 8, 10

수학 태도 검사 1, 4, 5, 6, 8, 9 2, 3, 7, 10

4)황해익과 박지 (2006)의 학습자의 수학 태도 검사

학습자의 수학 태도를 측정하기 해 Eccles(1983)의 연구와 황해익(1989)의

연구를 참고하여 황해익과 박지 (2006)이 제작한 학습자의 수학 태도 검사도

구

가 있다.수학 태도 검사 도구는 수학에 한 흥미가 2문항,수학능력에 한

자아개념이 6문항,과제에 한 지각은 3문항,주 의 격려와 기 가 4문항으로

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5.채 방법은 문항에 한 답으로 ,아니오 로

반응하도록 되어있어 2 척도로 평정하 으며 1:1면 으로 교사가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총 은 최 0 에서 최고 15 이며 수가 높을수록 학습자의 수학

태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학습자의 수학 태도의 하 요인의 문항구성은

다음 <표 17>과 같다. 한 수학 태도 검사는 <부록 4>에 제시하 다.

<표 17>황해익;박지 (2006)학습자의 수학 태도 하 역 내용

하위요인 문항 번호 문항수

수학에 대한 흥미 1, 2 2

수학에 대한 자아 개념 3, 4, 7, 11, 13, 15 6

과제에 대한 지각 5, 6, 10 3

주의와 격려의 기대 8, 9, 12, 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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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능 검사도구들에 한 문항분석( 시 문항)

가.해석능력의 측정

기 아이큐 테스트의 모델이며,도형 측면 보다 수,해석학 측면의

지능검사를 할 때 사용되는 지문 시 이다.문항은 아래와 같으며 분석내용도 아

래와 같다.총 50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간제한은 없는 것이 특징이며, 부

풀어낸 시간과 지능지수의 상 계를 한 수에 용 시켜 시간제한의 한계

를 보완 하 다는 것이 특징이다.이 한 일부문제의 분석 기 과 용 방법에

해서만 시 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1)1,3,5,7다음에오는 숫자는?(하)

단순히 9라 답하는 경우 수열 “+2”씩 되는 원리를 악)에 해 상당히 빠르

게 인식하고 있거나,홀수라는 개념으로 풀이할 수 있다. 부분의 장애 수 의

지능을 지니지 않은 평범한 학생에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2)1,4,8,13다음에 오는 숫자는?( )

수열의 형태를 이해하는지 못하는지가 건인 문제이며,+3,+4,+5다음에는

+6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항간에 일정한 등차의 경우는 일반 인

학생 모두가 생각해 내지만 이런 경우에 해석 측이 취약한 학생의 경우

답을 해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3)2,4,8,16,32다음에 오는 숫자는?( )

문항 순서 로 형태가 바 고 있음을 알 수 있음 (1.등차,2.피보나치,3.등비)

고등학교 내용까지의 수학 내용을 익힌 학생이라면 학습된 창의력에 의해 쉽

게 해결할 수 있지만 상을 학생으로 한정지어 평가할 때 1,2등에서의 덧셈

원리를 이해하거나 쉽게 풀어내지만 이번 문제와 같이 곱의 원리를 악해내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가 될 수 있다.

4)가방과 책과의 계는 필통 과 무엇과의 계와 같은가?( )

사실 수학문제에서의 해석에서 국어실력과의 직결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

다.상하 계( 는 포함 계)를 단순한 머릿속 연상이 아닌 언어 으로 표 가능

한지 악하는 문제이다.

5)소 물과 소 의 계는 사막과 ()의 계이다 ()는 무엇인가?

( )4)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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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동물원과 원숭이의 계는 식물원과 ()의 계와 같다 ()는 무

엇인가?( )

4)와 동일

7)16,4,9,3,4다음에 오는 숫자는?( )

수와 연산 (1,2,3)문항에 한층 업그 이드된 형태의 문제로서 단순덧셈,단순곱

셈 이후에 제곱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지 악하는 문제이며,단계별 수 악

이 가능할 수 있는 문제로 분석된다.

8)1,1,2,3,5,8다음에 오는 숫자는?(상)

고정 념이 많거나 창의력이 부족한 학생에게는 상당히 힘들 수 있는 문제이다.

일반 학생의 경우 단순덧셈,곱셈,등의 사칙연산을 수 하나 하나를 따로 보아

계산하는 경우가 부분이다.이경우에는 수하나 하나를 단일 존재로 인식할

경우 풀 수 없는 문제이며, 수 문제와 해석 문제의 시각을 달리할 수 있는

지 악할 수 있는 문제이다.

9)가,라,사,차 다음에 올 문자는?( 상)

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ㅋㅌㅍㅎ

해석 측면이 강할 경우에 단번에 풀 수 있으나,해석 측면과 수 측면사

이에서 어떤 형태에 더 강 을 두고 있는지를 악할 수 있는 요한 문제이다.

일반 으로 기하,해석, 수의 형태에서 학교 수 의 경우에 (기하)와 ( 수,해

석)크게 두가지로 성향 악을 하게되지만,구체 악이 가능해지는 문제이다.

단순 숫자에서 단순 문자로 바 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원리를 숫자로

표 했을때와는 상당히 차이를 가지고 있는 문제로 분석된다.

10)3,아,10,사,6,바,12다음에 올 것은?(상)

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ㅋㅌㅍㅎ

(12) 3 (45) 6 (78) 9 (1011) 12

규칙1:숫자,문자,숫자,문자 반복,규칙2:아→사→바→마→라→다

규칙3:3+7=10,6+7=13,9+7=16

단순히 첫 번째 규칙성에서 찾아낼 수 있는 문자라는 단서만으로 확률 정답이

높아지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오류를 범하도록 유도하는 문제이다.숫자

사이에 련성 찾을 필요는 없으나,문자사이의 련성에서 바→사→아→자 가 오

도록 되어있다.그래서 해석 측면의 학생에게 쉽게 풀이될 경우지만 수 인

면을 더욱 강하게 나타내는 성향의 학생의 경우 숫자 사이의 련성에 얽매여 힘

든 규칙을 풀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9번 문제와 같이 수,해석 측

면 사이의 연 성과 차이 을 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유형으로 분석된다.



- 40 -

나.도형측정

(Mensa,2009)유형의 도형과 련된 지능지수 검사를 먼 분석 양식으로 내

놓으며 실제 39문제에 시간은 자유로 주어지는 형태의 지능검사이다.

여기서 시간이 자유롭게 주어지는 이유는 시간에 따라 지능지수 한 정해진

기 별로 나뉘어 재 평가 되기 함을 뜻하며,총 39문제 분석한 내용의 일부

만을 포함하기로 정하며,자세한 문항 분석은 아래의 <그림 4>부터 <그림 13>

으로 나열하도록 한다.

<그림 4>동일성 악문제

1)동일성 악 문제 (하)

<그림 4> 에서는 기 인 기하 련 문제로서 상당히 쉽게 생각할 수 있으

나 기하균형에 해 지능지수가 히 떨어지는 학생에게는 오답을 택할 수 있

다.창의력의 과 ,과소에 따라 다른 내용을 도출할 수 있다. 형 인 학

습부진아 이외에 학습장애 수 의 학생을 평가하기에 당한 문제라 평가 할 수

있다.

<그림 5> 개 순서 문제

2) 개 순서 문제 (하)

<그림 5>에서는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는 원리를 가로 순으로 배열할 수 있는

가,혹은 새로 순으로 배열하는가의 문제이지만 지 능력이 히 낮아도 악

가능한 부분이 가로를 기 으로인가, 는 세로를 기 으로 인가에 한 기하 감

각이 어떠한 지를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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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개순서,셈의 문제

3) 개 순서,셈의 문제(하)

<그림 6> 에서는 개순서에 따라 가로와 세로 어느 것을 택하여도 답을 찾

을 수 있으나 선에 심을 두고 있는지 공간에 심을 두고 있는지 악할 수

있는 문항이며,문제의 형태가 서술형으로 출제할 경우,지 능력이 히 낮아

도 악가능한 부분이 가로를 기 으로인가, 는 세로를 기 으로 인가에 한

기하 감각이 어떠한 지를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이라 할 수 있다. 한 획수와

련하여 셈의 연산을 평가할 수 있지만, 재의 (Mensa,2009)에서의 아이큐 테스

트는 집단을 상으로 객 형의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서술형으로서의 문제로

수정․보완이 가능하다.

<그림 7>균형 문제

4)균형 문제 (하)

<그림 7>에서는 일반 인 도형 지능검사 문제와 달리 체 인 기하균형

악이 필요한 문제 일정 연산을 찾기보다 체 인 기하 찰력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이라 할 수 있다. 즉,진행순서와는 계가 없으며 좌측 ,우측 ,

좌측아래,우측아래의 균형상의 문제이며,상당히 낮은 등 수 의 찰력을 갖고

있어도 충분히 정답을 채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 문항 이라 할 수 있다.추후에

수정․보완을 통해 고난이도 출제가 가능한 형태이다.일반 으로 개순서에 집

할 경우 고난이도로 출제 했을 때, 체를 바라보는 찰력 없이 풀 수 없도록

출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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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개순서,셈의 문제

5) 개순서,셈의 문제(하)

<그림 8> 에서는 에서 제시된 문제들과 같이 개순서를 포함하고 있지만,

특이사항이 있다면 세소를 기 으로는 개순서,가로를 기 으로는 셈의 기 이

라 할 수 있는 문제이다.이 한 (Mensa,2009)에서는 객 형 문항으로 출제되

기 때문에 세로기 의 개순서를 학습자가 먼 악하는지,가로기 의 셈의

기 을 먼 악하는지를 확인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출제할 경우에

한 수정․보완이 충분히 가능한 문제이다.주로 1에서 히 기하 능력이

부족한 학습자를 상으로 할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은 장 을 띄고 있

는 문항이라 할 수 있다.

<그림 9>균형 는 개순서의 문제

6)균형 는 개순서의 문제(하)

<그림 9>에서는 <그림 6>과 비슷한 형태이지만 가로 이외에 세로 이 부

가 으로 첨부된 문항이라 할 수 있다.기 에 따라 체 인 균형이 아닌 가로

세로 의 다른 균형이 존재하며 개순서 에 한 해석 한 평가 할 수 있

는 문항이다.가로 세로 의 기 을 어떻게 형성하는가에 따라 각선으로도

규칙을 찾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수정․보완 하여 하, ,고 난이도로 출제

가 가능하다. 체 으로 (Mensa,2009)에서 제시되는 IQ 검사의 문항들은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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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난이도별 배열이 하에서 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특징이다.다음부터는,난이

도 에 속하는 (Mensa,2009)의 IQ검사들을 나열하고 분석하도록 한다.난이도

하 는 이라는 기 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련하여 이번 연구에서 특

별히 문항 분석을 한 기 을 해 정한 주 기 이며 객 성을 띌 수 있는

난이도 기 의 타당성은 없다.이는 난이도에 한 개인별 차에 있기 때문에 무

수히 많은 IQ검사들 한 차별 인 난이도를 책정한다.

<그림 10>기하상 에서의 합 차 문제

7)기하상 에서의 합 차 문제( )

<그림 10> 에서의 특징에서 (Mensa,2009)의 IQ 검사는 뒤로 갈수록 난이도

가 향상되기는 하나 특별히 규칙,셈,균형,도형사이 특별한 함수 계 등의 이해

를 할 수 있어야 지능지수가 높게 나올 수 있음.도형을 수처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보기도 하며,실제로 주 식 문항으로 출제하여 어떻게 되었는지 자신의

원리를 쓰도록 할 필요가 있는 문항 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1>규칙성 문제

8)규칙성 문제 ( )

<그림 11>에서는 머릿속으로 화 필름을 연상시켜 윗 에서 아래쪽으로 이

동할 때,한 칸 씩 왼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라 생각할 경우 기하 능력이 평균이

상으로 달 할 수 있고,기하 측면보다 산수,셈의 능력이 탁월한 경우에 도

형의 개수를 악해서도 해결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문제이다.이는 활용도가

많은 문제로 균형,개수 악,도형의 이동, 개순서 등 많은 특징을 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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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배열의 문제,도형 균형 문제

9)배열의 문제,도형 균형 문제( )

<그림 12> 에서는 체 기하 균형과,규칙성이 혼합된 문항 으로서 <그림

7>과도 많은 연 성을 지니고 있다.성인지 능력과 달리 기하 측면에 취약

한 학생일 경우에는 균형자체를 악 못하거나,규칙자체를 악 못하는 경우로

서 학생성향 악이 가능하게끔 하는 문항이라 할 수 있다.사실 출제기 의 기

에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기 을 제시해서 문제를 해석해 버리는 것을 방지

하기 해 특별히 정답이 획일 으로 확실한 문항만 제시된 특징들이 있는

(Mensa,2009)문항들 이다.수정․보완을 통해 수학 성향 검사 도구 개발 2차

시험지에서 활용하도록 한다.

