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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에 대한 흥미에 따른 초등학생들의 군집 유형별 성격 5요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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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atterns of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terests to animals 
and plants based on affinity toward animals and plants, and curiosity about animals and plants by using a cluster 
analysis. In addition, the differences of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by the identified clusters was examined. 
A total number of 411 elementary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students were clustered into four 
distinct interest groups with respect to the level of interests to animals and plants. Cluster 1 ‘Developed Interest 
to Organisms group’ showed high levels in the interest to both animals and plants. Cluster 2 ‘Developed Interest 
to Animals group’ showed high interest to animals and relatively low interest to plants whereas cluster 3 
‘Developed Interest to Plants group’ showed high interest to plants and relatively low interest to animals. Lastly, 
cluster 4 were identified as ‘Lack of Interest to Organisms group’ by showing low levels of interest to both 
animals and plants. The four identified groups also showed different distributions of students according to gender 
and school year. These results support gender difference in the interest to animals and plants and suggest the 
decreased and specialized interest with school year.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excluding neuroticism were 
positively related with the interest to organisms and the identified group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trait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agreeableness, conscientiousness, extraversion, and openness can be significant 
predictors of the interests to animals and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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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생명과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살아있는 생

물에대한흥미에서비롯된다(Hoese & Nowicki, 2001). 
그러므로 아이들은 흥미의 대상이 되는 생물에 대

해서는 매우 높은 학습 능력을 보여준다(Balmford 
et al., 2002). 또한 생물에 대한 흥미의 구성 요인으
로서 동물 및 식물에 대한 친밀감 및 호기심은 학

생의 친환경적인 성향에도 영향을 미친다(Kim et 

al., 2012; Kim & Kim, 2014). 따라서 생물에 대한
친밀감 및 호기심이 대상에 따라 어떤 특성을 가지

며, 언제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밝히는 것은 학습자
의 동기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개인의
내적인 심리적 구인으로서 생물에 대한 흥미의 특

성에 바탕을 둔 학습자의 유형을 규명하는 연구는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근거 및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 과학교육에서는 학생 개인 특성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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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성별 및 학년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가정

환경 등의 사회적 배경 요인에 주로 관심을 가지면

서, 개인의 중요한 내적 요인인 성격 특성에 대한
분석 자료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성격은 우
리의 믿음, 가치, 태도의 동기로서 유의미한 역할을
하기에, 기본적인 성격의 차이는 동물 및 식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 및 흥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따라서 생물에 대한 흥미 유형과 개인의 성격
요인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개인의 내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흥미는 인간의 정보처리 과정에서 정보의 선택

과 처리의 우선순위, 주의 할당 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극의 해석 및 이해과정에
서 발생하는 일종의 정서적 상태인 동시에 특정

행동을 유발시키는 동기의 역할도 한다(Hidi, 1990). 
한편, 흥미는 대상과 개인의 상호작용으로 정의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로 구성되며, 대상 특이적인 특
성을 지니고 있다(Kim, 1996; Krapp, 2002; Hidi & 
Renninger, 2006). 흥미의 대상과 개인과의 오랜 관
계는 개인의 가치체계에 포함되어 개인의 자아개

념의 한 구성요소로 발전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Kim, 1996). 
Kim and Kim(2014)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생물에 대해 가지는 흥미는 인간 외의 다른 생물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편안함, 애정, 친근함 등의 호의
적 감정을 수반하면서 그들의 생명현상과 생태적

적응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심리적 구인

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 생성과정 및 관련 변인
과의 영향 관계는 대상이 어떤 생물이냐에 따라 다

른 것으로 밝혀졌다. 생물에 대한 흥미, 즉 친밀감
과 호기심은 본질적으로 대상 생물의 종류와 개인

의 내적 및 외적 특성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다양하

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인
흥미는 대상 특이적이며, 개인의 정서적, 인지적 특
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이

다(Kim et al., 2003). 따라서 생물에 대한 학습 및
가치형성의 내재적 동기 유발 요소를 파악하기 위

해서는 생물에 대한 흥미의 대상에 따른 흥미 유형

의 차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개인적 특성 중에서 타인과 구별되는 내재적 성

