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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고등학교 물리 선택 과목 이수 비율이 계속해서 감
소하고 있다. 이에 최근까지 대학 이공계 신입생들의 
물리 학업 능력의 저하에 대한 고민과 우려가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Mun & Nam, 2018). 공학계열 
대학생들에게 있어 기초 교과목인 물리 교과의 학업
성취는 이후 전공과목을 이수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Mun & Nam, 2018). 그러나 
공학계열 신입생들의 물리 학업 성취 능력이 낮게 나
타나고 있어, 기초학업능력 수준에 따른 교육과정 개
발이 필요한 실정이다(Nam & Mun, 2016). 공학계열 
신입생의 물리 학업 성취는 고교의 물리 선택 교과목 
이수 여부에 영향을 받으며, 이 같은 차이를 대학에서

의 일반물리학 교과목 학습을 통해 따라잡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Mun & Nam, 2018). 공학계열 학생
들은 기초물리학 학습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
으나, 자신의 이해 수준이 낮다고 느껴 심리적인 어려
움을 느끼고 있다(Kim et al., 2009). 공과대학 교수
자들은 학생들이 물리학습에 자신감을 가지기를 기대
하고 있으나, 학생들은 자신감이 부족하고 좋은 결과
를 기대하지 않는다(Kang & Kim, 2013). 따라서 연
구자들은 교수자들은 공학계열 학생들의 물리학에 대
한 동기를 고려하여 교수학습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
다고 제안하고 있다(Kang & Kim, 2013; Kim et al., 
2009).

동기는 행동이 가져야 할 방향을 보여주고, 일어난 
행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하게 하며, 개인의 행동
이 가지는 목표를 지향하게 하는 정서적 특성이며,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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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동기는 ‘동기’의 여러 가지 유형 중 하나로서 학습
활동에 대해서 학습자가 가지는 태도나 목적, 혹은 의
식이나 의지의 정도를 의미한다(Bomia et al., 1997; 
Eccles & Wigfield, 2002; Kim, 2005). 1980년대 이
래 이뤄진 학업동기 관련 연구는 동기와 인지 요인의 
상호작용 과정과 학습자의 학업과 성취 두 가지 변인
에 어떻게 함께 영향을 주는지를 보고 있다(Moon, 
2009). 동기와 인지 요인은 동기이론이 전통의 성취동
기모형에서 사회인지적 동기모형으로 바뀌면서 그 통
합이 촉진되었다(Mun & Kim, 2003). 사회인지적 모
형에서는 학업동기의 다양한 측면으로 자아효능감, 내
재적 동기, 목적, 귀인성향 등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Moon, 2009). 그뿐만 아니라 학습자는 다양한 요인
에 의해 다양하게 동기화되며, 학교, 가정 등 학습자
가 처하는 상황 혹은 맥락에 의해서도 동기화될 수 
있다. 이 중 학습자 자신의 동기, 그리고 학습에 대한 
생각이 학습  활동과 성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가정한다면, 목표지향성이나 자아효능감, 그리고 
성취가치를 학습 동기의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Moon, 2009). 이같이 동기를 학습이라는 특수한 상
황에서의 목표지향적인 개인적 행동 요소라고 본다면, 
강제적으로 학습을 하게 하는 상황을 제외한 대부분
의 학습 상황에서 동기의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Im, 2001). Glynn & Koballa (2006)은 동기를 
학생의 행동을 자극하고 격려하는 내적 상태로 정의
하며, 자기조절(self-regulation) 이론에서 학습에 대
한 동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강조되고 있는 5가지 
요인에 주목하였다. 첫째로, 학습 동기는 내적동기
(intrinsic)와 외적동기(extrinsic)가  있다. 학생들의 
학습동기는 내부적인 성취가 목적이거나, 외부적인 것
이 동기의 요인이 된다(Mazlo et al., 2002). 둘째, 학
습 동기는 목적지향(goal orientation)에 영향을 받는
다. 학습목표를 가진 학생들은 내적 동기를 가지고 과
학 내용과 기술의 숙달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수
행목표를 가진 학생들은 교사의 칭찬을 받기 위해 높
은 성적을 얻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Cavallo et al., 
2003). 셋째는 자기결정력(self-determination)으로 
학생들이 실험 주제를 직접 선택하는 것과 같이 학습
에 스스로 어느정도 통제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 동기
가 증가한다(Reeve, Hamm, & Nix, 2003). 넷째, 자
기효능감(self-efficacy) 또한 대학생들의 과학 학습에
서 성취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구인으로 평가되고 있
다(Zusho & Pintrich, 2003). 다섯째, 평가에 대한 
두려움(assessment anxiety)이 높은 학생들은 동기 
부여에 어려움을 겪고 성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Cassady & Johnson, 2002). 이 같은 5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Glynn & Koballa (2006)은 30개의 측정 문

