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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과학 개념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는 인지적 측면의 관점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인지적 

측면을 중시하는 학습지도 전략은 학생의 동기⋅정서⋅감정과 같은 

정의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Pintrich et al., 1993; Randler et al., 2011). 정의적 요인은 인지적 

요인과 함께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학업 수행 및 성취에 많은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Bloom, 1976; Tobin et al., 2013) 교사는 학생의 

인지적 요인과 정의적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

(Laukenmann et al., 2003; Mallow & Greenburg, 1982). 이러한 점에

서 정의적 요인은 과학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정의적 

요인 자체가 교육의 주요 목표가 되기도 한다(Eggen & Kauchak, 

2010; Shin et al., 2017). 

일반적으로 정의적 요인에는 인간의 흥미, 태도, 감상, 가치관, 신

념, 동기, 호기심, 불안 등 많은 변인이 포함된다. 이러한 정의적 요인

은 인간의 정서(emotion), 감정(feeling), 정동(affect), 기분(mood)을 

나타낸다(Anderson, 1981).1) 학습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습의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의적 요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

어야 한다(Schutz & Lanehart, 2002). 과학 학습에서 정의적 요인은 

학생으로 하여금 인지적 참여에 몰입하도록 하며, 한 단계 높은 인지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Shin et al., 2017). 

학습 과정에서 학생의 정서는 학습과 관련된 여러 변인들과 연결되

어 학업 수행 및 성취에 영향을 주며, 과학 교육에서도 중요한 요인으

로 간주된다(Jaber & Hammer, 2016). 또한 인지적 측면과 동기적 

측면에 많은 영향을 주고(Meyer & Turner, 2002), 정보처리과정에서

도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Bower, 1981). 따라서 효과적인 과학 학

습 지도를 위해서는 학습 상황에서 학생의 정서적 상태(emotional 

state)를 이해하고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Kang & Kim, 2020; 

Schutz & Pekrun, 2007). 여러 선행연구에 의하면 학습과 관련된 정서 

중 호기심은 학습의 주요 동기 중 하나로 주의, 기억, 정보탐색 행동을 

촉진하는 등 학습의 전 과정과 관련이 깊고(Markey & Loewens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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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learning effects according to the level of Science State 
Curiosity (SSC) and Science State Anxiety (SSA) in science learning situation for 5th∼6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achieve this purpose, we measured and analyzed SSC and SSA in each 
learning situation by dividing science learning into three situations: Confronting scientific task (I), 
Checking the results (II), and Learning science concepts (III). In order to identify the net effects of 
SSC and SSA on learning effects, science curiosity, need for cognition, science self-concept, science 
anxiety, and interest, which were expected to affect the learning effects, were controlled. SSC and SSA 
in the situation of confronting scientific tasks were defined as ‘SSCⅠ’ and ‘SSAⅠ,’ SSC and SSA 
in the situation of checking the results were defined as ‘SSCⅡ’ and ‘SSAⅡ,’ and SSC and SSA in 
the situation of learning science concepts were defined as ‘SSCⅢ’ and ‘SSAⅢ.’ In addition, the learning 
effects were divided into post-learning effect and delayed post-learning effect, and the degree of 
improvements in the post- or delayed post-test scores compared to the pre-test score were calculated 
and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SCⅠ⋅SSCⅡ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post- and the 
delayed post-learning effect, but SSAⅢ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post- and delayed post-learning 
effect, SSAⅠ⋅SSAⅡ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post-learning effect. SSC had a greater effect on 
learning effects than SSA, and SSCⅡ had the most influence on the post-learning effect and SSCⅠ 
had the most influence on the delayed post-learning effect. As SSCⅢ increased, there was a tendency 
to do additional voluntary learn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students’ emotional states in science learning and provide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studies of state 
curiosity and state anx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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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불안은 학업 수행 및 성취에 많은 영향을 준다(Sahin et al., 

2015). 따라서 학습 상황에서 학생의 정서적 상태에 관한 연구를 위해

서는 호기심과 불안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Kang & Kim, 2020). 1)

여러 선행연구에 의하면 과학 학습 과정에서 불일치 상황에 직면한 

학생들은 인지갈등이 유발된다(Kang et al., 2007; Kim et al., 2002; 

Kwon et al., 2003; Lee et al., 2003; Noh et al., 2001, 2002). 인지갈등

의 하위 요소에는 ‘흥미’와 ‘불안’ 이 포함되어 있으므로(Lee et al., 

2003)2) 불일치 상황에 직면한 학생은 호기심과 불안이 유발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과학 학습에서 학생이 신기하고 복잡한 자료에 직면

하게 되면 주의를 기울이게 되며, 호기심과 불안은 이러한 과정을 

조절한다(Lester, 1968; Pacheco-Unguetti et al., 2010). Leherissey 

(1971)에 의하면 호기심과 불안은 적정 수준 이상의 자극에 의해 유발

되는 추동 상태(drive state)이다. 이와 비슷하게 Day (1982)는 학습 

내용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새롭거나 불확실할 경우 불안이 유발될 

수 있으며, 반대로 지나치게 익숙한 내용이 학생에게 제시된다면 지

루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그리고 불안과 지루함의 중간 정도의 자극

에서 호기심이 유발된다고 하였다. Trudewind (2000)는 호기심과 불

안을 인지발달의 동기적 요소라 하였다. 이와 같이 학습 과정에서 

유발되는 호기심과 불안의 관계와 관련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지

만, 현재까지 호기심과 불안이 직접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고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논의는 찾기 어렵다. 

학습 과정에서 유발되는 호기심은 학생으로 하여금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학습 내용을 더 많이 기억하게 하여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

을 준다(Borowske, 2005; Gruber et al., 2014; Kang et al., 2009; 

McGillivray et al., 2015; Sung et al., 2009). 또한 과학 학습 과정에서 

호기심이 증가하면 학생들의 과학적 소양을 길러주고 과학 관련 문제

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준다(Bathgate et al., 2014). 이와 같이 호기심

이 학업 수행 및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이

지만, 어떤 학습 상황 또는 과정에서 호기심이 유발되고 학습에 영향

을 주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부족하다.

불안은 학업 수행을 부적으로 예측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며

(Pekrun et al., 2009; Song, 2012), 학습 과정에서 유발되는 불안이 

특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학업 수행 및 성취에 방해가 된다

(Covington, 1992; Everson et al., 1994; Eysenck, 1992; Hembree, 

1988; Naveh-Benjamin, 1991; Pintrich & De Groot, 1990; Wine, 

1980). Anderson & Bourke (2000)는 학교 학업과 관련된 정의적 영역

1) 국내 교육학 분야에서 ‘affective domain’은 ‘정의적 영역’으로 번역된다. 반면 

‘affect’는 ‘정의’ 보다 주로 ‘정동(情動)’으로 번역된다. 본 연구에서는 

‘affective’를 ‘정의적’으로, ‘affect’를 정동으로 사용하였다. 인간의 정의적 

영역(affective realm)은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특성(trait)’ 측면과 상대적으로 

일시적인 ‘상태(state)’ 측면으로 구분되며, ‘상태’는 다시 ‘기분(mood)’과 ‘정

서(emotion)’로 구분된다(Rosenberg, 1998). ‘기분’은 ‘특성’과 ‘정서’사이의 

정의적 상태(Rosenberg, 1998)로 ‘정서’보다는 오래 지속되는 특징을 지닌다

(Davidson, 1994; Rosenberg, 1998). Cattel & Scheier (1963)가 인간의 ‘정동’

을 ‘특성’과 ‘상태’ 개념으로 구분한 이래 여러 학문 분야의 많은 학자들이 

인간의 ‘정동’을 크게 ‘특성’과 ‘상태’ 개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정

의적 요인 중 호기심과 불안 역시 그 수준이 쉽게 변하지 않는 ‘특성’과 주변

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그 수준이 바뀔 수 있는 ‘상태’ 측면으로 구분하여 

특성호기심/특성불안 및 상태호기심/상태불안으로 구분된다(Boyle, 1979; 

Loewenstein, 1994; Spielberger et al., 1979).