<그림 13>규칙성 문제

10)규칙성 문제 ( )

<그림 13> 에서는 불규칙해 보이는 × 의 정사각 표에서 색칠된 형태에서

의 규칙성을 찾아내는 문제이다.그러나 성인지 능력과 달리 기하에 취약한 학

생의 경우 심하게 혼동이 가능한 문제라 할 수 있다.균형 인 찰력과 개순

서의 해석능력이 개성 있게 작용할 수 있는 문항이기 때문에 물음표에 해당하는

곳에 무엇이 될지 객 형의 문제로 답을 작성하는데 반드시 우측아래가 아닌 어

느 곳의 물음표를 두냐에 따라서도 문항을 다르게 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이

문항 한의 수정․보완을 통해 수학 성향 검사 도구 개발 3차 시험지에서 활

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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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분석 총평

해석 능력과 련하여 앞에서 살펴본 10개의 문항은 언어 구사력,숫자 계산

력,수 인 측면,언어 논리력 등 많은 부분이 요소로서 속해있다.이는 러셀

(Bert

-randArthurWilliam Russell,1872~1970)이 언 한 ‘수학은 논리의 언어’라는

것 과도 상응하는 내용으로 필수 인 악 요소라 할 수 있다.이를 기 로 하여

수학 성향 악 검사도구 2차 검사지에 수학 요소 으로 수정·보완하여

반 하도록 한다.

도형측정과 련하여 앞에서 살펴본 10개 문항은 난이도가 부 하, 으로서

그 이외에 난이도가 상인 경우의 문항은 제외하고 분석했다.이유로는 상의 문제

의 경우 그 검사가 상당히 종류에 따라 주 성격을 많이 띄고 있으며,지능지

수를 측정하는 각각의 기 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가장 기

인 기하의 찰력에서 배열, 개순서,균형 등의 문제를 기 로 수정․보완

하여 수학 성향 검사 도구에 반 하는 것을 최종 목 으로 두고 있으며,추후

에 갖게 될 연구의 특별 성을 고려하기 함에도 있다.

지능지수의 한계로서 지 되는 많은 부분은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은 집단의

지능지수 검사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하여 「한국 웩슬러 검사」가 존

재 하지만 일 일 검사라는 에서 다수를 측정하는데 시간 한계 이 존재하

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유들의 보완방법을 제시하기 해 다음에 연구3에서 개발된 연구내

용들은 다 일 검사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객 형 문항의 한계를 보완하

기 한 방법으로 서술형 문제를 추가하도록 한다.검사결과의 획일성과 효용성

을 높이기 해서 서술형 문항의 검사결과를 채 도출하기 한 몇 가지의

기 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학 성향 악도구의 요소로 배열, 개순서,균형 이외에 추가 으로 성향

을 악하기 한 기하 ,해석 요소들을 할당하여 문항을 개발하도록 하고 자

세한 내용은 다음의 연구3에서 다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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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3.학습자의 수학 성향 검사도구 개발

학생 학습자의 수학 성향 악 검사지 개발을 해 가장 먼 우선시 되어

야 할 내용으로는 학습자가 지니고 있는 수학 성향에 한 구성요소를 추출하

는 것이다.이를 해 국내∙외 학자들의 련 문헌을 고찰하고 연구 분석 나

아가 새롭게 수정∙보완 하여 이번 연구에서만의 새로운 구성요소를 추출하게

된다.이 게 추출된 구성요소는 수학 성향 악 검사지의 기본 인 틀을 제공

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학생들이 지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지에 한 효용성을

높이게 될 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이번 연구에서 수학 성향 악 검사 도

구를 최종 으로 결정하게 될 때 까지는 앞서 제시한 로 1차,2차,3차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차)기 유형 악 검사지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수학 성향과 련된 성향 구성 요소 단검사

지

(2차)해석 능력 평가지

:학생들의 지 능력과 련 있는 부분 해석에 련된 요소 단검사

지

(3차) 찰 능력 평가지

:학생들의 지 능력과 련 있는 부분 기하 측면과 련된 요소

단 검사지이며,수학 능력에서 가장 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도형

에 한 능력 인 수치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개발.

각 1차,2차,3차는 내용면에서는 정확히 분리가 되나 검사 도구에 의한 결과

인 내용에서 련성이 상당히 높도록 검사 도구가 개발될 것이며,각 차에 따

른 검사지 는 연구 3맨 끝부분에 첨부하도록 한다.

학습자의 입장에서 시험지는 3가지 분류로 제시가 될 것이며,각 시험지마다

배 ,배정된 시간,각 문제마다 효용성 단,무작 선택에 한 오류∙오차 범

최소화,1~3차사이의 연 성 등을 자세하게 분석 단하여 최종 으로 검

사지 는 3종류이나 결과물은 한가지로 나오도록 수학 성향 검사 도구가 제시

될 것이다.

1차 검사지의 내용을 구체 으로 설명하자면,성격유형 측면과 성향 요소 측면

을 단하는 척도가 될 것이며 학습자는 요소들에 한 검사를 시행하게 될 때

에 문항의 번호가 순서 로 되어있지 않고 상 없이 무작 로 책정되어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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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자 는 각 번호에 해석이 가능하도록 기제 되어 결과물로는 요소별로 묶여

측정되어 질 것이다.

2차 검사지의 내용을 구체 으로 설명하자면,수와 언어에 련된 내용으로써

학습자가 지니고 있는 논리 언어능력에 한 수치 해석을 하게 될 것이며

이 한 앞서 1차 검사지 와 련성이 있도록 한다..

3차 검사지의 내용을 구체 으로 설명하자면,기하 해석능력에 기반 한 내

용으로써 학습자가 지니고 있는 구체 사물에 한 내 인지능력의 수치를 평

가 하게될 것이며 이 한 1차,2차 검사지 와 모두 련성을 띄도록 개발 하도

록 한다.

개발에 단계 이고 구체 인 내용은 아래 <그림 14>에서 제시하도록 하며,최종

으로 결정되질 학습자의 성향 검사 도구는 기반이 되었던 선행연구의 고찰

여러 지 능력,성향,수학능력 검사 도구들에 한 구체 인 문항 분석,여러 국

∙내외 학자들에 의한 검사도구 참고 수정∙보완 하여 이를 기반으로 하여

개발되어 질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을 띄고 있으나 검증을 하기 이 에 검사 도

구가 될 것이며,검사결과 상의 수는 문제해결이라는 의미가 있더라도 수학

성향의 정의 측면을 고려하여 ‘ ’의 형태가 아닌 성향 의 정도라는 의미에

서 ‘%’로 결과를 도출 하도록 한다.

<그림 14>수학 성향 악 검사도구 개발 진행 방향

 1차

기초유형파악검사지

 2차

해석 능력 평가지

 3차

관찰 능력 평가지

연구∙분석

수정∙보완

개발∙결정

연구∙분석

수정∙보완

개발∙결정

연구∙분석

수정∙보완

개발∙결정

* 각 검사지의 배정 비율 (총 100%로 환산)

1차 기초 유형 검사지 : 60%

2차 해석 능력 평가지 : 20%

3차 관찰 능력 평가지 : 20%

* 검사 결과 

 수학적 성향의 정도 : % (최고 정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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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습자의 수학 성향 검사 도구를 한 구성요소 추출

가.수학 성향의 구성요소 분석

1)국내․외 학자들의 수학 성향 련 문헌고찰

수학 성향의 구성요소에 해서는 학자들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선행 연구들

에서는 (수학 )자신감,태도,수학에 한 정 인 생각(인식)과 행동,융통성,

의지,호기심,(자기)반성,가치,흥미,수학 으로 사고하려는 경향,지속성,창의

성,수학 용, 안탐색,끈기,수학의 유용성,문제해결 의지․태도․ 략,자

기조 ,동기,인내력, 험부담감수,자기책임성,수학 표 의 분명함,감상하

는 경향,학생-교사간의 계,학생-학생간의 계,가설 검,정보이용,가치 ,

정 인 자아개념,자기 신뢰감, 동 기술 등을 제시하고 있다.여러 학자들

이 제시한 수학 성향의 구성요소의 내용을 살펴보면 <표 18>와 같다.

<표 18>선행연구에 나타난 수학 성향 요소

학자 수학적 성향 요소

국

내

한국교육개발원

(1992)
① 자신감  ② 융통성  ③ 의지 ④ 호기심  ⑤ 반성  ⑥ 가치

강옥기(2000) ① 수학에 대한 태도  ② 긍정적으로 수학을 생각하고 행하는 

이성은, 허선영

(2001)
① 흥미 ② 태도 ③ 가치

이정재

(2004)
① 흥미 ② 태도 ③가치관

김영국

(2004)
① 수학에 대한 자신감  ②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김만

(2006)

① 수학에 대한 자신감 ② 수학문제 해결의지

③ 수학적 표현의 분명함

윤세은(2011) ① 융통성 ② 자신감  ③ 지속성 ④ 자기점검 ⑤ 적용성  ⑥ 흥미성

국

외

미국 수학 교사

협의회

(NCTM, 1989)

① 문제를 풀고,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추론하기 위해 수학을 사용 하

는 것에 대한 자신감  ② 수학적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다른 문제해결 

방법을 찾는 데 있어서의 유연성  ③ 수학적 과제를 지속적 으로 수

행하려는 자세  ④ 수학을 행하는 데 있어서의 흥미, 호기심, 창의성 

⑤ 자신의 생각과 수행 결과를 모니터하고, 반성하려는 경향  ⑥ 다

른 과목과 일상의 경험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수학을 적용하는 것의 

가치로움을 아는 것  ⑦ 우리 문화에 있어서의 수학의 역할과 도구와 

언어로서의 수학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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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선행연구에 나타난 수학 성향 요소 (계속)

학자 수학적 성향 요소

국

외

Stenmark(1991)
① 동기  ② 호기심 ③ 인내력  ④ 위험부담감수  ⑤ 융통성  ⑥ 자

기 책임성  ⑦ 자신감  ⑧ 지속성  ⑨ 수학의 가치

Bagley와

Gallenberger

(1992)

① 주제에 대한 자신감  ② 도전 동안의 끈기  ③ 지속적인 흥미   

④ 감상하는 경향  ⑤ 대안을 탐구하려는 의지 

Collison(1992)

① 긍정적인 자아개념  ② 수학에 대한 자신감  ③ 끈기 있는 의지

와 동기  ④ 수학적 개념 탐구의 융통성  ⑤ 책임감과 자기신뢰감

⑥ 지적 호기심과 창의성  ⑦ 사고와 수행을 숙고하고 모니터하는 

경향 ⑧ 협동적 기술  ⑨ 수학의 실생활 응용 가치   ⑩ 수학의 문

화적이고 심미적 가치인정

Webb과 Welsch

(1993)

① 수학적 과제에 접근하는 행동방식이나 과제수행에 있어서의 자신

감  ② 대안을 탐색하려는 자발성과 지속성   ③ 수학적 과제에 대

한 호기심  ④ 실생활 문제를 수학적으로 사고하고 해석하려는 것에 

대한 흥미   ⑤ 자신의 사고를 반성하는 경향

Baroody와

Coslick(1998)

① 수학적 자신감  ② 해결하려는 의지와 자신을 평가하는 것   ③ 

문제해결 및 결정에 있어서 양적이고 공간적인 정보 이용하기

Copley(2000)
① 수학적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성   ②몰두하는 것  

③ 가설 점검   ④ 위험 감수   ⑤ 자기조절

Whitin(2007)

① 자신감   ② 호기심   ③ 융통성 있는 사고   ④ 학생-교사간의 

관계   ⑤ 학생-학생간의 관계   ⑥ 수학의 유용성   ⑦ 수학의 실

생활 적용에 대한 관점   ⑧ 문제해결에 대한 정의, 태도, 전략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수학 성향 악을 한 검사 도구를 개발하기 해

지 까지 수학 성향을 측정하기 해 사용되어 온 검사 도구들을 살펴보았다.