질과 고정적인 특성의 총체를 성격이라고 한다(Lee 
et al., 2012). 5요인 성격 모델은 개인의 성격을 설

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서, 특성이론을 바탕으로
개인의 성격이 공통적인 5요인(Big Five)으로 구성
되어 있다고 설명한다(Buss, 1989). 이 모델에 따르
면 행동을 포함한 개인의 차이는 이들 5개 요인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다. 이러한 5요인에는 우호성

(agreeable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 외향성(extra-
version),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그리고 신경성(neuroticism) 또는 정서적 안정성(emo-
tional stability)이 해당된다(McCrae & Costa, 1987; 
Goldberg, 1990).
우호성은 타인에 대한 친화성으로 다른 사람들

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성실성은 책
임감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끈기를 가

지고 일을 추진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외향성은 타
인과 관계 맺기를 좋아하고, 상호작용에 적극적이
며, 활동적인 성향을 말하고, 개방성은 지적 자극
및 변화, 다양성을 좋아하고 추구하는 정도를 의미
한다. 정서적 안정성과 정반대의 특성을 의미하는
신경성은 불안, 우울, 두려움, 화 등의 부정적 정서
를 쉽게 가지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5요인 성격유
형은 다차원적인 개인의 성격을 설명하고자 하는

설득력 있는 모형으로, 개인의 성격에 대한 안정된
정보를 제공해 주므로, 개인의 특성 차이를 밝히는
연구에서중요한의미를지닌다(Buss, 1989; Goldberg, 
1992; Park et al., 2010). 
생물에 대한 흥미와 성격 5요인의 관계는 다음

의 연구들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우선, 과학에
대한 흥미에 대하여 개방성, 성실성, 내향성 등의
개인 성격 요인이 예측 변인으로 확인되었다(Feist, 
2012). 동물에 대한 태도에도 또한 개인의 심리적
특성인 기본 인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Ma, 2004). 환경에 대한관심과성격특성과의관
계에 대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환경에 대한 관심
이 높은 사람은 보다 성숙하고 성실할 뿐 아니라, 
열정적이고 외향적인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또한 성실성, 외향성과 관계된 자신감 등도
친환경적 태도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적 욕심을 추구하고 사회적 관계에 소극적인

특성은 환경에 대한 무관심과 관련이 있으며, 강한
경쟁적 성향과 이기적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은 친

환경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밝혀졌

다(Milfont & Sibley, 2012). 이처럼 성격은 개인의
가치관과 태도의 동기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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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생물에 대한 친밀감과 호기심, 즉 생물에 대한
흥미의 기저를 이루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성격

요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생물에 대한 흥미의 측

면에서 동물 및 식물에 대한 친밀감 및 호기심에

따라 초등학생들에서 어떤 군집유형이 나타나는지

를 분석하고, 확인된 군집유형별 성격 5요인의 차
이를 규명하는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소재 ㄷ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학년 135명(32.5%), 5학년 129명(31.5%), 6학
년 147명(35.9%)으로, 총 411명으로부터 자기보고
식 설문지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 학생 중
남학생은 212명(51.8%), 여학생은 197명(48.2%)으
로 409명이었으며, 성별을 밝히지 않은 2명의 자료
는 성별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2. 측정도구

1) 동물 및 식물에 대한 흥미

동물과 식물에 대한 흥미를 친밀감과 호기심이

라는 두 하위요소의 측면에서 측정하기 위하여 Jeon 
et al.(2012)과 Kim et al.(2012)의 연구에 사용된 설
문 문항을 활용하였다. 동물 및 식물에 대한 친밀
감 각각 4문항과 동물 및 식물에 대한 호기심을 묻
는 문항 각각 3문항씩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으
며, ‘전혀 아니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Likert 5점
평정척도로측정하였다.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
는 0.862~0.893을 보였다.