2) 인지갈등의 하위 요인 중 하나는 ‘흥미’로 명명되어 있지만, ‘흥미’를 측정하

는 문항에 ‘호기심이 생긴다’와 같은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흥미와 호기심

을 따로 구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의 요인을 흥미, 태도, 가치, 통제요소(locus of control), 학문적 자존

감, 불안, 선호도의 일곱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고 이 중 학습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은 불안이라 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Sahin 

et al. (2015)은 학습과 관련된 부정적인 정서 중 불안이 학업 수행 

및 성취에 상당한(considerable)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정의적 요인들 중에서도 학업 수행과 성취에 많은 영향을 주는 

불안은 과학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Kim, 1993; Sahin 

et al., 2015).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과학에 대한 불안이 학업 수행 

및 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지만(Czerniak & 

Chiarelott, 1984; Hong et al., 2017; Kim, 1993; Mallow & Greenburg, 

1983), 학습의 어떤 과정 또는 상황에서 불안이 유발되고 학습에 영향

을 주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상의 논의와 같이 학습 과정에서 학생이 느끼는 호기심과 불안은 

학업 수행 및 성취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 학습 상황에서 

학생의 호기심과 불안 수준을 파악하여 적절히 대처하는 학습지도가 

중요하다. 이때의 호기심과 불안은 학생의 타고난 특성(trait)으로서의 

호기심과 불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학습 상황에 따라 매 순간 그 

수준이 바뀔 수 있는 학생의 정서적 상태(state) 측면에서의 호기심과 

불안을 의미한다. 특정한 학습 상황에서 유발되는 일시적인 호기심과 

불안을 의미하는 상태호기심과 상태불안(Deacy et al., 2016; Lim & 

Lim, 2007; Loewenstein, 1994; Markey & Loewenstein, 2014; 

Naylor, 1981; Spielberger, 1983)은 적절한 교육적 개입을 통해 그 

수준을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교육학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Kang et al., 2020). 현재까지 학습 과정에서 유발되는 상태호기

심 및 상태불안과 학업 수행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특정한 한 시점

(학습 상황)에서의 상태호기심 또는 상태불안을 측정하거나(Cho et 

al., 2004; Gruber et al., 2014; Kang et al., 2009; Kang & Kim, 2020; 

Kim et al., 2005; Litman et al., 2005), 연속된 두 시점에서의 상태호

기심 또는 상태불안을 측정하였다(Fastrich et al., 2018; Kang et al., 

2007; Kwon et al., 2009; McGillivray et al., 2015; Sung et al., 2008, 

2009). 하지만 과학 문제를 대면했을 때 상태호기심이 높았던 학생이 

문제의 결과를 확인한 후 상태호기심이 낮아질 수 있으며, 결과에 

대한 개념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다시 상태호기심이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이와 반대의 상황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상태불안

의 경우에도 과학 문제를 대면했을 때 상태불안이 낮았지만 자신의 

예상과 다른 결과에 직면하게 되면 상태불안이 높아질 수 있다. 그리

고 결과에 대한 개념 학습 과정에서 상태불안이 다시 낮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높은 상태로 유지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와 반대의 상황

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와 같이 상태호기심 및 상태불안은 매 학습 

상황마다 그 수준이 변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한 한두 시점에서 학생

의 상태호기심 및 상태불안을 측정하기보다 학습의 전 과정에서 유발

되는 상태호기심 및 상태불안을 측정해야 연구 결과에 대한 더 정확

하고 타당한 분석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러한 점을 고려

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과학 학습 과정에서 유발되는 상태호기심 및 상태불안 수준에 따른 

학습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과학 문제를 풀고, 정답을 

확인하고, 과학 개념을 학습하는 일련의 학습 상황에서의 상태호기심 

및 상태불안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 학습 

상황을 과학 문제 대면(Ⅰ), 문제의 정답 확인(Ⅱ), 정답과 관련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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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읽으며 과학 개념을 학습(Ⅲ)하는 상황으로 구분하여 매 상황

에서 유발되는 상태호기심 및 상태불안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상태호

기심 및 상태불안 수준에 따른 학습효과를 산출하여 어떤 학습 상황

에서의 상태호기심 및 상태불안 수준이 학습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더 많은 영향을 주는지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

는 상태호기심 및 상태불안 연구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과학 학습에서 상태호기심 및 상태불안의 수준에 따른 최적의 학습효

과를 내기 위한 학습지도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광역시 소재 Y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학년 186명, 

6 학년 224명 총 410명(남학생 216명, 여학생 194명)의 학생을 대

상으로 하였다. 한 명의 학생이 과제 1과 과제 2의 두 과제를 해결하였

기 때문에 연구 사례 수는 총 820 개가 된다.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하

거나 표기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 및 1 일차, 2 일차, 3 일차 검사에서 

한 번이라도 응답이 누락된 사례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학습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전검사점수(14 점 만점)가 9 점 이하인 

559 개의 사례(5 학년 268 사례, 6 학년 291 사례; 남학생 286 사례, 

여학생 273 사례)를 대상으로 최종분석을 진행하였다.

2. 연구설계 및 처치

본 연구에서는 학습 상황별 과학상태호기심(Science State Curiosity, 

이하 SSC) 및 과학상태불안(Science State Anxiety, 이하 SSA) 수준에 

따른 학습효과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학 

학습 상황을 ‘Ⅰ. 과학 문제 대면’, ‘Ⅱ. 결과 확인’, ‘Ⅲ. 과학 개념 

학습’ 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의 학습 상황에서 SSC 및 SSA

를 측정하였다. 과학 문제를 대면하는 상황에서 유발되는 SSC 및 

SSA를 ‘SSCⅠ’ 및 ‘SSAⅠ’ 으로, 문제의 결과를 확인하는 상황에서 

유발되는 SSC 및 SSA를 ‘SSCⅡ’ 및 ‘SSAⅡ’ 로, 문제의 결과와 관련

된 과학 개념을 학습하는 상황에서 유발되는 SSC 및 SSA를 ‘SSCⅢ’ 

및 ‘SSAⅢ’ 로 정의하였다. 학습효과는 직후학습효과와 지연학습효

과로 구분하였으며, 사전검사 점수에 비하여 직후검사 또는 지연검사 

점수가 향상된 정도로 산출하였다. 

각 학습 상황에서 학생의 SSC 및 SSA를 측정하고 학습효과를 분

석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사전개념 수준의 편차가 크고, 오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을 만한 개념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다수의 선행연구(Choe et al., 2001; Erickson, 1979; Kang & Kim, 

2021a; Kim, 1999; Kwon & Kim, 2003; Lee & Kim, 1995; Paik 

et al., 2007; Paik & Park, 2002; Shin, 1999)에서 많은 학생들이 오개

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열 개념을 연구 내용으로 선정하였

다. 열 개념은 학생들의 일상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Na, 2014) 

학생 나름의 선개념을 가지고 있으므로 학습효과를 측정하는데 효과

적인 개념이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Figure 1과 같이 1 일차 (Day 1), 2 일차 (Day 2), 3 일차 

(Day 3), 총 3 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1 일차 사전검사 1 (Pre-test 1)과 

2 일차 사전검사 2 (Pre-test 2)를 사전검사로 하여 사전검사 (Pre-test) 

- 직후검사 (Post-test) - 지연검사 (Delayed post-test)에서 학생의 개념

수준을 측정하였다. 

1 일차 검사에서는 학습효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의 

과학호기심, 인지욕구, 과학자아개념, 과학불안 수준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사전검사 1에서는 과제 1 (task 1)과 과제 2 (task 2)를 해결하

기 위해 알아야 할 기초개념수준을 측정하였다. 2 일차 검사에서는 

학습효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 1 및 과제 2의 내용에 

대한 흥미를 측정한 후 사전검사 2와 직후검사가 실시되었다. 사전검

사 2 과제에 대면하였을 때 (‘Ⅰ. 과학 문제 대면’ 상황) 학생이 느끼는 

SSCⅠ 및 SSAⅠ 수준을 측정하였다.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과제를 

다 해결한 것을 확인한 후 과제의 정답을 제시하였다(‘Ⅱ. 결과 확인’ 

상황). 이때 학생이 느끼는 SSCⅡ 및 SSAⅡ 수준을 측정하였다. 학급

의 모든 학생이 응답을 완료한 것을 확인한 후 해당 과제에 대한 풀이

가 포함된 학습자료를 나누어 주었다(‘Ⅲ. 과학 개념 학습’ 상황). 학습

자료를 읽은 직후 학생이 느끼는 SSCⅢ 및 SSAⅢ 수준을 측정하였

다. 학생마다 학습자료를 읽고 이해하는 시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학습자료를 읽는 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였다. 과제 제시부터 과제

에 대한 학습자료를 제시하기까지의 동일한 과정을 다른 과제를 적용

하여 1 회 반복하였다. 과제의 제시순서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고 판단하여 6 개 학급의 학생들(남: 151 사례, 여: 146 사례; 5 학년: 

148 사례, 6 학년: 149 사례)에게는 ‘과제 1 → 과제 2’의 순서로, 7 

개 학급의 학생들(남: 191 사례, 여: 158 사례; 5 학년: 156 사례, 6 학

년: 193 사례)에게는 ‘과제 2 → 과제 1’ 의 순서로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전 과제를 해결하면서 생겼던 인지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제 

1과 과제 2 사이, 사전검사 2와 직후검사 사이에 3 분의 휴식기를 

제공하였다. 직후검사에서 학생들의 직후개념수준을 측정하였다. 2 

일차 검사에서는 시간제한을 따로 두지 않았고 일반적인 수업 분위기

에서 모든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2 일차 검사에서 소요된 총 시

간은 학급당 45 분 내외였다. 6 주 후, 3 일차 지연검사를 실시하였다. 