국내 연구를 심으로 살펴보면,수학 성향을 측정하는 검사 도구를 사용한 연

구들은 기존의 검사 도구를 그 로 사용하거나 설문지를 제작하여 사용하기도

하며 정의 역의 검사 도구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수학 성향을 측정하기 한 가장 표 인 도구로는 한국교육개발원(1992)의

수학 성향 검사 도구를 들 수 있다.많은 연구들이 한국교육개발원(1992)의 검

사 도구를 사용하고 있으며,한국교육개발원(1992)의 검사 도구를 수정․보완하

여 사용 한 연구들도 있다. 한 연구자가 수학 태도 흥미를 심으로 설문

지를 제작하여 수학 성향 검사도구로 사용하거나 수학 성향,수학 흥미도,

수학 학습태도 수학 자기효능감 등의 정의 특성검사를 같이 병행하여

사용하기도 하며 태도 련 검사 도구를 수학 성향 검사도구로 사용한 연구도

있다.여러 연구들이 수학 성향을 검사하기 해 수학 성향 검사 외에 다양한

수학의 정의 역 련 검사 도구를 사용하거나 이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기

도 하 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보편 으로 사용된 수학의 정의 역 련 검사

도구를 수정․보완 하여 수학 기 유형 악 검사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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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수학 성향의 구성요소 추출

앞서 살펴본 여러 검사유형과 선행 검사 도구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기

유형 악 검사지’를 1차 으로 개발 목 에 둔다.이 개발의 과정에서 내용

측면으로 성격유형과 그 성격에 따른 수학 성향의 련성을 살피기 해 설문

형식의 측정 방법을 채택하며,문항에서 1번~22번에 해당하는 수학 련 성격유

형에 따른 23번~50번 수학 성향 악의 문항 상에서의 계를 지니도록 개발

될 것이며,바탕이 되는 선행 검사 도구로서 한국교육개발원(1992)수학 성향

악 검사 도구를 채택하여 수정 보완 향상을 통해 개발되었다.

1)성향 구성요소 채택

‘기 유형 악 검사 도구’개발에 앞서 먼 선행연구의 고찰과 앞서 개발된

수학 성향 악 검사도구 들에 해 제시되었던 것처럼 몇 가지 요소를 채택하

으며,요소의 추출 과정은 아래 <표 19>를 참고 하도록 한다.

<표 19>수학 성향 요소 추출 과정

선행되었던 수학적 성향 

요소 와 관련 문헌 고찰

→

검사 도구 분석

(정의적 특성)

→

주관적인 수학적 

성향요소 개발 첨가

문헌 고찰 : 자신감, 태

도, 긍정적인 인식, 긍

정적인 행동,  융통성, 

의지, 호기심, 자기반성, 

자기평가, 가치, 흥미, 

수학적으로 사고하려는 

경향, 지속성, 창의성, 

생활에 서의 일반적인 

수학적 적용, 대안탐색, 

가치관, 행동의 기술, 

전념, 문제해결의 의지, 

문제해결 태도, 문제해

결 전략, 동기, 끈기, 자

기 책임성, 자발성, 정

보 이용력, 자기 신뢰

감, 긍정적 자아개념 등

의 선행 문헌

한국교육개발원

(수학적 성향 파악 검사)

자신감, 융통성, 의지, 

호기심, 반성, 가치

정의적 특성 검사도구

⦁교과에 대한 자아 개    

  념, 교과에 대한 학습 습

  관, 교과에 대한 태도

⦁수학흥미도, 태도

⦁수학적 접근태도, 자신감,

  유능감, 대안탐색

⦁수학에 대한 흥미, 수학

  능력에 대한 자아개념, 

  과제에 대한 지각, 주위

  의 격려 및 기대

⦁흥미, 자신감, 가치, 동기

기존 수학적 

성향 요소 추출

창의력

자신감

호기심

긍정적 의지

태도

흥미

(6가지)

추가 요소

수 해석_TYPE1

언어 해석력_TYPE2

서술력_TYPE3

관찰 능력_TYPE4

(4가지)

⦁ 10가지

 요소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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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학년 이름

2.연구에 근거한 검사도구

가.기 유형 악 검사

No1.기 유형 악 검사

BasicInclinationTest

본 기 유형 악 검사는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학습자 여러분의 생

활에 한 질문입니다.정답은 없으며 자신에 해 생각한 로 솔직한 답을 하시

면 됩니다.연구 목 이외의 다른 목 으로는 결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

다.

[응답 요령]

1.각 항목별로 5가지의 보기 자신에게 알맞다고 생각하는 번호의 □에 ☑를

해주시고, 두 가지 이상을 묻는 질문에서는 한 가지만 해당되어도 그에 맞추어

답하면 됩니다.

2.문제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 반드시 질문을 통한 후 해결하도록

합니다.

3.한 문제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십시오.

4.정확한 측정을 한 정직한 답변이 되도록 최 한의 노력을 해주십시오.

5.검 사̀에서의 정확도를 해 "No1.기 유형 악 검사"의 제한시간은 "450 =9

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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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혀 

그렇지 

않다.

(없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없다.)

③

보통

이다.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거의) 

그렇다.

(많다.) 

⑤

매우 

(아주)

그렇다.

(많다.)

나는 탐험을 좋아한다.(호기심) □ □ □ □ □

내가 제일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자연 에 관한 다큐멘터리이다.(흥미)
□ □ □ □ □

나는 내가 피로한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를  금방 안다.(태도)
□ □ □ □ □

나는 무슨 일이든지 잘 한다.(자신감) □ □ □ □ □

나는 수의사, 원예사, 일기 예보자 등 자연

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싶다.(흥미)
□ □ □ □ □

나는 몸놀림이나 손놀림이 민첩하다.

(자신감)
□ □ □ □ □

나는 또래 친구들이 모르는 낱말의 뜻을 잘 

안다. (자신감)
□ □ □ □ □

나는 힘든 상황에 처해도 쉽게 풀릴거라 생

각한다. (긍정적 의지)
□ □ □ □ □

나는 다른 과목보다 수학이나 과학을 더 잘 

한다. (긍정적 의지)
□ □ □ □ □

나는 한번 가 보았던 길을 잘 찾는다. 

(자신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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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혀 

그렇지 

않다.

(없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없다.)

③

보통

이다.

(그저

그렇다.

)

④

대체로

(거의) 

그렇다.

(많다.) 

⑤

매우 

(아주)

그렇다.

(많다.)

나는 논리 정연하고 토론을 잘 한다. (태도) □ □ □ □ □

나는 어떤 일의 원인이나 이유를 밝히는    

것이 재미있다. (호기심)
□ □ □ □ □

나는 글을 잘 쓴다고 칭찬받는다.(창의력) □ □ □ □ □

나는 음식점이나 가게에서 거스름돈 계산을 

잘 한다.(태도)
□ □ □ □ □

나는 선생님 말씀에 따라 과학실험을 잘 한

다.(태도)
□ □ □ □ □

나는 만들기나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 한

다.

(흥미)

□ □ □ □ □

나는 평소에 생각할 때에도 남들과 다른 특

별한 생각을 하려 한다.(창의력)
□ □ □ □ □

나는 어떤 것이든 한두 번만 보면 비슷하게 

그릴 수 있다.(자신감)
□ □ □ □ □

나는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다음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깊이 생각한다.

(긍정적 의지)

□ □ □ □ □

나는 책이나 글을 읽고 이어질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본다(창의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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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혀 

그렇지 

않다.

(없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없다.)

③

보통

이다.

(그저

그렇다.

)

④

대체로

(거의) 

그렇다.

(많다.) 

⑤

매우 

(아주)

그렇다.

(많다.)

나는 친구들의 고민을 듣거나 고민거리 해결

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 한다.(긍정적 의지)
□ □ □ □ □

나는 하루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생활을 계획

하는 일을 좋아 한다.(태도)
□ □ □ □ □

나는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 다른 과목보다 

쉽게 느껴진다.(태도)
□ □ □ □ □

나는 예전부터 수학에 소질이 있었다.

(흥미)
 □ □ □ □ □

나는 이만하면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라고 생

각한다.(긍정적 의지)
□ □ □ □ □

나는 남들에 비해 수학을 잘하는 편이다.

(자신감)
□ □ □ □ □

나는 수학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별로 없다

고 생각한다.(자신감)
□ □ □ □ □

나는 수학을 잘해서 칭찬을 받을 수 있다.

(자신감)
□ □ □ □ □

나는 수학 공부만큼은 잘 할 수 있다.

(자신감)
□ □ □ □ □

나는 앞으로의 수학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충분히 얻을 능력이 있다.(긍정적 의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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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혀 

그렇지 

않다.

(없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없다.)

③

보통

이다.

(그저

그렇다.

)

④

대체로

(거의) 

그렇다.

(많다.) 

⑤

매우 

(아주)

그렇다.

(많다.)

나는 수학공부를 잘 할 수 있다.(태도) □ □ □ □ □

나는 앞으로 수학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올 

릴 것 이다.(긍정적 의지)
□ □ □ □ □

나는 혼자 하는 수학 공부가 즐겁다.(흥미) □ □ □ □ □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할수록 공식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궁금하다.(호기심)
□ □ □ □ □

나는 수학 수업시간이 즐겁다.(태도) □ □ □ □ □

나는 수학시간이 기다려진다.(흥미) □ □ □ □ □

나는 수학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긍정적 의지)
□ □ □ □ □

나는 수학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싶다.

(흥미)
□ □ □ □ □

나는 수학 시간이 끝났을 때 무엇을 배웠는

지 모두 기억이 난다.(자신감)
□ □ □ □ □

나는 수학문제를 풀이할 때, 일상생활과 어

던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다(호기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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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혀 

그렇지 

않다.

(없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없다.)

③

보통

이다.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거의) 

그렇다.

(많다.) 

⑤

매우 

(아주)

그렇다.

(많다.)

나는 수학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태도) □ □ □ □ □

나는 수학 공부를 지금보다 더 하면 잘 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긍정적 의지)

□ □ □ □ □

나는 수학 시간에 배운 것을 응용해 보고 싶

다.(창의력)
□ □ □ □ □

나는 수학 시험을 본 후 점수를 빨리 알고 

싶다.(긍정적 의지)
□ □ □ □ □

수학 공부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이하

려 노력한다.(창의력)
□ □ □ □ □

나는 다른 학생보다 수학 공부를 더 잘 하고 

싶다.(긍정적 의지)
□ □ □ □ □

나는 수학공부를 잘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

고 노력한다.(태도)
□ □ □ □ □

나는 수학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풀이 이외

에 다른 방법을 생각해본다.(창의력)
□ □ □ □ □

나는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열심히 듣는다.(태도)
□ □ □ □ □

나는 수학 시간에 다른 학생과 장난을 하지 

않고 수학 수업이 궁금하다.(호기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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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학년 이름

나.해석 능력 악 검사

No2.해석능력 악 검사

AnalyticalSkillsTest

본 해석능력 악 검사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각각의 배 은 표기

되어 있습니다.학습자 여러분의 해석 능력에 한 문항들입니다.정답이 정해

져 있으나 서술된 부분에 상당한 수가 배 되어있습니다.자신의 소신 있는

풀이를 하시고 생각한 그 로를 작성․기술 하시면 됩니다.연구 목 이외의 다

른 목 으로는 결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응답 요령]

1.각 항목별로 5가지의 보기 고르는 객 형 문항과,간단한 답을 작성하는

단답형 문항,내용을 서술하는 서술형문항이 존재합니다.단,서술과 객 형,

서술과 주 형 형태의 혼합형 문제도 존재합니다.(객:객 형,주:주 형,서:서

술형)

2.문제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 반드시 질문을 통한 후 해결하도록

합니다.

