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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과학 학습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인지적 측면의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인지적 측면을 중요

시하는 학습지도 전략은 동기, 감정과 같은 정의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Pintrich, Marx, & Boyle, 

1993; Randler et al., 2011). 정의적 요인은 인지적 요인과 함께 서로 

영향을 주며 학습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Bloom, 1976; Tobin et al., 

2013). 학생들의 과학적 소양과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교사는 학생

의 인지적 요인과 정의적 요인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Laukenmann 

et al., 2003; Mallow & Greenburg, 1982). 정의적 요인은 학업 성취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정의적 요인 그 자체가 교육의 중요

한 목표가 되기도 한다(Eggen & Kauchak, 2010; Shin et al., 2017).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목표에서 정의적 영역의 내용이 가장 

먼저 제시된 점도 정의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의적 요인은 인간이 지닌 정서(emotion)와 감정

(feeing), 정동(affect), 기분(mood)을 나타내는 요인을 의미한다

(Anderson, 1981). 학습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습의 전 

과정에 영향을 주는 정의적 요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Schutz & 

Lanehart, 2002). 하지만 현재까지 과학 교육에서 정의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Alspo & Watts, 2003; Fortus, 2014). 과학 학습

과 관련된 정의적 요인은 학습자로 하여금 인지적 참여에 몰입하게 

하며, 한 단계 높은 인지활동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Shin et al., 2017). 여러 선행연구에 의하면 과학과 관련된 정의적 

요인이 무엇이고 어떤 기준에 의해 구분되는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마다 상이한 견해를 보인다. 과학 학습과 관련된 정의적 요인이 매우 

광범위할 뿐 아니라 연구자의 기준과 초점에 따라 다루는 요인이 차

이가 있기 때문이다(Shin et al., 2017).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의 정서를 고려한 학습지도가 중요하

다(Schutz & Pekrun, 2007). 학습 과정에서 정서는 학습 관련 여러 

중재변인들과 연결되어 학업 성취에 영향을 주며, 과학교육에서도 

주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Jaber & Hammer, 2016). 특히 학습 지도

에 호기심과 불안의 정서 상태(emotional state)를 고려해야한다(Kang 

& Kim, 2020; Lester, 1968; Trudewind , 2000). 과학 학습에서 학생들

은 자신의 선개념과 일치하지 않거나 신기하고 복잡한 자료를 접하게 

되면 그 자료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조절하는 학습 

변인으로는 호기심과 불안이 있다(Lester, 1968; Pacheco-Unguetti et 

al., 2010). Day (1982)는 학습 자료의 내용이 지나치게 새롭거나 복잡

하거나 불확실할 경우 불안이 유발될 수 있으며, 반대로 학생들에게 

너무 익숙한 내용이 주어진다면 지루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둘의 중간 정도의 자극이 호기심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이와 비슷

하게 Leherissey (1971)는 호기심과 불안을 적정수준 이상의 자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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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유발되는 추동 상태(drive state)로 설명하였다. Lester (1968)는 

불안은 호기심으로 인한 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Trudewind (2000)는 인지발달의 동기적 요소로써 호기심과 불안을 

연구하였다. 

호기심은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학습 내용을 더 많이 상기시켜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Borowske, 2005; 

Gruber, Gelman, & Ranganath, 2014; Kang et al., 2009). 과학 학습 

과정에서 호기심이 증가하면 학생들의 과학적 소양을 길러주고 과학 

관련 문제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준다(Bathgate, Schunn, & Correnti, 

2014). 이때의 호기심은 개인의 타고난 특성(trait)으로써의 호기심이 

아닌, 문제 상황에 따라 매 순간 그 수준이 변할 수 있는 상태(state) 

측면의 호기심(이하 상태호기심)을 말한다. 과학 교육에서는 호기심

을 특성의 측면이 아니라 상태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Jirout & Klahr, 2012; Luce & HSI, 2015). 마찬가지로 상태 측면의 

불안(이하 상태불안) 역시 학습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이다(Sahin, Caliskan, & Dilek, 2015). 상태불안이 특정 수준 이

상으로 높아지면 과제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Covington, 1992; 

Eysenck, 1992; Wine, 1980). 여러 선행연구(Broadhurst, 1959; Hebb, 

1955; Leherissey et al., 1971)에 의하면 상태불안이 최적의 수준일 

때 과제 수행과 학업 성취도가 최대가 된다. 