지연검사 문제를 모두 해결한 학생들에게 지난 6 주 간(직후검사와 

지연검사 사이의 기간) 과제 1 또는 과제 2와 관련된 내용을 따로 

찾아보거나 공부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찾아보거나 공부하였는지 추가로 확인하

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이 과제와 관련된 과학 개념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연검사를 마친 후 모든 문제의 정답과 이유를 설명해주

었다. 검사를 진행하는 교사가 달라서 학생의 학업 수행 및 성취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 연구자가 해당 학급에 직접 들어가

서 모든 과정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련의 과학 학습 과정에서 유발된 SSC 및 SSA 

수준에 따른 학습효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해당 과제를 해결하고 학

습하는 과정에서 SSC가 낮은 학생의 경우 문제를 열심히 풀지 않을 

수 있고, 학습자료를 제대로 읽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SSA가 높은 

학생의 경우 반대로 학습에 적극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학생

들이 본인의 동기나 의사에 반하여 연구에 열심히 참여하도록 자극을 

받아 학습하게 될 경우 본 연구의 목적과 다르게 연구가 진행될 여지

가 있다. 따라서 최대한 평소와 같은 학습 상황에서 연구가 진행되도

록 하고,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학습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

한 학급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교사가 학습자료와 관련된 내용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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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명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교사가 모든 학급에 동일한 내용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설명 과정에서 학생의 질문이 나올 수 있고, 이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함으로써 학급마다 설명한 내용이 달라질 수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자료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학생은 

따로 연구자에게 연락하거나 연구자가 근무하는 교실로 와서 질문을 

하도록 안내하였다. 따로 연구자에게 찾아와서 궁금한 점을 해결하려

는 이러한 시도는 탐색행동을 유도하는 상태호기심의 특성

(Grossnickle, 2016; Reio et al., 2006)이 반영된 행동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Figure 1. Process of this study

3. 검사도구

가. 개념수준 검사

개념수준 검사의 문제수와 최고점은 Table 1에, 문제 내용은 Figure 

2에 제시하였다. 학생의 사전개념, 직후개념, 지연개념수준을 측정하

기 위한 개념수준 검사는 사전검사(Pre-test 1 및 Pre-test 2), 직후검사

(Post-test), 지연검사(Delayed post-test)로 구성되어 있다. 초등학교 

5∼6 학년을 대상으로 세 차례의 파일럿 테스트(1 차: 84명, 2 차: 143 

명, 3 차: 88명)를 통해 문제의 난이도를 조절하고 학생의 이해도를 

점검하였다. 과제 1과 과제 2의 목표개념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과제

별로 사전검사 네 문제, 직후검사 다섯 문제, 지연검사 다섯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개념수준 검사는 다섯 개의 선택지로 구성된 선택형

(multiple choice type) 문제와 답지를 선택한 후 응답이유를 적는 선택 

후 서술형(multiple choice & descriptive type) 문제가 혼합되어 구성

되어 있다. 모든 문제는 과학교육 전공 교수 1명, 박사 1명, 과학교육 

전공 대학원생 5명과 함께 반복적인 논의를 통해 개발하였다. 

사전검사 1은 과제 1 관련 세 문제, 과제 2 관련 세 문제, 총 여섯 

개의 선택형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선택지는 ‘잘 

모르겠다’ 로 되어 있어 문제의 답을 모르는 학생들이 선택지를 임의

로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사전검사 2는 과제 1 관련 한 문제, 

과제 2 관련 한 문제, 총 두 개의 선택 후 서술형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두 문제 모두 다섯 개의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도록 하여 학생들의 생각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선택지는 앞의 네 선택지와 다른 ‘기타 

의견’을 표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두 문제 모두 두 개의 목표 

과학 개념을 각각 측정할 수 있다. 과제 1 관련 문제의 목표 과학 

개념은 금속의 열전도율이 유리보다 높다는 개념과 두 물질 간 접촉 

면적이 넓을수록 열이 많이 이동한다는 개념, 그리고 과제 2 관련 

문제의 목표 과학 개념은 우유의 양이 적을수록 온도가 빨리 변한다

는 개념과 우유와 공기의 온도 차가 클수록 우유의 온도는 빨리 변한

다는 개념이다. 

직후검사는 과제 1 및 과제 2 관련 다섯 문제씩 총 열 개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각 과제별로 사전검사에서 사용된 네 문제에 한 문제

가 추가되었다. 추가된 문제는 사전검사 2 문제와 동일한 유형으로 

동일한 과학 개념을 묻는 선택 후 서술형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직후

검사에서는 개념 학습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들이 정답을 기억해서 

응답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검사에서 사용된 네 문제는 

선택지 문항 순서를 바꾸어 구성되었다. 지연검사는 직후검사가 끝난 

후 6 주 후에 실시되었다. 지연검사는 직후검사와 동일한 열 개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사전검사, 직후검사, 지연검사의 배점은 Table 1과 같이 과제 1, 

과제 2 모두 동일하다. 선택형 문제의 경우 정답을 맞히면 2 점, 틀리

면 0 점으로 배점하였다. 선택 후 서술형 문제는 한 문제 당 두 개의 

목표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목표개념마다 4 점 만점으로 배점하

여 문제 당 8 점 만점이 되도록 하였다. 직후검사와 지연검사에서는 

선택 후 서술형 문제가 두 문제였지만 동일한 유형으로 같은 목표개

념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두 문제의 평균 점수로 계산하여 8 점 

만점이 되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사전검사, 직후검사, 지연검사 모

두 14 점 만점이 된다.

선택 후 서술형 문제의 경우 응답이유에 대해 서술한 부분을 ‘① 

문제 상황에 적절하며, 오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② 문제 조건

을 그대로 설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말했는가?’, ‘③ 현상에 대한 

이유를 과학 개념을 이용하여 설명했는가?’, ‘④ 과학용어 또는 과학

적 표현을 사용했는가?’ 의 4 단계 채점기준으로 채점하였다. 각 단계

별로 하나씩 충족할 때 1 점씩 추가하여 채점하였다. 채점기준과 상관

없이 ‘모름’ 또는 ‘찍었음’ 으로 응답한 학생은 0 점으로 처리하였다. 

채점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교육 전공 교수 1명, 

과학교육 전공 박사 1명과 반복적인 논의와 합의를 통해 채점하였다.

Task Conception level test # of questions Full marks

Task 1

Pre-test
Pre-test 1 3

14
Pre-test 2 1

Post-test 5 14

Delayed post-test 5 14

Task 2

Pre-test
Pre-test 1 3

14
Pre-test 2 1

Post-test 5 14

Delayed post-test 5 14

Table 1. Compositions of conception level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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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학상태호기심 및 과학상태불안 검사

매 학습 상황마다 학생이 느끼는 SSC와 SSA를 측정하기 위해서 

Kang et al. (2020)이 개발한 과학상태호기심 및 과학상태불안 검사도

구(Science State Curiosity and Anxiety Scale; SSCAS)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도구는 과학 학습 상황을 과학 문제 대면 상황, 결과 확인 

상황, 과학 개념 학습 상황으로 구분하여 각 상황에서 SSC 및 SSA를 

측정하는 다섯 문항씩, 총 서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상황에서 

측정하는 SSC 및 SSA 다섯 문항은 모두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 단계 리커트 척도(0 점: 전혀 아니다∼4 점: 매우 

Task 1 Task 2

Multiple choice type 

questions of

Pre-test 1, 

Post-test, and

Delayed post-test

Comparison of temperature between Metal and Glass Comparison of temperature change of water in two beakers

Comparison of melting amounts of two ices Comparison of temperature change of water in two beakers

Comparison of melting amounts of two ices Comparison of temperature change of green tea in two beakers 

containing 80℃ water 

Multiple choice type 

& descriptive

questions of

Pre-test 2, 

Post-test, and 

Delayed post-test

Comparison of melting amounts of four ices Comparison of temperature change of cocoa in two beakers 

containing 80℃ milk 

Multiple choice type 

& descriptive

questions of added in 

Post-test and 

Delayed post-test

Comparison of melting amounts of four ice cream Comparison of temperature change of honey water in two beakers 

containing 70℃ water 

Figure 2. Questions of conception level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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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검사도구의 학습 상황별 문항 구성 및 

Cronbach α값은 Table 2와 같다.