3.객 형 문항에서 풀이가 가능 하지 않은 문제는 정확한 측정을 하여 답을

작성하지 마십시오.(무작 선택 배제)

4.정확한 측정을 한 정직한 답변이 되도록 최 한의 노력을 해주십시오.

5.검사에서의 정확도를 해 "No2.해석 능력 악 검사"의 제한시간은 "1200

=20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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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번호 01 문항형태 주&서 Type4 배점

  다음은 일정학 규칙을 갖는 숫자의 배열이다. 물음표에 적히게 될 숫자를 쓰고, 그 이유를 간

단히 서술하시오.

16, 4, 9, 3, 4, ?

(답)             (이유)

1, 1, 2, 3, 5, 8, ?

(답)             (이유)

1, 4, 8, 13, ?

(답)             (이유)

문항번호 02~03 문항형태 주 Type2 배점

  [규칙] ↔↔↔ 에서의   에 대해 

  
    
    
    

         
    
    
    

 

일 때, 아래의 물음표에 해당하는 숫자를 쓰시오.

[02]   

(답)

[03]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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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번호 04~06 문항형태 주&서 Type2&3 배점

  [규칙] 라는 동물의 특징으로 동물A는 새끼를 낳으면 반드시 7마리를 낳는데 그중 5마리는 

반드시 살고 2마리 반드시 죽는다 한다. 가장 처음의 동물이  이라하고 한 마리 있을 때 예를 

들어 그 새끼 라 하며 는 7마리 태어나서 2마리 죽게 된다. 

[04] 의 개체수(마리수)를 구하시오.

(답)        

[05] 동물 의 총 개체수(마리수)가 까지 에서 이 될 때, 값을 구하시오.

(답)        

[06] 동물 A의 번식에 대해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해설)

문항번호 07~08 문항형태 주 Type1 배점

  다음 일정한 규칙이 존재하는 수들의 배열에서 물음표에 해당하는 한 자리 숫자를 쓰시오.

[07] 

01

012

0126

012618

01261836

012618365?     (답)                           

                 

[08]

①  12481632641?   (답)                                   

②  123456789?     (답)                               

③  123581347?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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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번호 09 문항형태 주 Type4 배점

  한 뿌리의 나무 에서는 가지이 8개 달려있고 각각의 가지에는  가지가 7개 씩 달려

있다. 다음가지는  라 하여. 순차적으로 가지가 달려 나갈 때 이 나무의 가지 수의 총합을 구

하여라.

(답)

문항번호 10 문항형태 객&서 Type4 배점

 다음 원형의 색칠 판에서 시계반대방향인 →→ 순서로 일정 규칙에 의해 색칠 되어져 왔

다.  

A

①

④

B

②

C

③

⑤

다음에 색칠되어야 할 곳의 번호를 순서대로 나열하고 그 이유를 자세히 서술 하시오.

(단, 칠한 곳에 다시 칠 할 수 없다 할 때, 한 곳이 색칠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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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학년 이름

다. 찰 능력 악 검사

No3. 찰 능력 악 검사

ObservationAbilityTest

본 찰 능력 악 검사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각각의 배 은 표기

되어 있습니다.학습자 여러분의 찰 능력에 한 문항들입니다.정답이 정해져 있

으나 서술된 부분에 상당한 수가 배 되어있습니다.자신의 소신 있는 풀이를 하

시고 생각한 그 로를 작성․기술 하시면 됩니다.연구 목 이외의 다른 목 으로는

결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응답 요령]

1.각 항목별로 5가지의 보기 고르는 객 형 문항으로서,서술과 객 형 형태의

혼합형 문제도 존재합니다.(객:객 형,주:주 형,서:서술형)

2.문제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 반드시 질문을 통한 후 해결하도록 합

니다.

3.객 형 문항에서 풀이가 가능 하지 않은 문제는 정확한 측정을 하여 답을 작

성하지 마십시오.(무작 선택 배제)

4.정확한 측정을 한 정직한 답변이 되도록 최 한의 노력을 해주십시오.

5.검사에서의 정확도를 해 "No3. 찰 능력 악 검사"의 제한시간은 "960 =16

분"으로 합니다.



- 61 -

문항번호 01 문항형태 객 Type4 배점

  다음 도형 에서 찾아볼 수 없는 형태의 번호를 고르시오.

(설명) 가운데는 투명하지 않은 “구” 이며 둘러싼 도형은 전부 “원”이고 교차하는 각이 직각이다.

➀      ➁      ➂           ➃       ➄ 

문항번호 02 문항형태 주 Type4 배점

  다음 그림에서 확실히 가장 아래에 있는 칸을 색칠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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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번호 03 문항형태 객 Type4 배점

   다음 도형 에서 찾아볼 수 없는 형태의 번호를 고르시오.

(설명) 정육면체 두 곳의 면에서, 정 가운데 원기둥 이 자리 잡음.

➀              ➁            ➂     

➃              ➄ 

문항번호 04 문항형태 주 Type4 배점

   정육각형 6개로 이루어진 도형을 변형하여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모형을 가능한 만큼 그리

시오. (단, 뒤집어서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또한 예로 들어진 형태를 제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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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1

33

문항번호 05 문항형태 주&서 Type1&4 배점

  다음 Ⓐ 에 들어갈 두 자리 자연수를 쓰고, 그 이유를 자세히 서술 하시오.

                                   (답)

24

45

Ⓐ 43

51                 (해설)    

문항번호 06 문항형태 객 Type4 배점

  원 모양의 고무 끈을 두 줄이 겹치지 않도록 유지하며 만들 수 없는 도형을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문항번호 07 문항형태 객 Type4 배점

  다음 가로 세로 각각 4개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큰 정사각형에서 일정한 규칙(오른쪽으로3

아래쪽으로3)으로 색을 칠해 나갈 때 다음 색이 칠해질 곳을 고르시오.

 

→ →

 

→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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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번호 08 문항형태 객&서 Type4 배점

  다음 가로 세로 각각 4개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큰 정사각형 들이 전부 같은 일정한 규칙

에 의해 색칠되어져 있다. 맨 오른쪽 정사각형에 아직 색칠을 하지 않은 한 번호를 고르고, 그 

이유를 간단히 서술하시오.

(예)

1

6

11

16               

① ② ③ ④

⑤ ⑥ ⑧

⑩ ⑪ ⑫

⑬ ⑭ ⑯

(답)

(이유)

문항번호 09~10 문항형태 객 Type1&4 배점

  다음 물음표에 들어갈 도형을 고르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   

  

  (답)

  

 ① 육각형       ② 칠각형        ③ 팔각형      ④ 구각형      ⑤ 십각형 

              ?

  

  (답)

  

        

 ① 육각형       ② 칠각형        ③ 팔각형      ④ 구각형      ⑤ 십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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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검사 결과 도출

가.1차 기 유형 악 검사의 결과 도출 법

학생들의 검사지에 응할 때의 수학 성향 악의 정의 의미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검사지 이며,그 기 때문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도록 개발한다.1번 문

항부터 50번의 문항까지의 각 문항마다 제시된 수학 성향 요소와 련성을 갖

으며 자세한 내용은 련성은 각 문항마다 문제 끝에 ‘(요소)’의 형태로 기록되

어 있으며, 에 추출한 6가지 요소(창의력,자신감,호기심, 정 의지,태도,

흥미)를 포함한다.이는 실제 검사지에는 포함되지 않을 내용이다.각 문항마다

배 은 2 으로 동일하며 1차 검사지의 배정된 비율을 하여 다음과 같은 계산

을 총 결과로 도출할 때에 반 하도록 한다.

-문항 수 :50 -배 :1 ~5

-차지 비율 :60%

문항×점점 → 점×


 

나.2차 해석 능력 악 검사의 결과 도출 법

학생들의 검사지에 응할 때 문제해결력에서 기반이 되고 에서 추출한 3가지

요소(수 해석,언어 해석,언어 서술력)를 포함하도록 개발 되었다.서술형 문항

이 있기 때문에 언어서술력을 평가한다.각 문항마다 배 은 난이도 별로 상이하

며 2차 검사지의 배정된 비율을 하여 다음과 같은 계산을 총 결과로 도출할

때에 반 하도록 한다.

-문항 수 :10 -배 :난이도별 각기 다른 배 (총 100 )

-차지 비율 :20%

문항점×


 

다.3차 찰 능력 악 검사의 결과 도출 법

학생들의 검사지에 응할 때 문제해결의 과정 측정과 련된 부분에서 기반

이 되고 에서 추출한 2가지 요소( 찰력,언어 서술력)를 포함하도록 개발 되

었다. 찰능력 임에도 불구하고 언어 서술력이 포함된 이유는 서술형 문제가 포

함되기 때문이다.각 문항마다 배 은 난이도 별로 상이하며 2차 검사지의 배정

된 비율을 하여 다음과 같은 계산을 총 결과로 도출할 때에 반 하도록 한다.

-문항 수 :10 -배 :난이도별 각기 다른 배 (총 100 )

-차지 비율 :20%

문항점×


 



- 66 -

연구 4.학습자의 수학 성향 검사도구의 효용가치

검사도구의 효용화를 한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직 검사 도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 하고 그에 따른 학생의 수학 학업 성취도와 련 짖고 어떠한

연 성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 다.

이를 하여 검사 상에 한 분류를 먼 시행하고 그 검사 상 각각의 집단

에서 도출되는 검사결과에 따라 수학 성향 검사 도구로서 확인되는 상을 학

교 수학 수와 련지어 분석 하도록 한다.이는 수학성향이 바로 수로 일반

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효용성을 가질 수 있다 단되고, 한 수학 성향

과 학교에서의 수학 수가 상이한 형태를 띄는 학습자의 경우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교육방법의 채택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단된다.

앞서 상담의 상이 되었던 1학년,2학년,3학년 각각의 상담 상자 몇명을

검사 상으로 하여 검사결과를 분석하도록 한다.도출된 검사 결과는 학생의 수

학 성향 악 검사 도구가 효용성을 띄기 한 증거가 되어야 하며 이는 추후

이러한 수학 성향과 련하여 교수자가 직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함에 있어

서 일련의 도움이 되는 것을 최종목 으로 두며 검사결과의 도출에서 나온 결과

들은 학생들 개개인의 특성이 포함되어 검사지 1차,2차,3차 에서 각각의 연

성을 지니게 되며 이는 각기 다른 교수자들이 이를 학습자에 해 객 으로

분석하여 학습자에게 필요한 교수방법이 무엇이며 부족한 요소가 어떤 부분이며

학생이 성향이 어떠한 지 등의 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검사 상

학생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재 재학 인 학생을 검사 상으로 하며

등학교수학에서 학교 수학으로 배우게 된지 얼마 안 된 학교1학년 학생의

경우보다 한 학교 수학공부에 해 많이 배운 3학년 보다 간 인 입장인

학교 2학년 학생의 검사 상의 수를 다수로 조 하 다.이유로는 수학 성

향 악 검사도구의 개발에 앞서 연구된 내용들의 기 이 학교의 간 입장

인 학교 2학년을 상으로 하 으며,타당성을 이루는데 있어서 기 가 부족한

1학년 보다 검사에 수학 인 기본지식을 추가 으로 습득한 3학년보다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단되었기 때문이다.아래 <표 20>는 학년별 검사 상 수이다.