상태호기심과 상태불안은 적절한 교육적 개입을 통해 그 수준을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특성호기심과 특성불안보다 중요하게 다루어

져야 한다. 따라서 과학 학습 과정에서 학생의 상태호기심과 상태불

안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현재까지 상태호기심이나 상태불

안을 측정할 수 있는 공인된 검사도구는 대부분 해외에서 개발되었다. 

상태호기심을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도구는 Melbourne Curiosity 

Inventory (MCI; Naylor, 1981), State Epistemic Curiouis Scale

(SECS; Leherissey, 1971), State-Train Curiosity Inventory (STCI; 

Spielberger et al., 1976), The Trait-State Curiosity Inventory for 

junior high school students (TSCI; Olson, 1986)가 있다. MCI는 상태

호기심과 특성호기심을 각각 20 문항으로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도구는 인지적 측면의 상태호기심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과학 

교육에 적용하기 좋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일부 문항들을 수정

해서 사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SECS는 특정한 학습 자료를 읽은 

후 20 개의 문항으로 지적 상태호기심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도구의 문항은 학습 자료를 읽고 난 후의 호기심을 측정하도

록 구성되었다. 따라서 학습 자료를 읽지 않는 과학 수업 상황에 적용

하기 위해서는 문항의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STCI는 상태호기심과 

특성호기심에 대해 각각 15 문항으로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도구는 호기심을 느끼는 대상이나 이유가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학습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힘들다.1) TSCI는 특성호기심과 상태

호기심 각각 40 문항으로 구성된 검사도구로써 특정한 상황에서만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이 많다. 그리고 과학과 관련 없는 측정 문항도 

많기 때문에 과학 학습 과정에 그대로 사용하기 어렵다. 상태불안을 

측정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도구는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Spielberger, 1983)와 State-Trait Inventory for Cognitive and 

1) 만약 문제에 대면한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유발된 호기심을 측정하기 위해 

‘I feel interested’, ‘I feel curious’, ‘I feel stimulated’와 같은 문항을 사용할 

경우, 그 호기심이 문제와 무관한 상황에 의해 유발된 호기심일 수도 있지만 

이를 구분하기가 힘들다.

Somatic Anxiety - Children version (STICSA - C; Deacy et al., 2016)

가 있다. STAI는 불안 관련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불안 검사도

구 중 하나로(Marteau & Bekker, 1992; Zsido et al., in press; 2020), 

각각 20 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2 개의 검사지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검사지는 상태불안을, 두 번째 검사지는 특성불안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초기 STAI (STAI Form X: Spielberger, 1970)

의 문항은 우울감과 불안을 적절히 구분하지 못하고, 어리거나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적절하지 못하며, 2 가지 하위 요인

(‘anxiety-present’와 ‘anxiety-absent’)이 타당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았다(Gros et al., 2007).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1983 년 개선된 

STAI 문항(STAI Form Y)이 개발됐으나 불안을 표상하는 서술용어

로만 표현되어있어2) 구체적인 학습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기 힘들다. 

일부 문항의 경우 고등학생도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사용되었다

(Hoehn-Saric et al., 1987). 그리고 상태불안을 측정하기에 문항 수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Marteau & Bekker, 1992; Zsido et 

al., in press; 2020) STAI의 축약판도 개발되었다. 하지만 축약판 역시 

부적절한 표본 사용, 역채점 문항 포함, 확실하지 않은(equivocal) 통

계 처리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Zsido et al., in press; 2020) 과학 

교육에 그대로 적용하기 힘들다. STAI의 어린이용 버전(STAIC: 

Spielberger, 1973)이 있지만 이는 초기 문항(STAI Form X)을 피험자 

수준에 맞게 바꾼 것이므로 초기 STAI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STAI의 경우에는 불안의 인지적 측면과 신체적 측면을 

구분하지 않아 인지적 측면의 불안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STICSA-C는 STICSA (Ree et al., 2000)의 어린이용 버전이다. 

STICSA는 지금 바로 이 순간 응답자들이 어떻게 느끼는를 측정하는 

21 문항의 상태불안 검사지와 일반적으로 각 문항의 진술이 얼마나 

자주 응답자에게 맞는지를 측정하는 21 문항의 특성불안 검사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 검사지는 불안의 인지적 증상을 묻는 10

문항과 신체적 증상을 묻는 11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STICSA는 

STAI의 한계점을 보완한 검사도구로써 STAI보다 수렴타당도가 높

으며 우울감(depression) 및 정동(affect)과의 판별타당도도 더 우수하

다(Roberts, Hart, & Eastwood, 2016).3) 하지만 상태불안 및 특성불안

을 측정하는 문항의 진술이 동일하기 때문에 특정한 학습 상황에 맞

는 상태불안을 측정하기가 힘들다. 공통적으로 이들 검사도구는 측정 

문항이 심리적 구성개념을 표상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핵

심 용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기가 쉽지 않고, 학생들은 원래 문항의 

의도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국내에서 개발된 상태호기심 및 상태불안

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Lee et al. (2003)의 Cognitive Conflict Levels 