Learning context Construct
# of 

questions

Cronbach α

Task 1 Task 2

Ⅰ. Confronting scientific task
SSCⅠ 5 .908 .904

SSAⅠ 5 .882 .874

Ⅱ. Checking the results
SSCⅡ 5 .918 .909

SSAⅡ 5 .902 .891

Ⅲ. Learning science concepts
SSCⅢ 5 .929 .949

SSAⅢ 5 .911 .898

Table 2. Compositions of SSCAS and internal consistency

다. 학습자 특성 검사

본 연구의 목적은 상태호기심 및 상태불안 수준에 따른 학습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학습효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학습자 

특성 변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학생의 과학호기심, 인지욕구, 과학자

아개념, 과학불안 및 과제 내용에 대한 흥미 수준을 측정하였다.3) 

다수의 연구에 의하면 특성호기심이 높을수록(Arnone et al., 1994; 

Kang et al., 2009; Markey & Loewenstein, 2014), 인지욕구가 높을수

록(Bertrams & Dickhäuser, 2009; Elias & Loomis, 2002; Oh, 1996; 

Sadowski & Gulgoz, 1996), 특정 주제에 대한 흥미가 높을수록

(Ainley et al., 2002; Guthrie, 1981; Weber, 1979), 학문자아개념이 

높을수록(Lee & Koh, 2003; Marsh & Yeung, 1998; Bloom, 1976; 

Guay et al., 2004; Jeon, 2019; Kang, 2001; Kifer, 1975; Park, 2008a; 

Sewasew & Schroeders, 2019; Shim & Kim, 2013), 그리고 특성불안

이 낮을수록(Everson et al., 1994; Hembree, 1988; Pintrich & De 

Groot, 1990; Song, 2012) 학업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학업성

취가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학습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과학호기심, 인지욕구, 과학자아개념, 과학불안, 과제 내용에 

대한 흥미 수준과 같은 학습자 특성 변인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과학호기심 검사도구는 Litman & Spielberger (2003)의 지적호기

심 측정도구를 번안한 Park (2008b)의 검사지를 초등학생 수준에 맞

는 과학에 대한 지적호기심 검사도구가 되도록 문항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전체 문항의 Cronbach α 값은 0.950 이었다. 

인지욕구 검사도구는 Cacioppo et al. (1984)이 개발한 인지욕구 검사

지를 초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재구성한 후 번안한 Lee 

(2004)의 인지욕구 검사지를 이용하였다. 전체 문항의 Cronbach α 

값은 0.891 이었다. 과학자아개념 검사도구는 Kim (1984)의 자아개념 

검사 문항 중 학문적 자아개념을 묻는 문항을 과학자아개념을 측정하

는 문항이 되도록 일부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전체 문항의 

3) 본 연구에서는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특성(trait) 측면의 ‘과학호기심’과 상태

(state) 측면의 ‘상태호기심’으로, 과학에 대한 불안을 특성 측면의 ‘과학불안’

과 상태측면의 ‘상태불안’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특정 내용이나 주

제에 대한 흥미를 의미하는 주제흥미(topic interest) 측면에서 ‘과제 내용에 

대한 흥미’를 측정하였다. 주제흥미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기질로서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흥미인 개인적 흥미(individual interest)의 한 형태로 특정 주제

에 대한 비교적 안정적인 관심(orientation)을 의미한다(Schiefele, 1996; 

Schiefele & Krapp, 1996). 

Cronbach α 값은 0.952이었다. 과학불안 검사도구는 Lee (1992)의 

과학불안 검사지를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수정⋅보완한 Lee (1993)의 

검사도구를 현시대에 맞게 일부 문항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전체 문항의 Cronbach α 값은 0.954로 나타났다. 과제 내용에 대한 

흥미 검사는 과제 1과 과제 2의 내용에 대해 얼마나 흥미가 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각 과제의 내용과 관련된 흥미를 측정하는 문항은 세 

문항씩 구성되어 있다. 모든 검사지에 대한 수정은 과학교육 전공 

교수 1명, 과학교육 전공 박사 1명, 과학교육 전공 박사과정 대학원

생 3명과 함께 이루어졌다. 

4.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

가.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 문제 대면, 결과 확인, 과학 개념 학습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학 학습 과정에서 유발된 SSC 및 SSA 수준에 

따른 학습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수의 회귀모형을 동

시에 검정할 수 있으며, 여러 측정변수에서 추출된 공통분산을 잠재

변수로 사용하여 보다 정확한 추정이 가능한 구조방정식 모형(Seong, 

2019)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측정모형과 구조

모형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Anderson & Gerbing 

(1988)이 제안한 2 단계 접근법(two-step approach)을 적용하여 측정

모형과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측정모형 검증 과정에서 측정변수의 

정규성을 검토하였고, 상관관계분석과 분산팽창지수(VIF)를 구하여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확

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의 적합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구조모형 검증 과정에서는 구조모형의 적합도와 경로계수를 확인하

고, 변인 간 직접효과(direct effect)와 간접효과(indirect effect), 총효

과(total effect)를 확인하여 인관관계를 파악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

성 검증은 변수의 분포나 추정치의 분포에 정규성을 가정하지 않으며, 

간접효과를 비교적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고 알려진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 방법(Preacher & Hayes, 2004)을 활용하였다. 두 개 

이상의 매개변수가 포함된 다중매개모형에서 AMOS 프로그램을 활

용한 부트스트래핑 방법은 매개변수 전체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 결과만 제시되기 때문에 매개변수 각각의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없다(Bae, 2017). 따라서 두 개 이상의 매개변수가 포함된 경로가 

유의하게 나올 경우 팬텀변수(phantom variable)를 추가하여 매개변

수 각각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자료분석 및 통계

처리는 SPSS와 AMOS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Figure 3과 같이 모형 1과 모형 2의 두 가지 가설적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모형 1은 SSC 및 SSA가 지연학습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직후학습효과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가정을 검토하기 위해 설정된 모형이다. 반면 모형 

2는 SSC 및 SSA가 직후학습효과 및 지연학습효과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여 일부 경로가 추가된 모형이다. 외생변수

와 내생변수 사이에 보다 명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생

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를 통제하는 것이 좋다(Yu, 

2015). 따라서 직후학습효과와 지연학습효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

상되는 학습자 특성 변수 중 과학호기심, 과제 내용에 대한 흥미,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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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 과학자아개념, 과학불안을 통제하였다.4) 

나. 학습효과 측정

본 연구에서 학습효과는 학생의 사전개념 수준(사전검사 점수)에 

비하여 사후개념 수준(직후검사 점수 또는 지연검사 점수)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의미한다. 이에 학습효과를 직후학습효과와 지연학

습효과로 구분하고, 직후학습효과의 경우 사전검사 점수에 비하여 

직후검사 점수의 향상도를, 지연학습효과의 경우 사전검사 점수에 

비하여 지연검사 점수의 향상도를 학생성장백분위(Student Growth 

Percentile, 이하 SGP) 지수를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SGP 지수는 비슷

한 사전검사 점수를 가진 학생들(academic peers; 학업적 또래집단) 

중에서 특정 학생의 성적 향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백분위를 활

용하여 나타내는 지수를 의미한다(Betebenner, 2011a). SGP 지수는 

특정 시점의 검사에서 학생의 성취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이전 

검사에 비하여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교육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Betebenner, 2011b; Shin & Kim, 

2017). SGP 지수는 동일한 사전검사 점수에 대한 사후검사 점수의 

분포에서 백분위를 계산해야 하므로 학업적 또래집단의 수가 클수록 

정확한 산출이 가능하다(Shin & Kim, 2017). 따라서 학업적 또래집단

의 수가 30 미만일 경우 인접한 점수와 통합하여 학업적 또래집단의 

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사점검사 점수가 10 점 이상일 경우 학업적 

또래집단의 사례 수(10 점: 50명, 11 점: 6명, 12 점: 28명, 14 점: 

3명)도 적을 뿐 아니라 직후검사 또는 지연검사에서 동점인 사례 

수가 많아지게 되어(e.g. 사전검사 점수가 12 점인 사례들의 경우, 직

후검사 또는 지연검사에서 이론적으로 12 점, 13 점, 14 점의 세 가지 

점수분포만 나올 수 있으므로 동점인 사례 수가 많아진다) 백분위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14 점 만점에 10 점 이상인 

4) 본 연구에서 측정한 학습효과는 사전검사 점수에 비하여 직후검사 점수의 

향상도(직후학습효과)와 지연검사 점수의 향상도(지연학습효과)를 의미한다. 