2) 성격의 5요인 검사

본 연구에서는 Lee and Ahn(1996) 및 Oh(2007)가
요인분석을 거쳐 선별한 60문항으로 이루어진 간
편 NEO 인성검사 문항에서 19문항을 선택한 후 수
정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은 자기보고식으로 각 문
항에 대해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이
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
도록 하는 Likert 5점 평정 척도(1: 전혀 아니다~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측정된 5요인인 우호

성(타인에 대한 친화적 경향), 성실성(조직적으로
일 처리하는 경향), 외향성(타인과의 관계에 적극적
인 경향), 개방성(창의적인 상상력과 적극적 관심

경향), 신경성(부정적인 사고 및 감정을 쉽게 느끼
는 경향)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0828.~ 
0.928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생물에 대한 흥미 특성의 개인차에 근

거해서 초등학생들의 생물에 대한 흥미 유형을 규

명하고, 확인된 집단의 생물에 대한 흥미와 성격 5
요인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동물 및 식물에 대한 친밀감과 호기심 요인을 바탕

으로 Hair and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
석을 수행하였다. 위계적 군집분석인 Wards 방법과
비위계적 군집분석인 K-평균 분석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2단계 군집분석은 위계적 군집분석 만을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이탈 정도가 큰 사례들이

군집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

다. 따라서 1단계에서는 제곱 유클리디안 거리 간
격을 적용하여 위계적 군집분석인 Wards 방법을
수행하고, 군집의 수를 결정하였다. 2단계에서는
설정된 군집들의 평균점수를 초기 중심점으로 사

용하는 K-평균 군집분석을 수행하여 최종 군집을
확정하였다.
군집분석을 통해 구분된 집단의 생물에 대한 흥

미의 차이 유형을 확인하기 위하여 생물에 대한 흥

미의 하위요인들에 대하여 일원변량분석(ANOVA)
을 실시하고, Scheffé 사후검증을 추가하였다. 성격
5요인에 대해서도 일원변량분석(ANOVA)과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처리는 SPSSWIN 
16.0 version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논의

1. 측정변인 간의 상관관계

생물에 대한 흥미와 성격 5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동물에 대한 친밀감은 우호성,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신경성과는 어떠한 상관관계도 보이
지 않았다(Table 1). 동물에 대한 호기심, 식물에 대
한 친밀감 및 호기심 또한 우호성, 성실성, 외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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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Agreeableness Conscientiousness Extraversion Openness Neuroticism

Affinity toward animals 0.128** 0.177** 0.261** 0.222** 0.009 

Curiosity about animals 0.249** 0.313** 0.312** 0.339** 0.023

Affinity toward plants 0.338** 0.395** 0.315** 0.394** 0.043

Curiosity about plants 0.355** 0.408** 0.322** 0.351** 0.095

**p<.01 

Table 1. Pearson correlations between the interests variables and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개방성의 성격 요인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

나, 상관계수 값은 동물에 대한 친밀감과의 상관관
계 값보다 전반적으로 높았다. 한편, 이 세 변인은
신경성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우호성,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이 높을수록 생물에 대한 흥미도 높
다고 말할 수 있다.

2. 동물 및 식물에 대한 친밀감과 호기심에

따른 군집 유형

동물에 친밀감 및 호기심, 식물에 대한 친밀감
및 호기심의 4개 변인을 군집변인으로 2단계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Wards 방법을 사용
한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얻은 덴드로그램

(dendrogram)과 해석가능성 등을 고려한 결과, 4개
군집이 최적의 군집(가장 적절한 유효군집) 수로
파악되었다. 1단계에서 생성된 군집변인들의 각 군
집별 평균점수를 초기 중심점으로 투입하여 K-평
균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최종적으로 4개의 군집
을 구성하는 학생의 수는 군집 1이 195명(47.4%)으
로 가장 많고, 군집 2가 133명(32.4%), 군집 3은 56
명(13.6%), 군집 4는 27명(6.6%)이었다(Table 2). 
분류된 집단의 군집특성을 파악하고, 군집의 이

름을 정하기 위하여 생물에 대한 흥미의 하위변인

인 동물 및 식물에 대한 친밀감과 호기심의 각 군

Cluster 1 Cluster 2 Cluster 3 Cluster 4
F (3,407) Scheffé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Affinity toward animals 4.77 0.39 4.29 0.57 2.48 0.75 2.53 1.05 312.76*** 1>2>3, 4

Curiosity about animals 4.68 0.44 3.75 0.69 3.20 0.63 1.89 0.82 248.13*** 1>2>3>4