항을 개발하였다. 그 후 개발한 문항을 적용하여 직업 
관련성 및 성별이 학업성취 및 학습동기에 어떤 영향
을 줄 수 있는지 탐색하여 과학학습동기가 성별에는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으며 직업 관련성에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보고하였다(Glynn, Taasoobshirazi, & 
Brickman, 2007). 이후 과학학습동기(Science 
Motivation Questionnaire: SMQ)의 구조적 타당성
과 신뢰성을 확인하였고 SMQ를 내적동기와 자신과의 
관련성 (intrinsic motivation and personal 
relevance), 자기효능감과 평가에 대한 두려움
(self-efficacy and assessment anxiety), 자기 결정
력(self-determination), 직업 동기(career 
motivation), 성적 동기(grade motivation)의 5개 구
인으로 이루어진 측정도구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SMQ의 내적동기와 자신과의 관련성 및 자기효능감과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요인은 두 가지 특성이 
혼재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학생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각각의 요인에 대한 의
미를 검토하고 기존의 SMQ의 문항을 수정하여 과학
학습동기 Ⅱ(Science Motivation Questionnaire: 
SMQ Ⅱ, 이후 SMQ Ⅱ로 칭함)를 제안하고 확인적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laysis: CFA)를 
통해 구조적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SMQ Ⅱ는 내재동기
(intrinsic motivation), 직업동기(career motivation), 
자기결정력(self-determination), 자기효능감(self- 
efficacy), 성적동기(grade motivation)의 5요인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SMQ Ⅱ의 5요인 모형을 기
반으로 물리학습에 대한 동기도 이와 같은 5요인으로 
구성되었다고 가정하였다.

과학 교과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동기는 학교 교육
을 받는 동안 감소하고 있다(Galton, 2009; Osborne, 
Simon, & Collins, 2003; Vedder-Weiss & Fortus, 
2011; 2013). 이에 공학계열 대학생들의 물리 학업 
성취를 높이기 위해서는 물리학습에 대한 동기의 특
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수 전략을 수립할 필
요가 있다. 물리학업 성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의
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중요하다(Gungor, Eryilmaz, 
& Fakioglu, 2007)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교수-학
습 전략이 시도되어야 한다(Adesoji, 2008). Kang & 
Kim(2013)은 공과대학 학생들의 물리학습에 대한 동
기신념을 조사하였으며, 공학계열 학생들의 지식과 기
대 차원에서의 동기신념은 부정적이었고 학습과 관련 
및 가치 차원 신념은 긍정적 반응이 나타났다. 즉, 학
생들의 동기신념이 학습과의 관련성 및 가치에 영향
을 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 외 공학계열 학생
들의 물리학습동기의 특성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
어 그 특성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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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과대학 학생들의 물리학습
동기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학생들의 
물리학습동기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물리
학습동기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이
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문제는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물리학습동기 측정도구(Physics Motivation 
Questionnaire: PMQ)는 공학계열 대학생의 물리학습
동기를 측정하는데 타당한 도구인가? 둘째, 공학계열 
대학생들의 물리학습동기는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Ⅱ.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공학대학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자발적
인 학습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를 확인해보기 위해 이
루어졌으며, 이를 위해 Glynn et al. (2011)이 개발한 
SMQ Ⅱ를 물리학습 상황으로 수정하여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서울에 위치한 C 대학교 공학대학의 1학
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측정도구의 
구조적 타당성을 확인한 후, 그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공학계열 학생들의 물리학습동기의 특성을 탐색하였
다.

1. 연구 대상

서울 소재 C 대학의 공과대학 재학생 374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 남학생은 280명(74.9%), 
여학생은 94명(25.1%)이었다. 전공별 학생 수는 
Table 1과 같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Glynn et al. (2011)이 개발한 SMQ 
Ⅱ의 문항을 물리학습과 관련된 문항으로 수정하고 
수정된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SMQ 
Ⅱ의 국문 번역은 Ha, Shin, & Lee (2016)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측정도구의 이름은 Physics Motivation 

Questionnaires(PMQ)이며 내재동기(intrinsic 
motivation), 직업동기(career motivation), 자기결정
력(self-determination),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성적동기(grade motivation)의 5요인으로 구성되며 
총 25개 의 5점 리커트 척도 문항을 포함한다.

