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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부모의 수학적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질문지 척도를 개발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부모의 수학적 태도의 구성요인을 추출하여 문항양호도
와 타당도, 신뢰도 검증을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서울, 경기 지역에 소재한 12곳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만 4～6세 유아(평균
만 5세 6개월) 부모 387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부모의 수학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Smith(2000)
의 교사용 수학태도 검사 도구를 번안한 후 수학에 대한 두려움(4문항), 사회에서 수학의 가치(4문항),
수학에 대한 자아개념(4문항), 수학의 즐거움(4문항), 수학에 대한 동기(4문항)의 5개 하위영역으로 총
20문항을 영유아 수학교육에 대한 전문가와 내용타당도 검증 과정을 통해 1차적으로 선택하였다. 수집
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0.0과 AMO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χ², Cramer's V계
수, 요인분석, 상관관계,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개발된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
다.
연구결과: 부모의 수학적 태도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요
인 12문항으로 이루어진 요인구조가 확인되었으며, 요인명은 ‘수학에 대한 두려움’, ‘수학에 대한 즐거
움’, ‘수학에 대한 자아개념’으로 명명하였다. 부모의 수학적 태도 척도의 총점과 각 하위요인 간 상관
계수도 .33～.92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3요인의 척도가 타당한지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χ² (df)= 210.14(51), p < .001, NC= 2.56, TLI= .91,
CFI= .93, SRMR= .05, RMSEA= .05로 부모의 수학적 태도 척도의 부합도 지수가 평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항별 요인부하량이 .45∼.80으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뢰도 검증을
위한 Cronbach's α 계수도 .9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결론: 부모의 수학적 태도 척도는 문항 검증과정을 통해 개발된 3개 구성요인(12문항)의 타당도와 신
뢰도가 확보되어 유아기 부모의 수학적 태도를 측정하기에 타당하고 신뢰로운 도구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연구는 유아기 부모가 자신의 수학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수학적 태도를 측정하도록 구성
되었기 때문에 부모의 수학적 태도의 질을 평가하는 도구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유아의 수학 관련 변인과의 관련성을 밝힐 수 있으며,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하는데 널리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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