<표 20>학년별 검사 상 수

학년(인원) 집단 (인원)

2학년 2A군, 2B군, 2C군 중  28명

3학년 3A군, 3B군, 3C군 중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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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검사 결과

앞에 개발된 검사 도구를 직 학생들에게 용한 후 검사결과를 도출하 으며,기 검사 결과는 “다.효용가치 분석”에서 학생들

의 수학 수와 비교 분석 되어 효용가치 분석을 마무리 하게 될 것이다.검사결과의 체계화를 10가지의 성향요소별 분석과 이를 토

로 최종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도출 하는 과정에서의 방법은 에 제시된 것과 동일하며,여기에는 엑셀2007(Microsoft)의 계산

을 사용하 다.학습자들의 수학 성향 검사 도구에 따른 자세한 검사 결과는 아래의 <표 21> 와 같다.표에서의 학습자 번호의

표기 방법은 어느 집단군에 속하는지와 학습자의 번호를 붙 표시하게 된다. 를 들어 집단1A에 속하는 검사 상의 경우에

1A_1,1A_21A_3...의 형태로 표시가 되며 다른 집단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표 21>수학 성향 검사도구 결과

응시한

학습자 번호

1차 기초 유형 파악 검사(총250점) 2,3차 해석 및 관찰 능력 검사지(점수) 최종

창의력

개수/총점

자신감

개수/총점

호기심

개수/총점

긍정적 의지

개수/총점

태도

개수/총점

흥미

개수/총점
환산%

수 해석

개수/총%

언어 해석력

개수/총%

서술력

개수/총%

관찰능력

개수/총%
환산% 성향도(%)

총99.99%
문항수/총점 6/30 10/50 5/25 11/55 11/55 7/35 총60% 13/10.60% 4/1.70% 12/11.20% 11/16.50% 총40%

2A_1 17 34 18 41 37 20 40.08% 7.62% 0.26% 5.35% 10.78% 24.00% 64.08%

2A_2 13 17 17 35 26 12 28.80% 5.20% 0.26% 1.74% 8.31% 15.50% 44.30%

2A_3 18 27 20 37 36 14 36.48% 5.06% 0.84% 4.51% 5.40% 15.80% 52.28%

2A_4 19 35 17 36 34 16 37.68% 7.30% 1.08% 5.86% 13.37% 27.60% 65.28%

2A_5 19 21 13 34 37 16 33.60% 3.68% 0.26% 1.86% 7.71% 13.50% 47.10%

2A_6 14 22 14 39 26 16 31.44% 5.44% 0.70% 2.99% 5.38% 14.50% 45.94%

2A_7 20 33 17 40 35 20 39.60% 6.32% 0.80% 6.11% 10.58% 23.80% 63.40%

2B_1 12 22 12 30 22 8 25.44% 4.99% 0.43% 4.87% 9.01% 19.30% 44.74%

2B_2 8 33 19 45 45 24 41.76% 5.54% 1.28% 7.34% 9.55% 23.70% 65.46%

2B_3 19 28 15 39 36 17 36.96% 4.51% 0.87% 3.64% 7.08% 16.10% 53.06%

2B_4 15 30 21 37 37 15 37.20% 4.12% 0.58% 3.37% 6.34% 14.40% 51.60%

2B_5 18 26 15 33 33 20 34.80% 6.50% 1.02% 5.12% 11.06% 23.70% 58.50%

2B_6 11 21 15 24 26 12 26.16% 4.07% 0.69% 3.52% 8.53% 16.80% 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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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수학 성향 검사도구 결과(계속)

응시한

학습자 번호

1차 기초 유형 파악 검사(총250점) 2,3차 해석 및 관찰 능력 검사지(점수) 최종

창의력

개수/총점

자신감

개수/총점

호기심

개수/총점

긍정적 의지

개수/총점

태도

개수/총점

흥미

개수/총점
환산%

수 해석

개수/총%

언어 해석력

개수/총%

서술력

개수/총%

관찰능력

개수/총%
환산% 성향도(%)

총99.99%
문항수/총점 6/30 10/50 5/25 11/55 11/55 7/35 총60% 13/10.60% 4/1.70% 12/11.20%11/16.50% 총40%

2B_7 18 29 18 36 34 14 35.76% 4.85% 0.47% 3.86% 9.02% 18.20% 53.96%

2B_8 19 31 17 44 43 22 42.24% 5.02% 0.84% 4.06% 7.99% 17.90% 60.14%

2B_9 19 31 17 36 32 21 37.44% 4.34% 0.72% 3.94% 10.60% 19.60% 57.04%

2C_1 14 23 17 31 25 13 29.52% 5.20% 0.30% 3.27% 10.24% 19.00% 48.52%

2C_2 13 21 15 27 24 14 27.36% 4.48% 0.56% 3.86% 10.51% 19.40% 46.76%

2C_3 14 26 17 26 28 18 30.96% 4.48% 0.56% 3.90% 12.37% 21.30% 52.26%

2C_4 14 26 18 31 31 18 33.12% 4.30% 0.56% 2.14% 2.41% 9.40% 42.52%

2C_5 20 32 17 36 38 23 39.84% 3.13% 0.31% 2.83% 7.84% 14.10% 53.94%

2C_6 19 32 20 39 34 21 39.60% 3.04% 0.30% 2.26% 5.91% 11.50% 51.10%

2C_7 12 19 13 27 24 14 26.16% 6.63% 0.85% 4.83% 11.39% 23.70% 49.86%

2C_8 16 29 17 39 36 18 37.20% 4.00% 0.26% 1.81% 6.74% 12.80% 50.00%

2C_9 15 22 17 31 32 23 33.60% 4.38% 0.26% 2.96% 9.61% 17.20% 50.80%

2C_10 19 21 11 23 22 11 25.68% 3.50% 0.26% 2.54% 8.01% 14.30% 39.98%

2C_11 16 27 18 28 34 14 32.88% 5.74% 0.56% 2.65% 4.86% 13.80% 46.68%

2C_12 13 21 12 28 27 13 27.36% 6.68% 0.56% 3.89% 10.38% 21.50% 48.86%

3A_1 16 31 13 39 29 22 36.00% 6.24% 0.60% 2.52% 5.65% 15.00% 51.00%

3A_2 16 27 20 42 39 16 38.40% 5.90% 0.26% 2.73% 8.62% 17.50% 55.90%

3A_3 17 37 16 41 38 17 39.84% 3.86% 0.26% 1.86% 6.73% 12.70% 52.54%

3A_4 13 30 17 35 36 19 36.00% 무 작 위 응 시 36.00%

3A_5 16 34 16 41 36 20 39.12% 무 작 위 응 시 39.12%

3A_6 19 32 15 30 29 20 34.80% 무 작 위 응 시 34.80%

3B_1 17 28 12 35 29 14 32.40% 5.42% 0.28% 2.37% 11.14% 19.20% 51.60%

3B_2 18 24 16 33 31 21 34.32% 6.62% 0.60% 3.14% 7.04% 17.40% 51.72%

3B_3 19 29 18 30 28 15 33.36% 6.18% 0.26% 2.06% 7.91% 16.40% 49.76%

3B_4 21 31 18 28 31 18 35.28% 4.38% 0.26% 1.66% 5.81% 12.10% 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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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수학 성향 검사도구 결과(계속)

응시한

학습자 번호

1차 기초 유형 파악 검사(총250점) 2,3차 해석 및 관찰 능력 검사지(점수) 최종

창의력

개수/총점

자신감

개수/총점

호기심

개수/총점

긍정적 의지

개수/총점

태도

개수/총점

흥미

개수/총점
환산%

수 해석

개수/총%

언어 해석력

개수/총%

서술력

개수/총%

관찰능력

개수/총%
환산% 성향도(%)

총99.99%
문항수/총점 6/30 10/50 5/25 11/55 11/55 7/35 총60% 13/10.60% 4/1.70% 12/11.20%11/16.50% 총40%

3B_5 13 26 16 36 32 16 33.36% 5.44% 0.26% 1.78% 4.23% 11.70% 45.06%

3B_6 21 34 21 47 44 20 44.88% 4.20% 0.26% 1.50% 2.25% 8.20% 53.08%

3B_7 15 31 18 38 32 16 36.00% 4.17% 0.51% 3.18% 9.55% 17.40% 53.40%

3C_1 10 18 9 17 16 9 18.96% 2.60% 0.26% 1.74% 7.61% 12.20% 31.16%

3C_2 13 27 14 29 29 14 30.24% 4.39% 0.43% 4.33% 12.45% 21.60% 51.84%

3C_3 16 30 16 31 26 16 32.40% 4.44% 0.26% 4.37% 12.14% 21.20% 53.60%

3C_4 16 27 13 24 22 14 27.84% 3.74% 0.40% 1.99% 5.28% 11.40% 39.24%

3C_5 16 24 11 36 23 9 28.56% 3.60% 0.26% 1.50% 7.35% 12.70% 41.26%

3C_6 15 24 13 29 28 15 29.76% 5.04% 0.26% 2.85% 8.06% 16.20% 45.96%

3C_7 18 23 14 25 30 11 29.04% 3.68% 0.26% 2.73% 7.94% 14.60% 43.64%

3C_8 12 26 14 27 23 15 28.08% 4.10% 0.26% 1.50% 2.25% 8.10% 36.18%

3C_9 16 26 12 28 29 11 29.28% 6.10% 0.26% 1.70% 7.55% 15.60% 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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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검사도구의 구성 측정법

도출된 검사결과의 원리에 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차 기 유형 악

검사에서 60%,2차 해석능력 검사에서 20%,3차 찰능력 검사에서 20%의 비율

로 측정되었지만 각 요소별 2차,3차에서는 복된 부분이 있으며 문항의 구성과

련하여 구체 으로 설명 하면 내용은 아래의 <표 22>와 같다.

<표 22>1,2,3차 수학 성향 검사 도구의 요소별 문항 구성

성향의 정의적

요소 (문항 수)
문항번호(총 50문항)

1차 기초유형

파악 검사

창의력 (6)

자신감 (10)

호기심 (5)

긍정적 의지 

(11)

태도 (11)

흥미 (7)

13, 17, 20, 3, 45, 48

4, 6, 7, 10, 18, 26, 27, 28, 29, 39

1, 12, 34, 40, 50

8, 9, 19, 21, 25, 30, 32, 37, 42, 44, 46

5, 11, 14, 15, 22, 23, 31, 35, 41, 47, 49

2, 5, 16, 24, 33, 36, 38 

추가 수학적

요소 (문항 수)

문항번호(총 20문항)

 각 문항에 요소는 중복되어 적용

해석능력 검사 = (해), 관찰능력 검사 = (관)

2차 해석능력

파악 검사
수 해석 (13)

언어 해석 (4)

서술력 (12)

관찰 능력 (11)

1~9(해) 5(관), 8~10(관)

4~6(해), 9(해)

3~6(해), 9~10(해), 4~5(관), 7~10(관)

10(해), 1~10(관)

3차 관찰능력

파악 검사

첫 번째,1차 검사지인 기 유형 악 검사는 1번 문항부터 50번 문항까지

부가 정 의문문 이기 때문에,' 그 지 않다'부터 '매우 그 다'까지 배

이 1 부터 5 까지 해당되어 총 50문항에서 250 으로 배 이 되고,이것을

수학 성향에 부분으로 포함시키기 하여 60%로 환산하여 계산하게 된다.

두 번째,2차,3차 검사지에 해당하는 해석능력과 찰능력 악 검사지에서는

각 차수마다 10개의 문항으로 되어있고 구성상에서 선택형,서답형,서술형으로

이루어져 각 문제마다 이 의 다른 검사지 와는 달리 한가지의 답을 어 구성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서술하는 부분에도 수가 배당되도록 된다. 한 각

문항은 단한가지 요소를 악하기 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요소가

한문제해 속해있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다. 를 들어,해석능력 검사지에 속해

있는 5번 문항은 수 해석 요소,언어해석 요소,서술력 요소를 악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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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는 것 등을 말한다.

이처럼 문항의 구성에서 2차,3차의 여러 가지 요소를 한 문항에 포함시킨 이

유는 수학 인 요소들이 각기 다른 특성으로 각기 다른 작용을 하며

상 계가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며,그 기에 구분 지을 수

없다는 단 하에 작용하는 부분에서 복이 되도록 구성하 다.여기서 이 게

복 으로 용되어 작용하는 것을 단하기 해 다소 복잡한 결과를 측정하

기 한 계산방법이 도입 되는 것이 필수 불가분 하 으며 2차,3차 검사지에서

사용된 결과 측정 계산 방법은 아래의 <표 23>에서 자세히 기술하도록 한다.