3. 분석방법

374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PMQ의 문항에 응답하
도록 하였다. 측정은 1학기 기말고사 시험 직후에 실
시되었다. 응답 결과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5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였으며, 25개 문항을 
물리학습동기라는 1개 차원으로 분석하는 것과 5개 
세부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타당한지 차원 분석을 시행하였다. 차원 분석은 각 
분석에서 낮은 Final Deviance와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IC)값을 따랐다(Neumann, 
Neumann, & Nehm, 2011). 1개 차원으로 분석하였
을 때 Final Deviance가 21,406으로, 5개 차원으로 
분석하였을 때 19,941보다 높았다. AIC 역시 1개 차
원 분석이 21,464 5개 차원 분석이 20,027로 5개 차
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분석은 물리학습동
기를 5개 세부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문항의 적합도는 라쉬(Rasch)모델 분석을 활용하여 
문항적합도(MNSQ)값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라쉬 모
델 분석에서 문항적합도는 응답 자료가 이론에 기반
을 두어 예측된 자료와 일치하는 정도를 통해 확인한
다(Boone, Staver, & Yale, 2014). 문항적합도는 
0.5~1.5의 경우 적합도가 정상인 것으로 판단한다. 또
한, 측정도구가 학생들의 물리학습동기의 수준을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구별해 낼 수 있는지 확인하는 지수
로 PV Reliability를 사용했고, 응답 자료의 내적 일
관성 신뢰도는 Cronbach α값으로 확인하였다. 

이같이 측정도구인 PMQ의 타당도를 검토한 후 학
생들의 응답을 바탕으로 요인별, 성별, 전공별로 공학
계열 학생들의 PMQ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학부 학생 수 학부 학생 수

융합공학부 100 건축공학부 21

화학신소재공학부 88 기계공학부 21

전기전자공학부 82 기타 9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53 전체 374

Table 1. Participants



공학계열 대학생의 물리학습동기 측정  77

Ⅲ. 연구 결과

1. 물리학습동기 측정도구(PMQ)의 요인과 문항
의 적합성

본 연구에서는 PMQ의 요인 및 각 문항이 물리학습
동기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요인별 신뢰도를 확인하고, 탐색적 요인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라쉬(Rasch)모델을 
활용한 문항적합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별 문항의 
신뢰도는 PV 신뢰도값이 0.834～0.926으로 적합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Cronbach α도 0.834～0.868로 
적합한 영역에 들어 본 도구를 사용한 측정의 신뢰도
를 확인하였다(Table 2 참조).

탐색적 요인분석(EFA) 결과는 Table 3과 같이 5개 
요인으로 구성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설명된 총분산
량은 5개 요인에서 66.95%이다. 라쉬 모델 분석의 문
항적합도는 0.5에서 1.5가 적합한 범위이며(Boone, 
Staver, & Yale, 2014), 다음 결과와 같이 내적합지
수는 0.77~1.25, 외적합지수는 0.61~1.31 범위 내에 
있어 적합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25문항 
모두 문항 적합도는 타당하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PMQ는 내적동기, 자기결정력, 자기효능감, 성적동기, 
직업동기의 5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5개
의 하위 문항으로 총 25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신뢰도
와 타당성을 확보한 도구임을 확인하였다. 

2. 공학계열 대학생의 물리학습동기

1) 물리학습동기의 하위 요인별 분석 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공학계열 대학생들의 하위 요인
별 평균값 비교 결과를 Table 4에 정리하였다. 공학
계열 대학생의 물리학습동기는 성적동기(4.18)와 직업
동기(3.75)가 높게 나타났다. 그 외 내재동기(3.42), 
자기결정력(3.32), 자기효능감(3.38)도 3.0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학계열 대학생은 물리
학습을 통해 높은 성적을 얻으려고 하며, 직업에 필요
한 능력을 얻으려는 심리적 구인이 동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외적동기가 높게 작용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물리학습에 대한 자기결정
력 및 자기효능감은 외적 동기와 비교하여 낮게 나타
나고 있어 학생들이 물리학에 대한 흥미를 느끼기보
다는 필요성에 의해 학습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후분석을 통해 내적동기요인인 내재동기, 자기결
정력, 자기효능감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성적동기는 직업동기와 비교
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성적동기와 
직업동기 모두 내재동기, 자기결정력, 가지효능감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able 5 참조).