Test (CCLT)가 있다.4) CCLT는 학생이 불일치 상황에 대면했을 때의 

인지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이다. 따라서 CCLT를 이용하

여 학생들이 불일치 대면 전 문제 상황에 대면하거나 과학 개념을 

학습하는 상황 등에서의 호기심과 불안을 측정하기 어렵다. 기존에 

2) ‘I am jittery’, ‘I feel nervous’, ‘I am tense’와 같은 문항은 불안을 표현하는 

서술용어로만 적혀있다. 

3) STAI 중 특성불안을 측정하는 문항은 불안(pure anxiety)만을 측정하기보다 

우울감 또는 부정적 정동(affect)도 함께 측정된다는 지적이 있었다(Bados, 

Gomez-Benito, & Balaguer, 2010; Bieling, Antony, & Swinson, 1998; Caci 

et al., 2003; Endler et al., 1992).

4) CCLT의 하위 요인은 ‘흥미’와 ‘불안’으로 명명되어 있지만 ‘흥미’를 측정하

는 문항에 ‘호기심이 생긴다’와 같은 내용이 있으며, 흥미와 호기심의 개념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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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측정도구를 자신의 연구 목적과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한

다면 그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과학 호기

심 및 불안 측정도구를 적용한 연구에서 측정도구의 원래 의도와 다

르게 측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실제 측정해야 할 것들을 정확히 

측정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Blalock et al., 2008; 

Landrum et al., 2016; Osborne, Simon, & Collins, 2003).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학생의 상태호기심 및 상태불안을 파악하면 

그 당시 학생의 수준과 상태에 맞는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과학 

학습 과정에서 유발되는 상태호기심 및 상태불안에 따른 학습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과학 문제를 풀고, 정답을 확인하고, 개

념을 학습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각 상황에서의 호기심 및 불안을 알 

필요가 있다. 또한 과학 학습 과정에서 유발되는 호기심 및 불안 수준

의 변화를 안다면 호기심 및 불안이 유발되는 조건과 원인을 파악할 

수 있어 학습지도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기존의 측정

도구로는 각각의 상황에 맞게 호기심 및 불안을 측정하기가 쉽지 않

고, 학습 상황에 따른 학생의 호기심 및 불안 수준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더욱 힘들다. 

이에 본 연구는 과학 학습 상황을 과학 문제 대면, 결과 확인, 과학 

개념 학습 상황으로 구분하여 매 상황마다 학생들의 상태호기심 및 

상태불안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Science State Curiosity and Anxiety 

Scale; SSCAS)를 개발하고자 한다. 그리고 개발된 측정도구의 신뢰

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호기심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호기심의 여러 유형들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Weible & Zimmerman, 2016). 호기심은 

신기하거나 복잡하거나 불명확한 자극에 의해 유발되는 새로운 정보

를 알고자 하는 욕구(Berlyne 1954; Bowler, 2010; Litman & 

Jimerson, 2004; Grossnickle, 2016)로써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동기적 요소이다(Loewenstein, 1994). 이러한 호기심은 학자들마다 

복합적이면서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이를 Table 1에 제시

하였다.

호기심의 대상에 따라 지적(epistemic), 지각적(perceptual), 사회적

(social), 물리적(physical) 호기심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적 호기심은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고 당면한 지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식에 대한 욕구(Litman & Spielberger, 2003; Park, Mahony, 

& Kim, 2011; Piotrowski, Litman, & Valkenburg, 2014; Rossing & 

Long, 1981)이며, 지각적 호기심은 복잡하거나 모호한 형태의 감각 

자극에 의해 유발되는 호기심(Berlyne, 1957; Collins, Litman, & 

Spielberger, 2004)을 뜻한다. 사회적 호기심은 사람들의 인적정보 또

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탐색하려는 본질적인 성향(Renner, 2006)을 

말하며, 물리적 호기심은 자신과 주변 환경에 대한 조작

(manipulation)과 탐색활동(exploration)을 포함하는 호기심을 의미한

다. 호기심은 상태(state)호기심과 특성(trait)호기심으로도 구분할 수 

있으며, 이 두 호기심은 안정적인 정도가 다르다(Boyle, 1979; 

Kashdan & Roberts, 2004; Loewenstein, 1994; Naylor, 1981; 

Spielberger et al., 1979). 상태호기심은 특정한 상황에서 유발되는 

호기심으로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의해 그 수준이 변한다(Bolye, 

1983; Sung et al., 2008). 반면 특성호기심은 개인의 타고난 특성(성

향)이라는 측면에서의 호기심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특징을 가진다. 