<표 23>2차,3차 검사 도구의 결과 측정을 한 계산방법

1차 해  능력 파악 검사

문항 번호 수 해 력 언어 해 력 술력 찰 능력 배점(만점)

1 1.50 　 　 　 1.50 
2 1.00 　 　 　 1.00 

3 1.00 　 　 　 1.00 
4 0.20 0.20 0.60 　 1.00 

5 0.50 0.50 1.50 　 2.50 

6 0.50 0.50 1.50 　 2.50 
7 1.00 　 　 　 1.00 

8 3.00 　 　 　 3.00 
9 0.50 0.50 1.00 　 2.00 

10 　 　 1.50 3.00 4.50 

　총 합 9.20 1.70 6.10 3.00 20.00 

2차 찰 능력 파악 검사

문항 번호 수 해 력 언어 해 력 술력 찰 능력 배점(만점)

1 　 　 　 2.00 2
2 　 　 　 2.00 2

3 　 　 　 2.00 2
4 　 　 0.30 1.20 1.5

5 0.50 　 1.00 1.00 2.5
6 　 　 　 2.00 2

7 　 　 2.00 1.50 3.5

8 0.50 　 1.00 1.00 2.5
9 0.20 　 0.40 0.40 1

10 0.20 　 0.40 0.40 1
　총 합　 1.40 0.00 5.10 13.50 20.00 

여기서 1차 검사 20%,2차 검사 20% 의 유지는 되며 이는 추후 각각 개별

인 검사를 하여 그 검사에 한 개별 인 측정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한 부분이다.

성향의 수치 0 은 존재하지 않기에 최하 배 은 0.3 이다.여기서 1차 검사

와 2차 검사의 결과를 합산하여 40%로 환산하여 이 의 1차 기 유형 악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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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60%와 합하여 총 100%로 수학 성향검사의 최고 을 책정하도록 하

다.

-1차 기 유형 악검사 60% -2차 해석능력 악검사 20%

-3차 찰능력 악검사 20%

와 같이 총합하여 100% 로 수학 성향검사 는 최종 인 측정을 마무리 짖게

되며 1차,2차,3차로 구분지어 확인 할 경우에 요소별 특징을 각각의 검사에 구

분하여 포함 시켰고,하나로 통합되었을 때 보다 쉽게 측정한 후의 결과를 분석

하여 학습자가 어떠한 성향을 지니고 있는지 까지 악을 가능하도록 하게 되었

으며,검사지의 분류는 이를 해 고려된 부분이다.

4.도출된 검사 결과의 분석 검사도구의 필요성

앞서 기술된 방법으로 얻어진 내용 결과에 의해 수학 성향도가 반드시

수학 수에 지 한 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즉,

체로 일반 인 경우에서는 수학 성향이 수학 시험 수에 까지 어느 정도

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수학 성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인 향

이나 학습자 스스로의 인식,학습자의 습 등의 개성 인 요소 등의 다른 요인

으로 인해 수학 수의 하향화를 보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수

학 성향도가 결과 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수학 수가 높은 경우도 존재한다

는 것이다.

이는 추후에 교수자가 학습자에 한 수업 모형의 연구 교수방법 연구 등

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을 추가 으로 제시하고 불필요한 요인은 삭감하거나 필

요한 요인을 보충하고 보완할지 등의 형태를 제시할 수 있는 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단되며 한 수학 성향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수학 수가 높은

경우에 한 학습자를 추가 으로 분석하여 수업 연구의 질 인 성장을 도모하

는 것을 기 를 할 수 있다.

가.분석 상 선정

도출된 결과를 살펴보면,2A,3A그룹에 속하는 평균 인 수학 성향도 에서

2C,3C그룹에 속하는 평균 인 수학 성향도 차이는 일반 으로 존재하는 것

은 사실이다.하지만 개별 으로 살펴보면 그와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주목할 이며 이러한 학습자에 한 설계 인 수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근거를 하여,직 검사 도구에 응한 학습자 개개인

별 특성을 자세하게 분석하여 첨부할 필요가 있다.그 방법으로 여러 요인이 있

을 수 있지만,앞서 시행되었던 그룹별 학습자에 속해있는 학습자 검사 도구에

응한 학습자의 결과를 토 로 분석하도록 하며,이는 연구2에서 제시되었던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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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상담내용 연구 3에서 개발된 수학 성향 악 검사에 한 결과뿐만 아

니라 추가 으로 학습자의 평소 수업 태도 학습자의 수학 성취도에 직

인 련을 갖는 수학 시험 수 들을 비교 분석 하도록 한다.여기서 연구에서의

목 에 부합되는 경우를 특별히 선출을 하여 수학 성향도가 높을 경우에 수

학 수가 높은 경우나,수학 성향도가 낮을 경우에 수학 수가 낮은 경우는 일

반 인 경우에 속하기 때문에 이와 반 로 수학 성향도가 어느 정도 높은 양

으로 악 됨에도 불구하고 수학 수가 낮은 경우와 수학 성향도가 어느

정도 낮은 양 으로 악 됨에도 불구하고 수학 수가 높은 경우에 해서 분석

을 진행하도록 한다.이 게 선출되어 분석을 시행할 상 학습자는 아래의 <표

24>에 제시하도록 한다.

<표 24>연구 목 에 따라 선출된 분석의 상

분석 대상 수학적 성향도(1차+2,3차=최종)
수학 점수(최근 1학기 중간/ 

평균 수학 내신 석차 비율%)

2A_2 28.80%+15.50%=44.30% 93점/ 20% 이내

2A_5 33.60%+13.50%=47.10% 88점/ 20% 이내

2A_6 31.44%+14.50%=45.94% 91점/ 20% 이내

2B_2 41.76%+23.70%=65.46% 76점/ 20%~55% 이내

2B_5 34.80%+23.70%=58.50% 71점/ 20%~55% 이내

2B_8 42.24%+17.90%=60.14% 69점/ 20%~55% 이내

2C_3 30.96%+21.30%=52.26% 49점/ 55%~

2C_5 39.84%+14.10%=53.94% 50점/ 55%~

2C_6 39.60%+11.50%=51.10% 34점/ 55%~

2C_7 26.16%+23.70%=49.86% 40점/ 55%~

2C_12 27.36%+21.50%=48.86% 39점/ 55%~

3B_1 32.40%+19.20%=51.60% 70점/ 20%~55% 이내

3B_2 34.42%+17.40%=51.72% 68점/ 20%~55% 이내

3B_6 44.88%+8.20%=53.08% 41점/ 55%~

3B_7 36.00%+17.40%=53.40% 74점/ 20%~55% 이내

3C_2 30.24%+21.60%=51.84% 49점/ 55%~

3C_3 32.40%+21.20%=53.60% 49점/ 55%~

의 상을 최종으로 하여 연구의 필요성 목 에 부합되는 17명의 학습자

를 집 분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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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결과에 따른 학습자 분석

분석을 한 객 성을 지니기 하여 기 을 먼 제시하고 기 에 맞게 학

습자를 분석하고자 그 기 을 학습형태,학습시간,상담내용 련 분석,결과와 수

학성취도 비교,학습 개선방향의 다섯 가지로 제시하며 이 분석기 은 연구의 필

요성 목 에 가장 부합하도록 연구 내용과 가장 한 계를 지닌 것을 채

택한 것이다.분석은 자유로운 서술형으로 하되,기 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1)2A_2

학생번 창의력 자신감 호기심 의지 태도 흥미 합 수해석 언어해석 서술력 관찰능력 합 총합

2A_2 13 17 17 35 26 12 28.80% 5.20% 0.26% 1.74% 8.31% 15.50% 44.30%

형 인 노력형 학습자 형태로 기 유형 성향 수치는 물론이고,2,3차에 속하

는 해석능력과 찰능력도 뛰어나다고 보기 보다는 평이하다고 할 수 있다.학습

자의 수학 성향도 보다 수학 성취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학습자이다.수학학습

방법에서 교수자의 역할보다 학습자의 역할에 의해 상 수를 득 할 수 있

었던 학습자 형태이다.이러한 학습자의 구체 인 학습 형태를 상담내용과 련

지어 살펴보면 수업 시간에 필기를 상당히 자세히 정리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

이 특징이고 수학을 논리 으로 근 하는 것 보다 하나의 암기 과목의 형태로

인지하여 근한다고 생각 할 수 있다.수학 성향이 고득 인 것에 비해 하향화

되었다는 을 감안할 때,학습시간 한 비슷한 수 의 래 학습자 보다 더

욱 많을 것으로 단된다.고득 이기는 하지만 수학에 한 자신감은 상당히 낮

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앞으로의 자신의 수학 성취도를 높이고자 하는 정

의지의 요인은 학습자 내부 으로 고려할 때 비교 으로 높게 나타나는 양상이

다.이 한 선행된 상담과 부합되는 내용이다.고득 이기는 하지만 추후에 이

러한 학습자가 수학 학습의 발 양상을 띄기 하여 먼 교수자가 이러한 학

습자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여야 하며 수학을 하는 논리 근을

하도록 훈련시킬 방법 해서 한 교수방법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단되는 학습자이다.이러한 학습자는 학습시간을 상당히 들여서 수학 성취도를

높이는 학습방법을 택하고 있으므로 한 시간 인 기 하에서 효율 인 학습

방법을 먼 제시해 필요가 있다.

2)2A_5,2A_6

학생번 창의력 자신감 호기심 의지 태도 흥미 합 수해석 언어해석 서술력 관찰능력 합 총합

2A_5 19 21 13 34 37 16 33.60% 3.68% 0.26% 1.86% 7.71% 13.50% 47.10%

2A_6 14 22 14 39 26 16 31.44% 5.44% 0.70% 2.99% 5.38% 14.50% 45.94%

학습자의 수학 성향도 보다 수학 성취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학습자이다.수

학학습 방법에서 교수자의 역할보다 학습자의 역할에 의해 상 수를 득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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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던 학습자 형태이다.수학 성향보다는 수학 학습에 한 태도에 의해

상 수에 속할 수 있는 학습자이다.수업에 참여하는 태도가 성실한 형태로

수업 시에 필기,오답노트 등의 정리에 조 더 치 하고,참여할 때는 집 력

있게 참여하는 학습을 하는 학습자 이다.물론 노력형 학습 형태로 집단내의

래 학습자에 비해 가장 낮은 2,3차 결과를 보이고 있다.특히 찰능력이 상당히

낮아 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도형과 련된 단원이 많이 속하게 되

는 2학기 때 수가 낮게 나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2A_5학습자와 마찬가

지로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는 수학학습 형태를 띄게 된다.수학 과목을 매우 어

려워하고 자신감 한 높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자신의 미래수학에 한 정

의지는 나머지 요인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으로 상담내용과 부합된다.

학습자에게 도움이 되는 교수자는 이러한 학습자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격

려하여야 하며 수학을 하는 논리 근을 하도록 훈련시킬 방법 해서 한

교수방법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학습자는 학습시간을 상당히 들여서 수

학 성취도를 높이는 학습방법을 택하고 있으므로 한 시간 인 기 하에서 효

율 인 학습방법을 먼 제시해 필요가 있다.

3)2B_2,2B_8

학생번 창의력 자신감 호기심 의지 태도 흥미 합 수해석 언어해석 서술력 관찰능력 합 총합

2B_2 8 33 19 45 45 24 41.76% 5.54% 1.28% 7.34% 9.55% 23.70% 65.46%

2B_8 19 31 17 44 43 22 42.24% 5.02% 0.84% 4.06% 7.99% 17.90% 60.14%

자신감과 의지,태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며 2,3차 해석 찰 능력이 상당

히 높은 학습자로 수학 성향도에 비해 수학 성취도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띄는 형 인 학습자로 교수자의 역할이 요하게 미치는 학습자이다.이러한

학습자의 경우 수학 성향은 상당히 높으나 이제까지 그러한 학습 성향이 수학

과목 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학습자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수자의 조언 이 상당히 요하다.실제 학습자 본인도 노력을 하지 않

는 것은 사실이지만,수학에 한 심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자극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집단 내에서 뿐만 아니라 같은 래 학습자에 비해 해석능력과

찰능력 한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소 재능은 갖추었지만 발휘하지 못하는

형태이다.수학학습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는 상담내용과 부합이 되며,학습자

미래수학에 한 학습자 본인의 생각과 의지는 밝게 나타나지만 한 교수 방

법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도태되기 쉽다.교수 자는 이러한 학습자를 상으로

역량을 수학 으로 표 하도록 수학 과목 인 연결성에 한 자세한 설명을 하

는 형태 등의 수업연구를 통하여 학습자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공조해야 하고 본

인의 수학 성향 요소에서 비교 떨어지는 부분을 집 으로 보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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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설계해서 학습자를 많은 발 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은 학습

자 이다.