따라서 학생의 사전검사 점수는 학습효과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이미 고려되

었기 때문에 통제변인으로 두지 않았다. 

사례의 경우 해당 목표개념에 대해 특정 수준 이상으로 이해하고 있

는 학생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학습효과를 산출하는 대상은 사전검사 

점수가 9 점 이하인 사례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과학 개념 학습

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학생이 학습에 얼마나 참여하는지에 따라 

학습효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가정 하에 진행되었다. 만약 사전검사 

점수와 사후검사(직후검사 또는 지연검사) 점수의 차이, 즉 절대적인 

점수 상승도로 학습효과를 산출할 경우, 0 점에서 7 점으로 7 점 상승

한 사례와 6 점에서 13 점으로 7 점 상승한 사례의 학습효과는 동일한 

것이 되지만 실제는 동일하다고 판단하기 힘들다. 그리고 사후검사에

서 만점을 받은 사례의 경우 더 이상 높은 점수를 받기 힘들기 때문에 

학습효과를 타당하게 산출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구조방정식 모형

에서 학습효과 변수가 아닌 개념수준 검사의 절대적 점수를 변수로 

사용할 경우, 사전검사 점수에 대한 고려없이 SSC 및 SSA와 직후검

사 또는 지연검사 점수의 인관관계가 설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하기 힘들다. 따라서 학습효과를 절대적인 점수 상승도가 아닌 학업

적 또래집단 안에서 상대적인 점수 향상도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SGP 지수를 활용하여 학습효과를 산출하

였다.

Ⅲ. 결과 및 논의

1. 측정변수의 정규성 검증 및 주요 변수들 간 상관관계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에 투입되는 측정변수의 정규성을 검토하기 위해 

측정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하였다. 모든 측정변수

는 0∼4 점의 범위에 분포한다. 측정변수의 평균은 0.5∼3.5 점 사이

에 분포하여 천정효과 및 바닥효과를 보이는 문항은 없었다. 또한 

측정 변수의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모두 2 미만의 값을 보여 Hong 

et al. (2003)이 제시한 정규분포의 기준(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각각 

2와 4 이하)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본 측정변수를 구조방정식 모형 

Model 1 Model 2

Figure 3. Two hypothetical research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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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구조방정식 모형에 활용되는 변수 간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통제변수인 과학호기심, 흥미, 인지욕구, 과학자아개

념, 과학불안 모두 직후학습효과 및 지연학습효과와 유의한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SC의 경우 SSCⅠ과 SSCⅡ(r = .827), 

SSCⅡ와 SSCⅢ(r = .843), SSCⅠ과 SSCⅢ(r = .808) 모두 서로 간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SSA역시 SSAⅠ과 SSAⅡ(r = .622), 

SSAⅡ와 SSAⅢ(r = .637), SSAⅠ과 SSAⅢ(r = .593) 모두 서로 간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직후학습효과는 SSC(r = .289∼.335)

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SSA와는 유의하지 않거나 낮은 상관관

계를 보였다. 지연학습효과는 SSC(r = .313∼.364)와 정적 상관관계

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SSA와는 Ⅰ단계(r = -.123)와 Ⅲ단계(r 

= -.192)에서 아주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직후학습효과와 지연학습

효과는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 = .520). 일반적으로 분산팽창

지수(VIF)가 10 미만이면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다고 판

단한다(Kutner et al., 2004).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VIF 값을 확인한 

결과, VIF 값이 모두 5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측정모형의 적합도 및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의 적합도와 타당

도를 검증하였다. SSC 및 SSA 측정 문항은 Kang et al. (2020)이 

개발한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므로 Kang et al.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측정오차 간 공분산을 설정하였다. 검증은 측정변수들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는 최대우도법을 적용하였다. 측정모형

의 적합도는 CFI, TLI, RMSEA, SRMR 지수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CFI와 TLI의 경우 0.9 보다 클 때(Anderson & Gerbing, 1984; 

Raykov, 1998), SRMR은 0.08 보다 작을 때(Hu & Bentler, 1999) 모

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RMSEA 의 경우 0.05 보다 작으면 좋은 

적합도(close fit), 0.08 보다 작으면 적정한 적합도(reasonable fit), 

0.10 보다 작으면 보통 적합도(mediocre fit), 0.10 보다 크면 좋지 않

은 적합도(unacceptable fit)를 의미한다(Browne & Cudeck, 1993).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CFI= .915, TLI= .904, RMSEA= 

.077 [90% 신뢰구간: .073∼.080], SRMR= .066 으로 나타나 모든 

지수가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측정모형의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를 검증하였다. 

잠재변수에서 측정변수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수준 .001에서 모두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계수가 0.5 이상(Anderson & Gerbing, 

1988),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이 0.5 이상(Hair 

et al., 2006),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값이 0.7 이상(Hair et 

al., 2006)이면 해당 모형의 수렴타당도가 높다고 판단한다. 분석 결과 

본 측정모형의 표준화계수는 0.637∼0.936, 평균분산추출 값은 0.510

∼0.696, 개념신뢰도 값은 0.837∼0.919 의 범위로 나타난 것으로 보

아 본 측정모형의 수렴타당도는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판별타당도

(discriminant validity)는 개념들 간에 동일하다는 가설(r = 1)을 기각

하는지 여부로 확인하며, 95%의 신뢰구간에서 ‘r ± 2 × 표준오차’ 

값의 범위가 1 을 포함하지 않으면 측정모형의 판별타당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Bae, 2017). 이에 측정모형의 판별타당도를 분석한 

결과 모든 ‘r ± 2 × 표준오차’ 값의 범위가 0.519∼0.959 사이에 분포

한 것으로 나타나 측정모형의 판별타당도를 충족하였다. 

3. 구조모형 검증 및 논의

Figure 3 과 같이 이론적으로 설정된 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증결과, 모형 1과 

모형 2 모두 표본 수에 민감한 χ 을 제외한 모든 지수에서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모형 1: CFI= .919, TLI= .908, RMSEA= .065 

[90% 신뢰구간: .062∼.068], SRMR= .073; 모형 2: CFI= .919, TLI= 

.907, RMSEA= .065 [90% 신뢰구간: .062∼.069], SRMR= .07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1

2 .628** 1

3 .681** .523** 1

4 .642** .510** .610** 1

5 -.461** -.421** -.544** -.711** 1

6 .622** .683** .587** .520** -.403** 1

7 .602** .622** .531** .474** -.366** .827** 1

8 .591** .622** .530** .495** -.370** .808** .843** 1

9 -.009 .014 -.093* -.180** .334** .041 .054 .050 1

10 .084* .103* -.003 -.085* .245** .128** .184** .136** .622** 1

11 -.091* -.054 -.227** -.265** .426** -.071 -.051 -.064 .593** .637** 1

12 .138** .162** .197** .165** -.129** .289** .335** .314** -.008 .014 -.159** 1

13 .229** .279** .283** .268** -.235** .335** .364** .313** -.123** -.047 -.192** .520** 1

VIF 2.743 2.239 2.336 2.811 2.485 4.290 4.722 4.128 1.896 2.156 2.200 1.488 1.526

*p < .05, **p < .01, 1.Science curiosity, 2.Interest, 3.Need for cognition, 4.Science self-concept, 5.Science anxiety, 6.SSCⅠ, 7.SSCⅡ, 8.SSCⅢ, 9.SSAⅠ, 

10.SSAⅡ, 11.SSAⅢ, 12.Post-learning effect, 13.Delayed post-learning effect

Table 3. Variance inflation factors and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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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과 모형 2 모두 ‘SSCⅠ → SSCⅡ’, ‘SSCⅡ → SSCⅢ’, ‘SSA

Ⅰ → SSAⅡ’, ‘SSAⅡ → SSAⅢ’, ‘SSAⅠ → SSAⅢ’, ‘SSAⅢ → 

직후학습효과’ 의 경로계수 및 유의성은 동일하였으며, 모형 1에서 

유의한 경로는 모형 2에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형 2에

서 SSCⅡ는 지연학습효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Kwon (2008)은 광원개념과 무중력개념 모두에서 불일치 현상 

직면 후 유발된 흥미(본 연구의 ‘SSCⅡ’ 에 해당)는 직후개념변화 

뿐 아니라 지연개념변화에도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모형 2가 모형 1보다 SSC 및 SSA 수준에 

따른 학습효과의 관계를 보다 정확히 설명한다고 판단하여 모형 2를 

대상으로 최종 분석을 진행하였다(Figure 4 참고). 