2) 물리학습동기에 대한 성별 분석 결과

기존 연구들에서 물리학습성취에 대한 성차를 보고
하고 있어(Ko, Lee, & Kim, 2015), 본 연구 참여자들
의 물리학습동기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
해보았다.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성적동기와 직업동기
와 같은 외적동기가 높았으며, 내재동기, 자기효능감, 
자기결정력는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들
이 자기결정력을 제외한 네 개 동기요인에서 여학생
보다 높은 평균을 나타내었으며, 자기결정력에서는 여
학생(3.42)이 남학생(3.28)보다 더 큰 값을 나타내었으
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직업동
기는 남학생(3.80)이 여학생(3.63)보다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높았다. 성별 차이에 따른 평균값과 t-검정 결
과를 Table 6에 정리하였다.

3) 물리학습동기에 대한 전공별 분석 결과

기존 연구들에서 물리학습성취에 대한 성차를 보고
하고 있어(Ko, Lee, & Kim, 2015), 본 연구 참여자들
의 물리학습동기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
해보았다.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성적동기와 직업동기

Factor PV Reliability α
내재동기 0.926 0.846

자기결정력 0.869 0.843
자기효능감 0.904 0.855
성적동기 0.834 0.868
직업동기 0.901 0.852

Table 2.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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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문항
요인

적재량

문항적합도

내적합
지수

외적합
지수

내재
동기

물리학을 배우는 것이 흥미롭다 0.836 1.00 0.96

나는 물리학을 배우는 것을 즐긴다 0.839 0.98 0.96

물리학을 배우는 것은 나의 삶을 더 의미 있게 해준다 0.467 1.14 1.11

나는 물리학의 발견들에 호기심이 있다 0.749 1.14 1.13

내가 배운 물리학은 나의 삶과 관련이 있다 0.416 1.23 1.31

자기
결정력

나는 물리학 시험과 실험 수업에 준비를 잘한다 0.562 1.02 1.02

나는 물리학 학습을 잘하기 위해 전략들을 사용한다 0.486 1.18 1.18

나는 물리학 학습에 충분한 노력을 한다 0.807 0.85 0.85

나는 물리학 공부를 열심히 한다 0.791 0.81 0.81

나는 많은 시간을 물리학 학습에 사용한다 0.768 1.07 1.09

자기
효능감

나는 물리학 시험에서 잘 할 것으로 확신한다 0.826 1.11 1.13

나는 물리학 실험 수업을 잘 할 것으로 확신한다 0.644 1.24 1.25

나는 물리학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0.649 0.90 0.90

나는 물리학의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0.478 0.91 0.91

나는 물리학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을 것으로 믿는다 0.814 1.05 1.11

성적
동기

물리학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0.918 0.77 0.75

좋은 물리학 점수를 받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0.923 0.77 0.61
나에게 물리학 시험과 물리 실험 수업에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0.874 0.85 0.73

나는 물리학에서 받을 점수에 대해 고려한다 0.614 0.95 0.93

나는 물리학 시험에서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여 더 잘하고 싶다 0.511 1.13 1.18

직업
동기

물리학을 아는 것은 내 직업에 이점을 줄 것이다 0.779 1.20 1.27

내 미래 직업은 물리학과 관련될 것이다 0.752 1.25 1.25

물리학을 이해하는 것은 내 직업에 이점을 줄 것이다 0.880 0.89 0.86
물리학을 배우는 것은 나중에 내가 좋은 직업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0.732 0.98 0.93

나는 물리학에서의 문제 해결 방법을 내 직업에 사용할 것이다 0.655 1.09 1.06

Table 3. Factor loading and MN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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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외적동기가 높았으며, 내재동기, 자기효능감, 
자기결정력는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들
이 자기결정력을 제외한 네 개 동기요인에서 여학생
보다 높은 평균을 나타내었으며, 자기결정력에서는 여
학생(3.42)이 남학생(3.28)보다 더 큰 값을 나타내었으
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직업동
기는 남학생(3.80)이 여학생(3.63)보다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높았다. 성별 차이에 따른 평균값과 t-검정 결
과를 Table 6에 정리하였다.