4)2B_5

학생번 창의력 자신감 호기심 의지 태도 흥미 합 수해석 언어해석 서술력 관찰능력 합 총합

2B_5 18 26 15 33 33 20 34.80% 6.50% 1.02% 5.12% 11.06% 23.70% 58.50%

1차 기 유형은 평균 이지만 학 인 재능이라 할 수 있는 2,3차 해석능력

찰능력이 높게 나타난 유형의 학습자 이다.상담내용과 련하여 이러한 학습

자의 경우 역량에 비해 수학과목에 심이 떨어지는 경향을 나타낸다.실제 학습

자 보인이 노력을 하는 것에 비해 수는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지만 고득

의 유형은 아니다.특별히 떨어지는 정의 요인도 없고 특출한 정의 요인도

없는 학습자이다. 반 인 1차 기 유형에 에서의 정의 요인에 의한 수학 학

습과 련지어 분석하자면 크게 효과 이지 못한 유형이다.가장먼 학습자 본

인의 정 의지와 태도를 상향 조 할 수 있는 교수 방법을 연구해서 학습자

에게 용시킬 때,학습자 본인의 기 유형에서의 요인 인 성향이 발 방향

으로 이루어져 수학 학습에 좋은 결과물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학습자가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자극 요소를 지속 으로 제공해서 수학과

목에 한 흥미가 늘어난다면 재의 조한 수학학습시간에 이어져 학습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2,3차 검사로 단해 볼 때,상당한 약진을 이룰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역량을 지닌 학습자라고 할 수 있다.

5)3C_2,3C_3,2C_3,2C_7,2C_12

학생번 창의력 자신감 호기심 의지 태도 흥미 합 수해석 언어해석 서술력 관찰능력 합 총합

3C_2 13 27 14 29 29 14 30.24% 4.39% 0.43% 4.33% 12.45% 21.60% 51.84%

3C_3 16 30 16 31 26 16 32.40% 4.44% 0.26% 4.37% 12.14% 21.20% 53.60%

학생번 창의력 자신감 호기심 의지 태도 흥미 합 수해석 언어해석 서술력 관찰능력 합 총합

2C_3 14 26 17 26 28 18 30.96% 4.48% 0.56% 3.90% 12.37% 21.30% 52.26%

2C_7 12 19 13 27 24 14 26.16% 6.63% 0.85% 4.83% 11.39% 23.70% 49.86%

2C_12 13 21 12 28 27 13 27.36% 6.68% 0.56% 3.89% 10.38% 21.50% 48.86%

학습자의 태도가 수학 역량에 비해서 상당히 덜어지는 학습자 유형이다.

에 표를 참고하여 확인 할 수 있는 형태로는 2차,3차 해석능력과 찰능력에서

보여 지는 형태로는 찰능력이 3명의 학습자가 집단내의 래 학습자보다 우수

한 편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학습자는 수학 학습에 한

노력의 여하를 단 할 것이 없을 정도로 수학을 멀리하는 경향을 나타낸다.앞



- 77 -

서 살펴본 상담내용을 토 로 비추어 볼 때,수학 수업 시간은 물론이고 학습자

본인이 수학을 멀리하게 때문에 학습의 양이 상당히 조한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학습의 양을 떠나 본인이 수학에 한 부정 생각을 지니고 있어 실제 자신

이 발휘 할 수 있는 실력조차 감추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속될 경우에 성향 자

체가 바뀔 수 있다고 단되다.성향에 한 연구들을 고찰한 결과로 비추어 보

아 성향이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가장먼 교수자가 이러한 학습자

를 하여 해야 할 수업 모형은 재능 발휘를 할 수 있는 내용 부분이 아니다.

수학 내용먼 제시 할 경우 이러한 학습자는 재의 수학 내용에 한 부

정 생각을 먼 내비추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그마한 심거리를 이용한 수학

에 한 흥미를 유발 하고 태도 인 부분에서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연

구 인 분야에서 자신의 흥미와 련된 직업 체험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

라 단된다.교수자는 이러한 학습자의 동기유발을 해 강요와 강제 보다 먼

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학습자 본인의 미래 수학이 정 부정 인 것을 떠

나 심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1차 기 유형 악검사에서 검사지의 순수한 결

과를 보이기보다 성실하지 못한 답변을 하게 되는 것도 1차 기 유형검사 에서

의 낮은 수를 래할 수 있다는 사실도 찾아 볼 수 있었다.2차,3차 검사지에

서의 내용 한 사실 성의 없는 답변이었으며 자신이 아는 부분에 해서 정확

히 써내는 형태를 보 다.학습자 본인의 심의 상을 연결 지어 수학에 한

정 인 태도를 갖고 흥미를 유발하도록 하는 동기를 제공하는 교수방법을

용해야할 연구의 목 에 가장 부합되는 주요 형태의 학습자라 할 수 있다.

6)2C_5,2C_6

학생번 창의력 자신감 호기심 의지 태도 흥미 합 수해석 언어해석 서술력 관찰능력 합 총합

2C_5 20 32 17 36 38 23 39.84% 3.13% 0.31% 2.83% 7.84% 14.10% 53.94%

2C_6 19 32 20 39 34 21 39.60% 3.04% 0.30% 2.26% 5.91% 11.50% 51.10%

이러한 학습자는 흔히 의지는 있는데 수학 역량이 부족한 형태의 학습자이

다.태도로는 상당히 수학에 심을 갖거나 흥미 있어 하고 자신의 창의력이 높

다 라 개인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실제 2차,3차 해석능력과 찰능력의 지수가

낮게 측정된 을 미루어 보아 의지에 비한 역량이 부족할 수 있음을 확인 가능

하다.1차 기 유형 악 검사는 학습자 본인에 한 실제 생활을 학습자 본인

이 응답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오히려

학습자 본인은 수학에 한 자신의 능력이 높다고 과 평가 하거나 앞으로 잘

할 수 있다 평가 할 수 있지만 실제 그에 반하는 노력은 하지 않은 학습 경향을

보일 수 있다.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부합되도록 하는 교수자의 조력이 필요하

다. 찰능력이 래 학습자에 비해 떨어지고 특히 해석능력에서 낮은 수치를 보

이는 것을 보완하기 해 많은 언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수자가 연구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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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고 단된다.

7)3B_1,3B_2,3B_7

학생번 창의력 자신감 호기심 의지 태도 흥미 합 수해석 언어해석 서술력 관찰능력 합 총합

3B_1 17 28 12 35 29 14 32.40% 5.42% 0.28% 2.37% 11.14% 19.20% 51.60%

3B_2 18 24 16 33 31 21 34.32% 6.62% 0.60% 3.14% 7.04% 17.40% 51.72%

3B_7 15 31 18 38 32 16 36.00% 4.17% 0.51% 3.18% 9.55% 17.40% 53.40%

가장 평범한 수학 성향을 나타내는 경우이지만 주목할 은 미래 수학에

한 정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며 이는 상담내용과 부합된다.수학 성향

과 련하여 해석 능력과 찰능력을 결정짓는 2차,3차 검사에서의 수치는 평범

하며 학습자에 따라 찰능력이 조 부족하거나 혹은 해석능력이 부족 하는 등

의 학교 교과과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1학기 2학기 성 등이 상이하게 나타

나는 경향을 나타낼 수 있다.실제로 이러한 학습자는 교수자의 노력보다 학습자

의 노력이 수반될 때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다.학습양이 조하고 체계 이지

못하기 때문에 학습 양을 조 늘리고 이제까지의 학습 방법에서 무분별했던 부

분을 체계 이게 변화 시킬 때 학습자의 수학학습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이라고 단된다.

8)3B_6

학생번 창의력 자신감 호기심 의지 태도 흥미 합 수해석 언어해석 서술력 관찰능력 합 총합

3B_6 21 34 21 47 44 20 44.88% 4.20% 0.26% 1.50% 2.25% 8.20% 53.08%

1차 기 유형 악검사에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학생으로 정 반 로

2차,3차 해석능력과 찰능력은 상당히 낮게 측정되는 특이한 유형의 학습자 이

다.사실 수학 역량은 상당히 부족하나 학습자 자신에 한 단이 상당히 과

평가 될 수 있는 학생으로 수상의 수학 학습 성취도는 하라고 할 수 있다.

상담내용과 연결 지어 생각해 볼 때 학습양은 상당히 조하며 수학을 학습할

때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착각하여 잘못된 정의를 학습자 본인에게 결정지어 버

리는 경우도 많을 수 있는 형태라 할 수 있다.실제 수학 성향도가 상으로

나온 것은 정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높게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학습자에게 한 교수방법을 연구하고 학습자의 정 의지에 부합되는 노력

과 체계 수학 학습 방법과 부정확 이해를 벗어나고 정확한 이해를 수반하도록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일 일로 학습할 경우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는 학습자라

볼 수 있으며 특별히 이러한 학습자는 사실 추후 발 가능성은 학습자 본인의

능력 하에서 제한 일 수 있으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은 모두 발휘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단된다. 이러한 학습자 보다 사실 앞서 살펴본 역량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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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의지가 약한 학습자에게 용시킬 수 있는 수업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더욱

더 힘들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한 교수방법에 따라 의지에 부합될 만

큼의 해석능력과 찰능력을 키워 가능성이 충분하며,이러한 능력을 키워주

기 해 학습자로 하여 많은 시각 경험이 가능한 교구의 사용 등이 학습자

의 발 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라 할 수 있다.

다.분석 총론 효용가치

앞서 살펴본 분석을 통하여 반드시 수학 성향에 따라 수학 성취도가 비례하

여 결과로 나온다는 것은 아니며 학습자 개인의 특성에 따른 수학 과목과 련

된 수가 상이하게 나올 수 있으며,어떠한 요소에 따라 어떠한 교수 방법을

용 시키는가에 따라 학습자가 발 할 수 있는 발 상을 제시해 보았다.

이러한 학생의 수학 성향 악 검사 도구를 통하여 기존의 학생에 한 육

안 이고 주 이며,정확하지 않은 단을 조 더 체계 이며 객 인 단

을 할 수 있도록 도모 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교수자가 학습자에 한 연구를

할 때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되고, 한 교수자의 학습자 기 의

수업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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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결론

본 연구는 학교 학습자의 수학 성향 반에 한 포 인 수학 성향을

수치 으로 측정 할 수 있는 학생 성향 검사 도구를 연구 하고 개발하는 데

그 목 이 있다.이를 해 연구 1에서는 학생 학습자의 수학에 련한 인식

태도 악을 상담 기법을 통하여 시행하 고,연구 2에서 기존의 학습자의 지

능 수학 성향을 악 했던 검사 도구를 분석 하고 선행된 연구를 고찰 하

다.그리고 이를 기 로 학생의 수학 성향에 합한 성향 요소를 추출하고

최종 으로 연구 3에서 앞서 연구된 내용들 은 통합하여 학생의 수학 성향

악 검사 도구를 개발 하 다.여기서 평가 문항 들은 연구의 고찰을 통해 구성

요소 별 내용 거를 정립한 후 이에 기 하여 구성하 다.구성된 검사 도구

는 1차에서 학습자의 기 인 성향과 련 있는 생활 패턴과 련하여 유형을

분석하기 하여 한국교육개발원(1992)에 기 하여 문항을 개발하 다. 한 2

차,3차 해석능력과 찰 능력 검사 지는 고찰된 문헌에 의하여 직 성향에 따

른 요인 능력과 련 있을 것으로 단되는 수학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문항을 구성 하 다.

연구 4에서는 연구 3에서 개발된 학교 학습자의 수학 성향 검사도구 효용

가치 악을 하여 만13세~만15세에 해당하는 학교 학습자 집단 상담에 응

한 학습자 일부인 50명을 택하여 검사를 시행하고 이에 따른 결과에서 이번

연구의 목 인 수학 성향 도를 측정한 것에 해 학습자 본연의 성향도와 수학

학습 성취도와 련된 본연의 분석을 하여 어떠한 계가 있는 지를 밝 학

생의 수학 성향 검사도구의 효용가치를 기술 하 다.자세한 각 연구에서의 결

과를 요약하여 정리하고 논의하고 결론 짖자면 아래에 내용으로 기술 하도록 한

다.