Figure 4. Verification of research model : Model 2 

(non-significant paths are indicated by dotted lines)

모형 2는 다수의 매개변수가 설정되어 있어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변수 간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SSCⅠ→ SSCⅢ’(β

= .695, p< .01), ‘SSCⅠ→ 직후학습효과’(β= .586, p< .01), ‘SSCⅠ

→ 지연학습효과’(β= .408, p< .01), ‘SSAⅠ→ SSAⅢ’(β= .362, p< 

.01), ‘SSAⅠ→ 직후학습효과’(β= -.150, p< .01), ‘SSAⅡ → 직후학

습효과’(β= -.148, p< .01), ‘SSAⅢ → 지연학습효과’(β= -.127, p< 

.01) 의 경로에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SSCⅠ→ SSCⅢ’, ‘SSAⅠ→ SSAⅢ’, ‘SSAⅡ → 직후학습효

과’, ‘SSAⅢ → 지연학습효과’ 의 각 경로는 매개변수가 하나밖에 

없다. 따라서 ‘SSCⅠ → SSCⅡ → SSCⅢ’, ‘SSAⅠ → SSAⅡ → 

SSAⅢ’, ‘SSAⅡ → SSAⅢ → 직후학습효과’, ‘SSAⅢ → 직후학습효

과 → 지연학습효과’ 의 경로에서 매개효과가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SSCⅠ→ 직후학습효과’, ‘SSCⅠ→ 지연학습효과’, 

‘SSAⅠ→ 직후학습효과’ 의 각 경로는 두 개 이상의 매개변수가 존재

한다. 따라서 각 경로별로 팬텀변수를 추가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각각 검증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 중 변수 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SMC 값은 Table 4에 제시하였다. SMC 값은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종속변수가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회귀분석의 


 값에 해당한다(Bae, 2017). 

과학 문제를 대면했을 때 유발되는 SSCⅠ은 문제의 결과를 확인한 

후 유발되는 SSCⅡ에 유의한 영향(β= .935)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문제를 대면했을 때 유발되는 호기심은 문제의 결과를 확인

한 후 유발되는 흥미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McGillivray et 

al. (2015)와 Fastrich et al. (2018)의 연구5)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

다. 본 연구모형은 SSCⅡ 유발에 대해 약 87.5%의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또한 과학 개념을 학습할 때 유발되는 SSCⅢ는 SSCⅠ(β= 

.695)과 SSCⅡ(β= .743)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SSCⅠ은 SSCⅢ를 유발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았으며 

SSCⅡ를 통한 간접적인 효과만 나타났다. 본 연구모형에서 SSCⅢ은 

SSCⅠ과 SSCⅡ에 의해 약 84.1%가 설명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과학 문제를 대면했을 때 유발되는 SSC는 문제의 결과를 확인하고 

결과에 대한 개념을 학습할 때 유발되는 SSC 수준에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SSAⅠ은 SSAⅡ에 유의한 영향(β= .727)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SSAⅠ(β= .325 + .362 = .687)과 SSAⅡ(β= .498)는 

SSAⅢ 유발에 영향을 주었다. 변칙사례에 직면할 때 유발되는 상태

불안(본 연구의 ‘SSAⅡ’ 에 해당)은 변칙사례에 대한 대안가설을 확

인한 후 느끼는 상태불안(본 연구의 ‘SSAⅢ’ 에 해당)에 정적인 영향

을 준다는 Kang et al. (2007)의 연구 결과도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모형에서 SSAⅢ가 SSAⅠ과 SSAⅡ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약 58.9% 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과학 문제를 

대면했을 때 유발되는 SSA는 문제의 결과를 확인하고 결과에 대한 

개념을 학습할 때 유발되는 SSA 수준에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

을 의미한다. 

직후학습효과(Post-learning effect)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SSC 변

수는 SSCⅠ(β= .584)과 SSCⅡ(β= .625)가 있었다. SSCⅠ은 SSCⅡ

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β= .935 × .625 = .584)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과학 문제에 대면했을 때 유발

된 SSC는 문제의 결과를 확인한 후 유발되는 SSC에 영향을 주며(β= 

.935) 이때의 SSC가 직후학습효과에 영향을 준다는 것(β= .625)을 

뜻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과학 문제를 대면했을 때 상태호기

심이 높게 유발될수록 학습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SSCⅡ는 직후학습효과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β= .625)을 주는 

것으로 보아 학생들이 문제의 결과를 확인할 때 SSC가 높게 유발될수

록 해당 문제의 개념에 대한 학습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후학습효과에는 SSCⅡ가 SSCⅠ보다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Kang et al. (2009)과 Gruber et al. (2014)는 문제를 대면했을 때 

유발되는 학생의 상태호기심 수준에 따른 학습효과를 연구하였다. 

Kang et al. (2009)의 연구에서는 호기심을 높게 느낀 문제일수록 학

생들은 답을 더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와 비슷하게 

5) McGillivray et al. (2015)의 연구에서는 문제를 대면했을 때 느끼는 답에 

대한 호기심(“initial” curiosity)과 문제의 답을 확인한 후 느끼는 문제와 답에 

대한 흥미(“postanswer” interest)를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의 정답을 

확인한 후 상태호기심을 측정하였지만 McGillivray et al. 의 연구에서는 정답

을 확인한 후 흥미를 측정하였다. McGillivray et al. 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제

는 단답형의 일반 상식 문제(trivia questions)이다 (예: 질문- ‘한국의 화폐단위

는?’, 정답- ‘원’). 일반적으로 이런 유형의 문제는 정답이 주어지면 답에 대한 

호기심이 충족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와 같이 과학 개념을 

묻는 문제는 문제의 정답이 주어지더라도 그 정답에 대한 이유를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할 경우 호기심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McGillivray 

et al. 의 연구에서는 정답을 제시한 후 호기심이 아닌 흥미를 측정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McGillivray et al. (2015)의 후속 연구라 볼 수 있는 Fastrich 

et al. (2018)에서는 흥미와 호기심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흥미와 

호기심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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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uber et al. (2014)은 문제를 대면했을 때 상태호기심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문제의 답을 더 정확하게 회상(recall)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들 연구는 문제 대면 상황에서 유발되는 상태호기심이 

학습과 기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신경생리학적 관점에서 

증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에서는 상태호기

심을 문제에 대면할 때의 1 회만 측정하였으므로 문제 대면 상황에서 

유발되는 상태호기심뿐 아니라 문제의 정답을 확인한 후 유발되는 

상태호기심도 학습과 기억에 영향을 준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McGillivray et al. (2015)는 문제를 대면할 때의 호기심뿐 아니

라 문제의 정답을 확인한 직후 학생이 느끼는 흥미도 기억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정답 확인 전 호기심

과 확인 후 흥미를 동시에 변수로 넣고 회귀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단기지연기억(short-delay memory)과 장기지연기억(long-delay 

memory)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예측 변수는 정답을 확인한 후 느끼는 

흥미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젊은 성인이나 나이 많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Fastrich et al. (2018)는 

문제를 대면했을 때 느끼는 호기심은 정답을 확인한 후 느끼는 흥미

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두 변수 모두 기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고 하였다. 다만 정답을 확인한 후 느끼는 흥미가 정답을 확인하기 

전 느끼는 호기심보다 더 직접적이고 중요한 예측 변인(proximal 

predictor)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 역시 

SSCⅠ은 SSCⅡ에 영향을 주며, SSCⅠ과 SSCⅡ 모두 직후학습효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SSCⅡ가 직후학습

효과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심리학 분야의 

McGillivray et al.과 Fastrich et al.의 연구에서는 단답형의 일반 상식 

문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문제의 정답을 확인하면 유발된 호기심이 

모두 충족된다. 하지만 과학을 학습한다는 것은 단편적인 지식의 습

득이라기보다 서로 연관되고 복합적인 과학 개념을 학습하는 것이므

로(Brown, 2014) 문제의 정답을 확인하였더라도 정답과 관련된 과학 

개념을 학습할 때까지 상태호기심은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다르게 정답과 관련된 과학 개념을 학

습할 때 유발되는 상태호기심을 추가로 고려하여 측정하였지만 이때 

유발된 상태호기심 수준에 따른 학습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후학습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SSA 변수는 SSAⅠ(β= 

-.205), SSAⅡ(β= -.148), SSAⅢ(β= -.297)로 나타났다. SSAⅠ은 

‘SSAⅡ에서 SSAⅢ(β= .727 × .498 × -.297 = -.108)’ 와 ‘SSAⅢ(β= 

.325 × -.297 = -.097)’ 를 매개로 하여 직후학습효과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β= -.108 + -.097 = -.205). 이는 문제에 대면했