Affinity toward plants 4.45 0.54 3.17 0.79 3.78 0.70 2.39 0.81 141.72*** 1>3>2>4

Curiosity about plants 4.29 0.58 2.82 0.67 3.55 0.62 1.58 0.54 249.72*** 1>3>2>4

Number of students (%) 195 (47.4) 133 (32.4) 56 (13.6) 27 (6.6)

***p<.001

Table 2. One-way ANOVA for the interests to organisms by final clusters

집별 평균 점수를 구하고, 군집 간 차이를 확인하
였다(Table 2). 군집 1은 동물 및 식물에 대한 친밀
감과 호기심이 모두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군
집 2는 동물에 대한 친밀감 및 호기심은 보통 이상
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식물에 대한 친밀감

및 호기심은 그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 군
집 3은 동물에 대한 친밀감 및 호기심은 보통 수준
이하의 점수를 보이지만 식물에 대한 친밀감 및 호

기심은 보통 수준 이상의 높은 경향을 보였다. 군집
4는 동물과 식물, 두 가지 모두에 대해 친밀감 및
호기심이 매우 낮은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동물 및 식물에 대한 흥미의 차이 경향을 바탕으로

군집 1은 ‘생물 흥미 발달 집단’, 군집2는 ‘동물 흥
미 발달 집단’, 군집 3은 ‘식물 흥미 발달 집단’, 군
집 4는 ‘생물 흥미 부족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조사대상 초등학생들의 약 절반이 동물과 식물

모두에 흥미가 높은 군집에 해당되었다. 이는 어릴
수록 주위 대상에 대한 관심 및 호기심이 더 높다

는 발달과정 상의 특징이 반영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Jeong, 2002).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학생들의
관심 및 학습 의욕은 동물 및 식물에 따라 다른 것

으로 나타났다(Wandersee, 1986; Schussler & Olzak, 
2008; Patrick & Tunnicliffe, 2011; Jeon et al., 2012). 
아동들은 식물보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동물, 그 중
에서도 척추동물 및 애완동물에 더 큰 흥미 및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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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보인다(Kim, 1994; Lindemann-Matthies, 2005). 
본 연구에서도 동물에 대한 흥미만이 높은 군집에

해당하는 학생의 비율이 식물에 대한 흥미만이 높

은 학생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 점은 이러한 기존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에 있다.

3. 각 군집별 성별 및 학년 특성

학년 및 성별에 따라 각 군집에 해당하는 학생

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카이자승 검증을 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성별에 따른 각 군집의 특성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 구성 비율과 비교하여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생물 흥미 발달 집단에 해당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

다. 그러나 남학생은 동물 흥미 발달 집단과 생물
흥미 부족 집단에 속하는 비율이 여학생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은 생
물 흥미 발달 집단과 식물 흥미 발달 집단에 해당

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통계적으로도 성
별에 따른 군집 구성 학생 수의 차이는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동적인 것을

쫓는 반면, 여학생은 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다(Choi & Lee, 2004). 또한 학생들의 성별 경험

Cluster 1 Cluster 2 Cluster 3 Cluster 4
Total χ2

DIO DIA DIP LIO

Gender

Male
n 92 75 23 22 212

0.002

(%) 43.4 35.4 10.8 10.4 100.0 

Female
n 103 56 33 5 197

(%) 52.3 28.4 16.8 2.5 100.0 

Total
n 195 131 56 27 409

(%) 47.7 32.0 13.7 6.6 100.0 

School 
year

4
n 81 36 11 7 135 

0.021

(%) 60.0 26.7 8.1 5.2 100.0 

5
n 55 43 23 8 129 

(%) 42.6 33.3 17.8 6.2 100.0 

6
n 59 54 22 12 147 

(%) 40.1 36.7 15.0 8.2 100.0 

Total
n 195 133 56 27 411 

(%) 47.4 32.4 13.6 6.6 100.0 

DIO: Developed Interest to Organisms, DIA: Developed Interest to Animals, DIP: Developed Interest to Plants, LIO: Lack of Interest to 
Organisms

Table 3. Distribution of students according to gender, school year and the interest groups 

차이 역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 아이들의 흥미 과
목 및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Kahle & Lakes, 1983; 
Walding et al., 1994; Park et al., 2001).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과학에 더 흥미를 보이지만, 남학생
들은 물리학이나 화학에, 여학생들은 생물학에 상
대적으로 더 높은 흥미를 가진다(Graig & Ayres, 
1988; Kwak et al., 2006; Hong & Lin, 2011). 생물에
대한 흥미에 있어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식물에 대한 친밀감과 호기심이 더 높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Jeon et al., 2012). 본 연구의 군집분석에
서도 동일한 경향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동물 및