1.논의

가.학습자의 수학 성향에 따른 학습자 인식 태도 악

학습자의 인식 태도 악을 하여 일련의 상담에 한 기 지식을 연구

하여 그를 기반으로 수학 성향에 따른 학습자 인식 태도를 악하기 하

여 상담기법을 도입 하고,무분별한 상담을 방지하기 하여 상담 내용상에서 수

학 태도와 련된 9가지 기 을 제시하여 그 기 으로 각 집단에 30명을

2A,2B,2C,3A,3B,

3C로 집단 명을 채택하여 수학학습 성취도의 분류에 따른 집단 상담을 진행하

다.그 기 으로 학습자의 답변에서 집단 간 구분을 한 학습자의 나이 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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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학에 한 개인 인식의 자유로운 기술은 한 학습자의 인식,교육 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업태도에 한 집 인 악을 한 학습자의 태도,수학

문제 풀이 시에 작용하는 학습자의 자신감,답변 에 발생하게 되는 부정 요

소,답변 에 발생하게 되는 정 요소 악 기 ,그리고 학습자의 학습 양,

학습자가 이제 까지 학습해왔던 유형 의 반 악을 한 학습자의 과거 수

학 미래수학으로 총 9가지 상담기 에 의하여 집단 상담을 시행하 다.이를

통해 집단 상담에 한 결과를 분석하여 기술하 다.이는 뒷부분의 연구 3에서

개발된 수학 성향 검사 도구를 통한 검사 결과를 연구 4에서 분석하고 효용가

치를 단할 때 사용된 요한 자료가 되었다.

나.학습자의 지능 수학 성향 검사도구 연구

선행되었던 수학 성향 검사도구와 련된 반 인 연구를 포함하고 있는

연구 2는 지능검사,성격유형검사,수학 성향 검사 등 련된 모든 연구에

한 기 근거와 검사도구의 문항들을 분석하여 이는 뒷부분의 연구 3에서 학

생의 수학 성향 악을 한 검사도구 개발을 한 비 단계이며 한 검사

도구를 개발할 때의 기 근거가 될 요한 연구 자료가 되었다.여기서 진행된

검사도구 연구 에 필요한 부분을 수학 성향과 련된 요소로서 추출하여 추

후에 개발에 기 를 제시 하도록 했던 연구이다.여기에는 Thurstone(1938),

Guilford(1967),Gardner

(1983)등의 지능요인 에 하여 체계 인 분석과 연구 고찰을 통하여 검사

도구 개발 시에 석이 되도록 한다. 한 지능 성격 유형 검사에 속하는

Binet-

simonm(1908)의 지능 검사,stanford-Binet(1916)의 지능검사 등의 지능검사 에

한 연구를 하 고, 한 재 진행되고 있는 IQ test(Raven1935)에 기 하여

문항검사 와 한국 웩슬러 개인용 지능검사(1981)에 한 연구를 시행 하 다.

마지막으로 성격 유형과 련된 선행 검사의 연구를 해 Carl Gustav

Jung(1912)의 '심리학 유형(psychologicaltypes)'이론에 근거하여 한국 MBTI

연구소(2011)에서 개발한 성격유형 검사에 한 연구를 시행하 다.이는 모두

추후에 연구 3에서 검사도구의 기 가 되도록 한다.마지막으로 한국교육개발원

(1992)등의 수학 성향 는 태도를 악을 해 개발되고 시행된 선행 검사들

에 한 문항 분석과 수학 성향 검사의 논리를 연구하고 그와 련된 문항들

에 한 분석을 시행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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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학습자의 수학 성향 검사도구 개발

1차 기 유형 악 검사,2차 해석능력 검사,3차 찰 능력 검사 로 구분되는

수학 성향 검사도구의 개발을 논리 연유가 있는 연구 2에서의 연구를 통해

직 개발을 시행한 연구 3은 1차 검사지에서 성격유형 측면과 성향 요소 측면

을 단하는 척도가 될 수 있는 학습자의 요소들에 한 검사를 시행하게 될 검

사지를 개발하 고,2차 검사지의 내용에서 수와 언어에 련된 내용으로써 학습

자가 지니고 있는 논리 언어능력에 한 수치 해석할 수 있도록 검사지를

구성하여 개발하 다.마지막으로 3차 검사지의 내용은 찰능력과 해석능력에

기반 한 내용으로서 학습자가 지니고 있는 구체 사물에 한 내 인지능력의

수치를 평가 할 수 있도록 구체 이고 체계 으로 구성하여 개발하 다.

학습자의 성향 검사 도구는 기반이 되었던 선행연구의 고찰 여러 지 능력,

성향,수학능력 검사 도구들에 한 구체 인 문항 분석,여러 국∙내외 학자들

에 의한 검사도구 참고 수정∙보완 하여 이를 기반으로 하여 개발되어 타당

성을 띄고 있으며 이는 연구 4에서 추가 으로 효용가치를 밝 연구의 필요성

에 부합되도록 하 다.문항의 구성에서 1차 기 유형 악 검사지에는 정의

성향 요인에 속하는 6가지 요소를 추출하여 각 요인 항목에 따라 창의력 6문항,

자신감 10문항,호기심 5문항, 정 의지11문항,태도 11문항,흥미 7문항으로

구성하 으며,추가 인 수학 요소로 2차,3차에서 수 해석 13문항,언어해석 4

문항,서술력 12문항, 찰 능력 11문항을 종합 으로 복되도록 제작된 검사

도구를 20문항으로 구성하 다.이는 문항수 조 이 추후에 수정 보완 가능 할

수 있는 내용이며, 재의 문항 수 조 은 연구에 의해 단된 요 요인 순에

따라 정해진 문항수 이다.

라.학습자의 수학 성향 검사 도구의 효용가치

연구 3에서 개발된 학생의 수학 성향 악 검사 도구를 상담집단을 기 으

로 검사를 시행하여 총 50명 17명의 효용가치를 악하는데 부합되는 분석

상자를 선정하여 그와 련된 학습형태,학습시간,상담내용 련 분석,결과와 수

학 성취도 비교,학습 개선방향과 련하여 분석하 다.앞서 진행된 연구 들의

총체 인 결과들로 얻어진 내용 결과에 의해 수학 성향도가 반드시 수학

수에 지 한 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즉, 체로 일반

인 경우에서는 수학 성향이 수학 시험 수에 까지 어느 정도 향을 미치는 것

은 사실이나,수학 성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인 향이나 학습자 스스로의

인식,학습자의 습 등의 개성 인 요소 등의 다른 요인으로 인해 수학 수의 하향

화를 보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수학 성향도가 결과 으로 낮음

에도 불구하고 수학 수가 높은 경우도 존재한다는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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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언

이러한 학생의 수학 성향 악 검사 도구를 개발을 통하여 기존의 학생에

한 육안 이고 주 이며,정확하지 않은 단을 조 더 체계 이며 객

인 단을 할 수 있도록 도모 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교수자가 학습자에 한

연구를 할 때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되고, 한 교수자의 학습자

기 의 수업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교수자가 학습자에 한

수업 모형의 연구 교수방법 연구 등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을 추가 으로 제

시하고 불필요한 요인은 삭감하거나 필요한 요인을 보충하고 보완할지 등의 형

태를 제시할 수 있는 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단되며 수업연구를 통하여

교수 방법상의 질 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기 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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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andDevelopmentofTestingToolsto

UnderstandLearningTendencyofMiddleSchool

Students

JejuKorea,NationalUniversity,graduateschoolofeducation,

educationdepartment,Mathematiclearningeducationmajor

Supervisedbyprofessor 고 수

Thisstudy hasan objectivetoidentify thelearning tendency in

experimentgroup with targeting middleschoolstudents in various

waysforcontentsandqualitativeimprovementsinlearningclassesof

middleschoollearnersandtohelpstudiesofdevelopmentoflearning

classesprogramsineducationsites.Thestudyhasafinalobjectiveto

searchgoodinfluenceswhichinfluencesontheacademicachievements

oflearnersbyexecutinglearningclasseswhicharecomposedofclass

programstobeconstructedthroughtheseriesofunderstoodlearning

tendenciesinthefuturebystudyingthelearningtendencyof13to15

years old middle schoolstudents with the objectively measurable

testing tools and developing testing tools to identify the learning

tendency based on theresultsand finally by analyzing theresults

throughsuchtestingtools.Inordertoaccomplishtheseobjectives,the

designedcontentswhicharedividedinto4studycategoriesandthe

relatedstudysubjectsaresuggestedas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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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1.To understand thelearners’recognition and attitudes

accordingtolearningtendency

1-1Whataremethodstoidentifytherecognitionoflearningattitudes

ofthelearners?

1-2Whatrecognitionandattitudesdolearnershaveforlearning

subjectthroughgroupcounseling?

Study2.Intelligenceoflearnersandstudyoflearningtendency

investigationtools

2-1Whataretheprinciplesandkindsofprecedingintelligencetests?

2-2Whataretheprinciplesandkindsofprecedingpersonalitytests?

2-3Whataretheprinciplesandkindsofprecedinglearningtendency

testingtools?

2-4Whataretheprinciplesandcompositionsoftestquestions?

Study3.Todeveloptestingtoolsoflearningtendencytestsof

thelearners

3-1.Whataffectivefactorstochooseforlearningtendencies?

3-2.How learningtendencytestingtoolstobecomposed?

3-3.Whatprincipleswillbeusedtodeveloplearningtendency

testingtools?

Study4.Effectivevalueoflearningtendencytestingtoolsofthe

learners

4-1How toshow thevaluesoflearningtendencytestingtoolswhich

aretobepropriate?

4-2Whatarethealternativestoutilizetheeffectivevaluesoftesting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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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tudy 1, the above study subjects were examined with

recognitionsandattitudesofthestudentsand9controlpointswere

suggestedinordertobecoincidedwithlearningsubjects,andgroup

counselingwasexecutedthatthesestandardsofgroupcounselingwere

classifiedwithlearningacademicachievements.Groupcounselingwas

usedasfoundationstoanalyzethelearnersinstudy4andbroughtbig

contributiontoincreasetheaccuracyintheanalysis.

Instudy2,studyofintelligenceoflearnersandlearningtendency

testingtoolshavetheobjectivestoanalyzeexistedlearningtendency

testingtoolsandintelligencetestingand personalitytypetestingand

alsohavetheobjectivestodesign thecontentswhich givetothe

standards oftesting tools developmentby analyzing the study of

variousdefinitionsoffactorswhicharerelatedwithintelligenceand

tendencies and related literature contemplation and preceding

intelligencetestsandalsobyanalyzingthetendencyanalysistesting

tools,andfinallytoestablishthefoundationstodraw thecomposition

elements oflearning tendency through the counseling in education

sites.

In study 3,testing toolsandstandardthrough thecontentsand

studieswhichwereacquiredfrom study2wereestablishedandtesting

toolsweredevelopedbyextractingandapplyingbasedonthetotalof

10 kinds oflearning tendency factors including 6 kinds ofbasic

tendencyfactorsofcreativeness,confidence,curiosity,positiveintention,

attitude and interest and 4 additional factors of mathematical

understanding, language interpretation, describing capability and

observationcapabilityinorderthatdegreeoflearningtendencycanbe

measured,extractedandappliedandsubsequentlythetestingdraftplan

istobecompletedbyamendingandcompensatingthefirstdraftplan

whichwasdevelopedby thefirsttestofbasictypeunderstanding,

secondtestofinterpretationcapabilitytestandthethirdofobservation

capabilitytestaccordingtoadvicesfrom sectionaladvicesoffirstto

thirdstudy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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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instudy4,effectivevalueanalysisoflearners’learning

tendencytestingtoolswereexecuted.Inordertoidentifywhetherthe

developedlearningtendencytestingtoolsformiddleschoolsstudents

areappropriatetomeasurethelearners’learningtendencies,effective

valueanalysisisto beexecuted to analyzeacademicachievement,

improvementdirection with 50 targeting students which is a final

studyobjective.Basedontheresults,questionanalysisandeffective

valueofvalidity aretobeidentified and consequentdirectionsfor

improvementanddevelopmentwhicharesuitableforstudyobjective

could beahelp to effectiveand developmentallearning studiesin

education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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