Table 7에 전공별 물리학습동기 요인의 평균값 및 

표준편차를 정리하였다. 전공별로 비교하였을 때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직업동기 요인
으로 건축공학부가 평균 3.46으로 가장 낮았고, 사회
기반시스템공학부가 평균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F = 2.830, p = 0.01). 

공학계열 대학들은 내적동기(내재동기, 자기효능감, 
자기결정력)과 외적동기(성적동기, 직업동기)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특성이 있었으며, 이는 연구에 참여한 모
든 전공에서 유사한 특성으로 나타났다. 

요인 M SD F 유의확률
내재동기 3.42 0.79

93.237 .000
자기결정력 3.32 0.73
자기효능감 3.38 0.78
성적동기 4.18 0.57
직업동기 3.75 0.75

Table 4. Mean comparison between factors of PMQ (ANOVA)

 요인 ( I ) 요인 ( J ) 평균차 ( I - J ) 유의확률

내재동기

자기결정력  0.10 .342
자기효능감  0.04 .941
성적동기 -0.77 .000
직업동기 -0.34 .000

자기결정력
자기효능감 -0.06 .811
성적동기 -0.87 .000
직업동기 -0.44 .000

자기효능감
성적동기 -0.81 .000
직업동기 -0.38 .000

성적동기 직업동기  0.43 .000

Table 5. Post hoc analysis (Tukey HSD)

요인
M (SD)

t
유의
확률Male (n = 280) Female (n = 94)

내재동기 3.46 (0.77) 3.30 (0.83)  1.607 .109
자기결정력 3.28 (0.76) 3.42 (0.64) -1.793 .075

자기효능감 3.42 (0.78) 3.25 (0.77)  1.847 .066
성적동기 4.19 (0.57) 4.17 (0.56)  0.208 .835
직업동기 3.80 (0.72) 3.63 (0.83)  2.008 .045

Table 6. Mean comparison of PMQ factors by gender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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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공학계열 학생들의 물리학습동기를 
내재동기, 직업동기, 자기결정력, 자기효능감, 성적동
기의 5개 요인으로 구분하여 탐색하였다. 앞의 연구결
과를 바탕으로 결론 및 제언을 다음에 정리하였다. 

첫째, PMQ는 물리학습에 대한 동기를 측정하기에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는 도구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
구에서 사용한 PMQ는 Glynn et al. (2011)이 개발한 
SMQ Ⅱ를 수정하여 사용한 것이다. 기존 검사 도구
인 SMQ는 ‘과학’이라는 단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
습동기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과학’이라는 단어 대신에 ‘물리’로 바꾸어 물리학습동
기를 측정하였으며, 모든 문항의 적합도는 적합한 수
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과학학습동기 검
사도구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Science 
Motivation Questionnaire Ⅱ도구가 ‘과학’이라는 주
제 특이적이지 않고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학생들의 학습동기 측정은 수업 효과를 평
가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다른 교
과목에도 특정 주제에 맞게 변형된 Science 
Motivation Questionnaire Ⅱ가 활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공학계열 학생들의 물리학습동기는 외적동기
인 성적동기와 직업동기는 충분하지만 내재동기, 자기
결정력, 자기효능감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본 연구결과 한국 공학계열 학생들은 외적동기에 치
우쳐 있어 학습 지속성이 낮을 것을 우려할 수 있다. 
이에 공학계열 학생들의 물리학습에 대한 내재동기, 
자기결정력, 자기효능감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높일 수 있
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기
는 새로운 교수-학습 전략을 실행하는 것만으로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Argaw et al. (2014)은 
PBL(problem based learning) 전략을 적용한 물리 
수업을 통해 대학생들의 문제해결력은 향상하였으나 
학습동기는 높아지지 않았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물
리학습 동기의 향상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학
습동기와 관련된 여러 구인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
자들은 학생들의 내적 동기를 이해하기 위해 숙달목
표지향(mastery goal orientation)에 대한 탐색이 필
요하다고 제안한다. 숙달목표지향을 가진 학생들은 일
반적으로 내적동기가 높고 학습의 지속성이 높게 나
타난다(Ramnarain & Ramailia, 2014). 따라서 학생
들의 물리학습에 있어 숙달목표지향을 가지는 것에 
대해 교수자의 인식을 높이고 학생들이 물리학의 탐
구 과정에서 즐거움을 익혀 내적 동기를 높일 수 있
는 교수 전략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공학계열과 대학생들의 물리학습동기는 성별
과 전공에 따라 다른 특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물리 
개념은 이론적인 성향이 강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성취를 나타내기 어렵다(Ko, Lee, & Kim, 