식물 등의 생물에 대한 흥미가 높은 학생 비율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았다. 
학년별 군집의 특성 차이를 살펴보면, 4학년이 5, 

6학년보다 생물 흥미 발달 집단에 해당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학년과 6학년
은 생물 흥미 발달 집단에 속하는 비율은 4학년에
비해 낮았지만, 상대적으로 동물 흥미 발달 집단과
식물 흥미 발달 집단에 해당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군집 구성 학생 수
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학

에 대한 흥미도가 감소하며, 동물 및 식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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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도 역시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더 낮았다(Kim 
et al., 1996; Kwak et al., 2006; Jeon et al., 2012). 본
연구에서 생물에 대한 흥미 발달 군집의 학생 비율

감소는 선행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이들은 식물과 동물을 생명으로 인식
하는 시기 및 방법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Tamir, 
Gal-Choppin, & Nussinovitz, 1981; Yorek et al., 2009; 
Martínez-Losada, García-Barros, & Garrido, 2014). 본
연구에서 동물 또는 식물 각각에 대한 흥미 발달

군집에 해당하는 학생의 비율 증가는 학년이 올라

갈수록 학생들의 생물에 대한 흥미가 보다 대상 특

이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고학년일수
록 동물 또는 식물에 대한 선호도 및 흥미가 점점

더 분명하게 갈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특정 대
상에 대한 흥미는 타고난 대로 고정되지 않고, 관
련 활동을 통한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 변할 수 있

다는 점에서(Reninger, 2000), 생물에 대한 학생들의
균형 잡힌 흥미 발달 및 지속을 위한 교육적 노력

이 필요하다.

4. 각 군집별 성격 5요인 차이

생물에 대한 흥미에 따라 구성된 집단들이 성격

5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한 결과, 
성격 5요인 중 신경성을 제외하고 우호성,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 성실성과 개방성은 생물 흥미
발달 집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식물

흥미 발달 집단이 동물 흥미 발달 집단보다 다소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우

Cluster 1
(DIO)

Cluster 2
(DIA)

Cluster 3
(DIP)

Cluster 4
(LIO) F

(3,407) Scheffé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Agreeableness 3.56 0.9 3.15 0.9 3.21 0.8 2.45 0.9 15.72** 1, 2, 3>4

Conscientiousness 3.57 0.9 3.05 0.9 3.24 0.7 2.17 1.0 23.67** 1>2, 3>4

Extraversion 4.09 0.9 3.64 0.9 3.64 0.9 3.10 1.0 14.35** 1, 2, 3>4

Openness 4.06 0.9 3.48 0.9 3.54 0.8 2.96 1.1 21.31** 1>2, 3>4

Neuroticism 2.74 1.2 2.66 0.8 2.68 0.9 2.43 0.8 0.76 -

**p<.01

Table 4. One-way ANOVA for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by the groups

호성과 외향성은 생물 흥미 발달 집단과 동물 및

식물 흥미 발달 집단의 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 차이가 없었다. 생물 흥미 부족 집단
은 우호성,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이 모두 다른 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호성과 개방성은 캐나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친환경적 가치의 유의한 예측 변인으

로 보고되었다(Hirsh & Dolderman, 2007). 독일 성
인을 대상으로 한 구조방정식 모델링 연구에서는

우호성 및 개방성보다는 약하지만, 성실성과 신경
성도 정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Hirsh, 
2010). 한편, 뉴질랜드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는 우호성과 성실성이, 그 다음으로는 개방성
이 친환경적 참여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Milfont & Sibley, 2012). 초등학생을 대상으
로 생물에 대한 흥미에 따른 군집유형별 성격 5요
인의 차이를 분석한 본 연구에서는 신경성을 제외

한 우호성,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이 생물에 대한
흥미 정도와 관련이 있었으며, 특히 성실성과 개방
성은 군집 유형에 따라 보다 뚜렷한 차이를 보였