그리고 호기심 또는 탐색행동의 범위에 따라서도 구분이 가능하다

(Arnone & Grabowsky 1994; Spielberger & Starr 1994). 구체적

(specific) 호기심은 특정한 대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폭은 좁지만 깊은 

형태의 호기심이다(Kashdan, Rose, ＆ Fincham, 2004; Jirout & Klahr, 

2012; Sung et al., 2009). 이 호기심이 유발된 학생은 특정한 자극과 

대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려는 경향을 띤다. 포괄적(diversive) 호기

심은 다양한 대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폭은 넓지만 얕은 형태의 호기

심이다. 이 호기심이 유발된 학생은 일정한 방향성을 갖지 않고 폭넓

게 정보를 찾는 경향을 띠며, 따분함이나 지루함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자극을 찾는 행동(Arnone & Grabowsky, 1994)을 하게 

된다. Ainley (1987)와 Langevin (1971)는 어떤 대상을 깊게 조사하고 

탐구하려는 성향의 호기심(Depth of interest curiosity)과 새로운 사건

이 어떤 것인지 겪어보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얕게 경험해보려는 성

향의 호기심(Breadth of interest curiosity)으로 구분하였는데 구체적 

호기심과 포괄적 호기심의 구분과 큰 차이는 없다. Litman과 동료들

은 호기심 또는 탐색행동의 이유에 따라서 흥미형(interest-type) 호기

심과 결핍형(deprivation-type) 호기심으로 구분하였다(Litman, 2008; 

Curiosity

⋅Dimensions based on object of curiosity

⋅Epistemic(Intellectual, Cognitive, Academic, Information-Seeking) vs. Perceptual(Sensory) vs. Social(Interpersonal) vs. Physical 

⋅Dimensions based on degree of stability 

⋅State vs. Trait 

⋅Dimensions based on the range of curiosity or exploration

⋅Specific(Depth) vs. Diversive(Breadth)

⋅Dimensions based on the reason for curiosity or exploration

⋅Interest-type vs. Deprivation-type 

Anxiety

⋅Dimensions based on degree of stability 

⋅State(Situational) vs. Trait(Cross-situational) 

⋅Dimensions based on its underlying psychological mechanism

⋅Cognitive(Psychic, Worry, Thoughts) vs. Somatic(Physiological, physical, Autonomic reactions, Emotionality)

⋅Dimensions based on reason and property of anxiety

⋅Specific vs. General

Table 1. Comparisons of Curiosity and Anxiety Dim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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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man, Crowson, & Kolinski, 2010; Litman & Jimreson, 2004). 흥미

형 호기심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알게 된다는 기대감에서 오는 긍

정적인 감정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감정을 추구하기 위해 학생

들은 탐색행동을 하게 된다. 반면 결핍형 호기심은 불확실성과 자신

이 원하는 정보를 모른다는 지각에서 기인한 부정적인 감정과 연관되

어 있으며, 이러한 감정을 피하기 위해 학생들은 탐색행동을 하게 

된다. 호기심 대상에 대한 학생들의 지식 수준에 따라 유발되는 호기

심 유형이 달라지므로(Litman et al., 2005; Loewenstein, 1994), 

SSCAS를 개발할 때 흥미형 호기심과 결핍형 호기심 측면은 고려하

지 않았다. 학생들의 지식 수준을 알아야만 흥미형 호기심이 유발되

는지 결핍형 호기심이 유발되는지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

도 예측할 수 없는 원인(Unpredictability)에 의해 유발되어 최소한의 

지식만 있어도 되는 전방향(forward) 호기심과 예상과 불일치한 현상

에 의해 유발되어 적정 수준 이상의 지식이 필요한 역방향(backward) 

호기심으로 개인이 호기심을 느낄 때 일어나는 추론의 방향에 따라 

구분하기도 한다(Shin & Kim, 2019).