요인

M (SD)

F 유의
확률

건축
공학부

 (n =21)

기계
공학부

 (n =21)

사회기반
시스템
공학부

 (n =53)

융합
공학부

 (n =100)

전기전자
공학부

 (n =82)

화학
신소재
공학부

 (n =88)

기타
 (n =9)

내재
동기

3.26
(0.66)

3.19
(0.78)

3.47
(0.76)

3.39
(0.87)

3.46
(0.76)

3.43
(0.75)

3.76
(0.89) 0.812 .561

자기
결정력

3.12
(0.77)

3.26
(0.74)

3.35
(0.71)

3.38
(0.78)

3.15
(0.64)

3.40
(0.72)

3.71
(0.78)

1.766 .105

자기
효능감

3.20
(0.75)

3.08
(0.93)

3.41
(0.68)

3.39
(0.82)

3.32
(0.72)

3.48
(0.79)

3.64
(0.93)

1.174 .319

성적
동기

4.11
(0.54)

4.27
(0.48)

4.21
(0.53)

4.23
(0.62)

4.13
(0.60)

4.18
(0.68)

4.17
(0.68) 0.388 .887

직업
동기

3.46
(0.82)

3.90
(0.77)

3.97
(0.67)

3.62
(0.82)

3.78
(0.67)

3.86
(0.70)

3.31
(0.84)

2.830 .011

Table 7. Mean comparison of PMQ factors by majors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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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공학계열 학생들의 물리학습동기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이는 여학생들이 물리학 강의의 
학점이나 교사가 직접 낸 문제에서는 남학생들보다 
높은 성취를 보이며(Rennie & Paker, 1991), 남학생
들은 여학생들보다 새로운 상황을 제시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더 능숙한 경향이 있는 것(Haggerty, 
1987)과 같이 학습 맥락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가 성
취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
서 물리학습에 대한 동기, 학습 맥락, 평가방법 등의 
차이에 따른 물리학업성취도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무엇이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대상의 물리학습동기는 대학 입학 전
까지의 물리학습 경험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대학 교육과정 중의 물리학습동기의 변화를 
추적하여 대학의 물리학 강의가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높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공학계열 학생들의 물리학습동기
만을 측정하고 살펴보는 것에 한정되어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타당성이 검증된 PMQ를 이용하여 공학
계열 대학생들의 물리학업 성취와의 관계를 검토할 
수 있으며, 학습동기와 고교 물리 이수여부, 일반물리
학 성취도 등의 다른 요인들과의 관계를 탐색이 가능
할 것이다.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공학대학 학생들의 물리학에 대한 자
발적인 학습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를 탐색하기 위
해 물리학습동기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Glynn 등이 개발한 Science Motivation 
Questionnaire Ⅱ(SMQ Ⅱ)을 물리학습 상황으로 
수정한 Physics Motivation Questionnaire(PMQ)
을 이용하여 서울에 위치하는 C대학의 공학계열 1
학년 학생 374명을 대상으로 물리학습동기를 측정
하였다. PMQ는 intrinsic motivation, career 
motivation, self-determination, self-efficacy, 
grade motivation의 5요인으로 구성되며 총 25개 
리커트 척도문항의 검사도구이다. PMQ는 탐색적요
인분석(EFA)를 통해 5가지 요인이 공학계열 대학
생들의 물리학습동기를 측정하는데 있어 구조적으
로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라쉬(Rasch)모델 분
석을 활용하여 문항적합도(MNSQ)를 확인하였다. 
측정결과, 물리학습동기의 요인 중에서는 성적동기
가 평균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직업동기가 평균 3.75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내재동기는 평균 3.42, 자기효능감은 평

균 3.38, 자기결정력는 평균 3.32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공학대학 학생들의 과학학
습 동기는, 점수 및 직업과 관련된 외적 동기가 높
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
서 공학계열 학생들 물리학습에 대한 숙달목표지향
을 가지고 내적 동기를 높일 수 이도록 하는 교수-
학습 전략의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공학교육, 물리 성취도, 동기, 공학계열 대
학생, 내적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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