다. 성격 5요인의 우호성, 성실성, 신경성은 안정성
(stability), 외향성과 개방성은 가소성(plasticity)이라
는 메타 특성으로 통합될 수 있다(Milfont & Sibley, 
2012). 안정성은 심리적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
고자 하는 욕구의 발현과 관련되는 반면, 가소성은
새로운 정보를 심리적 기제에 받아들이려 하는 욕

구와 관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생물에

대한 흥미가 안정성으로 통합되는 특성 중 성실성, 
그리고 가소성으로 통합되는 개방성과 매우 강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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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생물에 대한 흥미의 특성에 따른 초등

학생들의 군집 유형을 파악하고, 군집별 성격 5요
인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 및 식물에 대한 친밀감과 호기심에

따라 초등학생들은 4개의 군집으로 유형화될 수 있
다. ‘생물 흥미 발달 집단’은 동물과 식물 두 가지
모두에 대해 친밀감 및 호기심이 높은 집단으로 약

50%에 가까운 초등학생들을 포함하는 가장 큰 집
단이었다. 두 번째로 큰 군집은 약 32%의 초등학생
들이 해당하는 ‘동물 흥미 발달 집단’으로 동물에
대한 친밀감과 호기심이 상대적으로 식물보다 높

은 집단이었다. 세 번째 군집은 ‘식물 흥미 발달 집
단’으로 식물에 대한 친밀감과 호기심이 동물보다
높은 집단이었다. 네 번째 군집은 ‘생물 흥미 부족
집단’으로 동물 및 식물에 대한 친밀감과 호기심이
평균 이하로 낮은 집단이었다. 
둘째, 확인된 4개의 군집 유형에 해당하는 학생

비율은 성별 및 학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동물 흥미 발달 집단’에 속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여학생보다 높았으나, ‘생물 흥미 발달
집단’에 해당하는 학생의 비율은 낮고, ‘생물 흥미
부족 집단’에 해당하는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반
면, 여학생은 상대적으로 ‘생물 흥미 발달 집단’과
‘식물 흥미 발달 집단’에 속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
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생물에 대한 흥미의

성별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남학생은 동물에 대한
흥미가, 여학생은 생물 전반에 대한 흥미 및 식물
에 대한 흥미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의미한

다. 학년에 따라서는, 고학년이 될수록 전반적으로
동물과 식물 모두에 흥미를 보이는 ‘생물 흥미 발
달 집단’의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대신, 
동물 또는 식물 각각에 대해서만 상대적으로 높은

흥미를 보이는 집단의 학생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
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주변 대상에 대한 아이들의

전반적인 관심과 흥미는 감소하지만, 대상 특이적
인 흥미의 특성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성격 5요인 중 신경성을 제외하고, 우호성,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은 생물에 대한 흥미 변인으
로 분류된 군집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특히, 

성실성과 개방성이 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
서 초등학생들의 우호성,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을
키워줄 수 있다면 생물에 대한 흥미 발달에도 도움

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동물 및 식물에 대한 흥미에

따른 초등학생들의 군집유형을 분석하고, 군집별
성격 5요인의 특성을 밝힘으로써 생물에 대한 흥미
발달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

한다는 점이다. 또한 본 연구는 개인의 성격 특성
중 우호성,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이 생물에 대한
흥미 발달과 관련이 깊은 주요 요인이라는 것을 확

인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생물에 대한 학생들의 균형 잡힌 흥미 발달

및 지속을 위해 학생들의 우호성,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가 연구를 위한 제안 사

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동물 및 식물에 대한 친
밀감 및 호기심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의 군

집유형을 분석하면서 서울 지역의 한 학교 만을 조

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역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대도시와 시골 지역의 생활환경
차이가 초등학생들의 생물에 대한 흥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는 다
양한 지역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결과의 일반화 가

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는 본 연구에서는

생물에 대한 흥미에 따른 군집유형별 성격 5요인의
차이만을 한정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성격 5요인
중 관련 가능성이 있는 요인만을 확인하였을 뿐이

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해당 성격 요
인을 높인다면 생물에 대한 흥미도 높아질 것이라

고 말하는 것은 가설적 주장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생물에 대한 흥미 요인과 성격 5요인 간의 인과적
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격 5요인 중
어떤 요인이 더 유의미한 예측 변인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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