을 때 학생의 SSAⅠ이 높을수록 문제의 결과를 확인한 직후의 SSAⅡ

도 높게 유발되며(β= .727), SSAⅡ가 과학 개념 학습 상황에서의 

SSAⅢ 유발에 영향을 주고(β= .498), 이때 SSAⅢ는 직후학습효과에 

부적인 영향을 준다(β= -.297)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문제에 대면했

을 때 학생의 SSAⅠ이 과학 개념 학습 상황에서 유발되는 SSAⅢ에 

정적인 영향을 주며(β= .325), SSAⅢ는 직후학습효과에 부적인 영향

(β= -.297)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SSAⅡ는 ‘SSAⅢ’를 매개

로 하여 직후학습효과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β= .498 × -.297 = 

-.148), SSAⅢ는 직후학습효과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β= -.297). 즉, SSA는 모든 단계의 학습 상황에서 직후학습효과에 

부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련의 과학 학습 과정에서 유발되는 SSA 

수준이 높을수록 과학 개념 학습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보처리이론에 의하면 학습 중 불안이 높을 경우 입력 과정에서 주

의가 분산되어 학습에 방해가 되고, 입력된 정보를 조직⋅저장⋅변환⋅

인출하는데도 방해가 되며, 출력 과정에서도 정보를 회상하는데 방해

가 된다. 즉 학습 중 유발되는 불안은 학습의 모든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Jegede, 1987; Naveh-Benjamin, 1991; Naveh- 

Benjamin et al., 1981; Sarason, 1980; Shim, 1990; Tobias, 1977, 

1979, 1985). 불안과 과학 개념 학습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Kang et al. (2007)은 변칙사

례에 직면하여 유발되는 상태불안(본 연구의 ‘SSAⅡ’ 에 해당)은 변

칙사례에 대한 대안가설을 확인한 후 느끼는 상태불안(본 연구의 

‘SSAⅢ’ 에 해당)을 매개로 하여 개념 이해에 부적인 영향을 준다고 

Path 
Standardized coefficients (β)

SMC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SSCⅡ ← SSCⅠ .935 ⋅ .935 .875

SSCⅢ ← 
SSCⅠ ⋅ .695 .695

.841
SSCⅡ .743 ⋅ .743

SSAⅡ ← SSAⅠ .727 ⋅ .727 .529

SSAⅢ ← 
SSAⅠ .325 .362 .687

.589
SSAⅡ .498 - .498

Post-learning effect ←

SSCⅠ ⋅ .584 .584

.173

SSCⅡ .625 ⋅ .625

SSAⅠ ⋅ -.205 -.205

SSAⅡ ⋅ -.148 -.148

SSAⅢ -.297 ⋅ -.297

Delayed post-learning effect ←

SSCⅠ ⋅ .687 .687

.352
SSCⅡ .468 ⋅ .468

SSAⅢ ⋅ -.127 -.127

Post-learning effect .426 ⋅ .426

Table 4.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total effects between the variables and S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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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들은 변칙사례 및 대안가설을 확인한 후 불안을 적게 느낄

수록 개념 변화가 잘 일어난다고 하였다. 또한 Kwon et al. (2000)은 

학생들이 불일치 현상에 직면할 경우, 인지갈등 요인 중 ‘인식’, ‘흥

미’, ‘재평가’ 요인은 높지만 ‘불안’ 요인(본 연구의 ‘SSAⅡ’에 해당)

은 낮을 때 개념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과학 문제를 대면하고 문제의 결과를 확인하며 결과에 

대한 개념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유발되는 불안이 학습을 방해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직후학습효과에 SSC와 SSA 모두 영향을 주었으며, SSC가 SSA보다 

직후학습효과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 .584∼.625; 




= -.148∼-.297). 특히 문제의 결과를 확인한 후 유발되는 SSCⅡ

는 직후학습효과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다수

의 연구에서 자신의 선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 대면했을 때 학

생의 SSCⅡ가 높게 유발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의 

선개념과 불일치한 상황을 제시하는 것은 과학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

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지연학습효과(Delayed post-learning effect)에는 SSCⅠ(β= .687), 

SSCⅡ(β= .468), SSAⅢ(β= -.127), 직후학습효과(β= .426)가 유의

한 영향을 주며, 이중 SSCⅠ이 지연학습효과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SSCⅠ은 ‘SSCⅡ에서 직후학습효과(β= .935 

× .625 × .426 = .249)’ 또는 ‘SSCⅡ(β= .935 × .468 = .438)’를 

매개로 하여 지연학습효과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249 + .438 = .687). 이와 비슷하게 Kwon (2008)은 광원개념과 

무중력개념 모두 문제를 대면할 때 유발된 흥미(본 연구의 ‘SSCⅠ’ 

에 해당)와 결과를 확인한 후 유발된 흥미(본 연구의 ‘SSCⅡ’ 에 해당)

는 직후개념변화뿐 아니라 지연개념변화에도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SSAⅢ는 ‘직후학습효과’를 매개로 하

여 지연학습효과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β= -.297 

× .426 = -.127). 본 연구모형은 지연학습효과에 대해 약 35.2% 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 학습 과정에서 직후학습효과 또는 지연학습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는 SSCⅠ, SSCⅡ 및 SSAⅠ, SSAⅡ, SSAⅢ이었다. 

반면 문제의 풀이가 포함된 과학 개념 학습자료를 읽은 직후에 측정

한 SSCⅢ의 경우 직후학습효과 및 지연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직후= .987; 지연= .064).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학생이 현재 알고 있는 지식 수준과 알고 싶어하는 

지식 수준의 차이인 지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유발되는 호기심의 

본질적 속성과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SSCⅢ가 낮은 경우에 

대해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 첫째, 학습자료의 내용이 흥미롭

거나 관심을 끌지 않고, 학습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알고 싶은 점이 

없는 경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학습이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 

힘들다. 둘째, 학습자료를 열심히 읽고 학습하여 학생 자신이 알고 

싶은 점을 알게됨으로써 호기심이 충족된 경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는 학습이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즉 SSCⅢ가 낮은 경우, 

학습이 잘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SSCⅢ

가 높은 경우에 대해서도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 첫째, 학습

자료를 열심히 읽고 학습한 학생이 학습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로 알고 싶은 점이 생기는 경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학습이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둘째, 학습자료의 내용을 열심히 흥미

롭게 잘 읽었지만 어떠한 이유(e.g. 사전개념수준, 지능, 사고력 등)로 

인해 학습자료의 내용이 이해하기가 힘들고 이해를 제대로 못 한 경

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식격차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SSC

Ⅲ은 여전히 높을 수 있지만 학습이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 힘들

다. 즉 SSCⅢ이 높은 경우에도 학습이 잘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그렇

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한 

SSCⅢ와 학습효과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SSCⅢ는 직후학습효과 또는 지연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다수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호기심은 학습자로 하여금 탐색행동을 

유발시키며, 학습에서 학습동기로 작용한다(Berlyne, 1954; 

Grossnickle, 2016; Litman & Spielberger, 2003; Loewenstein, 1994). 

이에 SSCⅢ 수준에 따른 학생들의 자발적인 추가 학습 여부를 확인하

고, 추가적으로 학습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 지연검사 점수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연검사 직후, 모든 학생들에게 

직후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지연검사를 실시하기까지 6 주의 기간 동

안 과제 1 또는 과제 2와 관련된 내용을 따로 찾아보거나 공부한 

적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그리고 따로 찾아보거나 공부한 적이 있다

고 응답한 학생에게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찾아보거나 

공부한 적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이때 과외, 학원 등을 통해 학습한 

학생이 아닌, 학생 스스로 해당 내용을 찾아보거나 다른 사람(친구, 

선배, 부모님, 선생님 등)에게 질문을 통해 자발적으로 학습한 학생이 

추가적인 자발적 학습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SSCⅢ가 학생의 자발적 학습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SSCⅢ를 독립변수로, 자발적 학습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Hosmer-Lemeshow test’s  (df) = 

10.311(8), p = .244). 분석 결과, SSCⅢ는 학생의 자발적 학습 여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Wald= 43.912, Exp(B)= 

1.285, p < .001). 이러한 결과는 SSCⅢ 수준이 1씩 증가할수록 학생

들이 자발적 학습을 할 확률은 1.285 배가 높아진다(28.5% 증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발적 학습을 한 집단(N= 47)의 SSCⅢ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15.64, 3.51 이었으며, 자발적 학습을 하지 않은 집단

(N= 512)의 SSCⅢ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9.63, 5.24 로 나와 두 

집단 간 SSCⅢ 수준은 차이가 있었다(t =10.690, p < .001).

직후검사가 끝난 후부터 지연검사 직전까지 자발적 학습을 한 집단

과 자발적 학습을 하지 않은 집단 간 직후검사와 지연검사 점수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두 집단 간 직후검사 

점수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t =1.439; p = .151) 지연검사 점수

를 비교하기 위한 사전 동질집단임을 확인하였다. 지연검사 점수를 

비교한 결과, 자발적 학습을 한 집단의 평균은 8.61, 자발적 학습을 

하지 않은 집단의 평균은 6.13 으로 나타나 자발적 학습을 한 집단의 

지연검사 점수가 더 높았다(t = 4.943, p < .000). 일련의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독립표본 t 검정 결과를 통해 SSCⅢ는 학생으로 하여금 

추가적으로 자발적인 탐색행동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학습에 긍정

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할 수 있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교 5∼6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과학 문제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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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결과 확인(Ⅱ), 문제와 관련된 과학 개념 학습(Ⅲ)의 일련

의 학습 상황에서 유발되는 과학상태호기심(SSC) 및 과학상태불안

(SSA)을 측정하여, 각 상황에서 유발되는 SSC 및 SSA 수준에 따른 

학습효과를 알아보았다. 학습효과는 학생의 사전개념 수준에 비하여 

사후개념 수준의 향상도를 학생성장백분위 지수를 통해 산출하였으

며, 직후학습효과와 지연학습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문제 대면 상황에서 유발되는 호기심인 SSCⅠ은 문제 결과 확인 

상황에서 유발되는 호기심인 SSCⅡ 및 과학 개념 학습 상황에서 유발

되는 호기심인 SSCⅢ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SSCⅡ 역시 SSCⅢ

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SSCⅠ과 SSCⅡ가 높을수록 직후학

습효과 및 지연학습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직후학습효과에는 SSCⅡ

가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지만, 지연학습효과에는 SSCⅠ이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SCⅢ가 높을 경우, 학생의 지식

격차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는 아니므로 학습이 끝난 이후에도 지식격

차를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인 추가 학습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

고 자발적 학습을 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지연검사 점수

가 더 높은 것으로 보아 SSCⅢ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탐색행동

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할 수 있

다. 한편, 문제 대면 상황에서 유발되는 불안인 SSAⅠ은 문제 결과 

확인 상황에서 유발되는 불안인 SSAⅡ 및 과학 개념 학습 상황에서 

유발되는 불안인 SSAⅢ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SSAⅡ 역시 SSA

Ⅲ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SSAⅠ, SSAⅡ, SSAⅢ가 높을수록 직후

학습효과는 낮게 나타났으며, 이 중 SSAⅢ가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연학습효과에는 SSAⅢ만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전반적으로 직후학습효과 및 지연학습효과에 SSC가 SSA보

다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인지주의적 관점에서 학습은 학생의 장기

적인 인지구조의 변화로 간주하기 때문에 지연학습효과가 직후학습

효과보다 더 의미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과학 개념을 학습하는 

상황에서 학생의 SSCⅠ 및 SSCⅡ 수준은 높게 유발되도록, SSAⅢ 

수준은 높게 유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로 하여금 과학 개념을 알게 하는 것은 과학 교육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이다. 과학 개념을 안다는 것은 학습을 하였다는 증거가 

되며, 효과적인 과학 학습지도를 위해서는 학습 과정에서 학생이 느

끼는 SSC와 SSA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본 연구 결과, SSC가 높을수

록 학습효과가 높았기 때문에 교사는 학습 과정에서 학생의 SSC를 

높게 유발시키기 위한 학습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선

행연구(Kang & Kim, 2020; Litman et al., 2005)에 의하면 SSC는 

학습할 내용과 학생이 현재 알고 있는 내용 수준의 차이가 작을 때 

높게 유발되므로 적정 수준의 학습 내용으로 수업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며, 학생의 예상과 불일치한 결과를 제시하는 것도 SSC를 높게 

유발시키기 위한 학습전략이 될 수 있다(Grossnickle, 2016; 

Loewenstein, 1994; Kwon et al., 2003; Kwon et al., 2009). 또한 직후

학습효과 및 지연학습효과 모두에 영향을 주는 SSCⅠ은 특정 내용에 

대한 흥미가 높을수록 높게 유발된다고 알려져 있다(Kang, 2021; 

Kang & Kim, 2021b; Shin & Kim, 2019). 따라서 학생이 흥미를 

가질만한 내용과 관련된 과제를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다. 한편 SSA가 낮을수록 학습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에 교사는 학습 

과정에서 학생의 SSA를 낮게 유발시키기 위한 학습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생이 주어진 과제를 어렵다고 인식할수록 상태불안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으므로(Scasserra, 2008; Tobias, 1980) 학생 수

준에 비해 너무 어려운 과제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

각된다. 

상태호기심 또는 상태불안이 학업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수

의 선행 연구에서는 특정한 하나의 학습 상황 또는 문제를 대면한 

상황에서부터 정답을 확인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의 연속적인 두 학

습 상황에서 학생이 느끼는 상태호기심 또는 상태불안을 측정하였다. 

이와 같이 특정한 한두 상황에서의 상태호기심 또는 상태불안을 측정

할 경우, 해당 상황에서 유발된 상태호기심이나 상태불안 수준에 따

른 학습효과를 분석할 수는 있다. 하지만 상태호기심이나 상태불안은 

매 학습 상황마다 그 수준이 변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 결과와 

같이 특정 상황에서 유발된 상태호기심이나 상태불안은 바로 이전 

또는 이후 상황에서의 상태호기심이나 상태불안에 영향을 받거나 줄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일련의 학습 상황 중 실제적으

로 어떤 학습 상황에서 유발된 상태호기심이나 상태불안이 학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

었다. 본 연구는 일련의 학습 상황에서 유발된 SSC 및 SSA를 모두 

측정하고 SSC 및 SSA 수준에 따른 학습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어떤 학습 상황에서 유발된 SSC 및 SSA가 학습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며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였다고 생각된다. 

과학 학습은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SSCⅢ가 증가할수

록 자발적 학습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본 연구 결과와 같이 상태호

기심은 학생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탐색행동을 유도한다. 따라서 학교 

학습 과정에서 유발된 학생의 상태호기심이 학교에서의 형식적인 학

습 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의 비형식적 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조사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현재까지 과학 교육 분야에서 수행

된 상태호기심 및 상태불안 유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어떠한 과학 학습 조건이나 환경에서 학생의 상태호기심이 높게 유발

되는지, 그리고 상태불안이 낮게 유발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본 연구는 초등학교 5∼6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과학 학습 상황에

서 과학상태호기심(Science State Curiosity; SSC) 및 과학상태불안

(Science State Anxeity; SSA) 수준에 따른 학습효과를 구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과학 학습을 과학 문제 대면(Ⅰ), 결과 확인

(Ⅱ), 과학 개념 학습(Ⅲ)의 세 가지 상황으로 구분하여 각 학습 상황에

서 SSC 및 SSA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SSC 및 SSA가 학습효과에 

미치는 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학습효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되는 과학호기심, 인지욕구, 과학자아개념, 과학불안, 흥미를 통제하

였다. 과학 문제 대면 상황에서의 SSC 및 SSA를 ‘SSCⅠ’ 및 ‘SSAⅠ’

으로, 결과 확인 상황에서의 SSC 및 SSA를 ‘SSCⅡ’ 및 ‘SSAⅡ’로, 

과학 개념 학습 상황에서의 SSC 및 SSA를 ‘SSCⅢ’ 및 ‘SSAⅢ’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학습효과를 직후학습효과와 지연학습효과로 구

분하여 사전검사 점수에 비하여 직후검사 또는 지연검사 점수가 향상

된 정도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직후학습효과는 SSC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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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CⅡ가 높을수록, SSAⅠ⋅SSAⅡ⋅SSAⅢ가 낮을수록 높았으며, 

지연학습효과는 SSCⅠ⋅SSCⅡ가 높을수록, SSAⅢ가 낮을수록 높

았다. SSC가 SSA보다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컸으며, 직후학습효

과에는 SSCⅡ가, 지연학습효과에는 SSCⅠ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

다. 또한 SSCⅢ가 높을수록 추가적인 자발적 학습을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과학 학습에서 학생의 정서적 상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상태호기심 및 상태불안 연구에 대한 이론

적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과학상태호기심, 과학상태불안, 학습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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