한편, 과학 교육에서 호기심은 흥미와 깊은 관련이 있다(Weible 

& Zimmerman, 2016). 호기심과 흥미는 탐색활동과 관련된 동기-정

서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호기심과 흥미를 구분하

지 않고 있다(Ainley, 1987; Boscolo et al., 2011; Bowler, 2010; 

Kashdan & Silvia, 2009; kashdan et al., 2009; Luce & HSI, 2015; 

Panksepp, 1998; Silvia, 2006). 하지만 호기심과 흥미는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이 둘의 관계를 구분해야하며(Reeve, 1996; Kim, 2016; 

Renninger & Hidi, 2016), 실제로 이 둘의 관계를 구분하려는 연구

(Grossnickle, 2016; Hidi & Renninger, 2006; Shin & Kim, 2019)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호기심과 흥미의 구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Luce & HSI, 2015). 호기심과 흥미가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

라고 주장하는 연구(Arnone et al., 2011; McGillivray, Murayama, 

& Castel, 2015)도 있으며, 호기심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

는 연구(Bergin, 1999)도 있었다. 이와 다르게 Henderson, 

Charlesworth & Gamradt (1982)과 Henderson & Moore (1979)는 흥

미가 호기심 유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Harty & 

Beall (1984)은 과학 호기심 측정도구를 개발하면서 과학 흥미를 호기

심의 하위요소로 넣었다. Kashdan et al. (2009)은 호기심과 흥미 모두 

어떤 대상에 대해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데 공통점이 있다

며 이 둘의 관련성을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호기심과 흥미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관점에서 SSCAS를 개발하였다. 

불안은 불확실한 결과에 기인한 심리적 동요로써 주관적 염려와 

불편한 감정(Levitt, 1980; Sahin, Caliskan, & Dilek, 2015; Tobias, 

1979; Lee, 1992; Lim & Lim, 2007)이다. 불안은 주변의 환경과 상황

에 의해 그 수준이 쉽게 변할 수 있는 상태불안과 그 수준이 쉽게 

변하지 않는 개인의 타고난 성향이라는 특성불안으로 구분할 수 있으

며, 이 둘은 안정적인 정도가 다르다(Spielberger, 1983). 불안의 심리

적 기제에 따라서 인지적(cognitive)불안과 신체적(somatic)불안으로 

구분된다(Deacy et al., 2016; Martens et al., 1990; Ree et al., 2008). 

인지적 불안은 불안의 인지적 측면으로써 자신의 수행과 그 결과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의미하며 학습과 과제 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있

다고 여겨진다(Hembree, 1988). 반면 신체적 불안은 인지적 불안과 

대비되는 신체적인 증상을 의미하며 근육의 긴장, 식은 땀, 호흡곤란, 

두통 등의 반응을 수반한다. Landers (1980)는 불안의 원인과 성질에 

따라 구체적(specific)불안과 일반적(general)불안으로 구분하였다. 구

체적 불안은 원인이 되는 어떤 대상 또는 상황에 국한된 불안을 말한

다. 반면 일반적 불안은 상황의 특수성을 갖지 않는 불안을 말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 SSCAS 개발 과정은 Figure 1과 같다.  

1. 문헌 분석 및 예비 문항 개발

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 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과학 상태

호기심(Science State Curiosity; SSC) 및 과학 상태불안(Science State 

Anxiety; SSA)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여러 연구에서 

상태호기심은 상태불안과는 다르게 자기 보고식의 단일 문항으로 측

정되고 있다(Kang et al. 2009; Litman et al., 2005). 하지만 단일 

문항으로 상태호기심을 측정할 경우 크론바흐 α계수로 측정되는 내

적일관성을 추정할 수 없고(Oshagbemi, 1999), 호기심이나 불안과 

같은 상대적으로 복잡한 구성개념에 대한 신뢰성 있는 측정치를 제공

할 수 없다는 단점(Loo, 2002)이 있다. 보통 4∼5 개의 문항으로 구성

Literature review and 

developing preliminary items

- Operational defining the SSC and SSA

- Developing items according to operational definitions by analyzing prior studies and Scales

↓

Preliminary test

(Confirming face validity)

- 21 students in 5th grade

- Checking the time required for survey and understanding of the terms and expressions of each item

↓

Experts review

(Confirming content validity)
- Review and in-depth interview with 9 science education experts and refining questionnaires

↓

Main test

(Confirming construct validity and reliability)

- 621 students in 5th and 6th grade in cities and countries

- Item relevance, Internal consistency, Correlation analysis

-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

Final items development - Complete final items to measure SSC and SSA applicable in three stages of learning context

Figure 1. Process of Instrument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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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검사도구가 하나의 구성개념을 측정하는데 실질적⋅통계적으로 

유용하다(Kline, 2005; Raykov & Maroulides, 2001). 따라서 SSCAS

가 SSC 및 SSA를 타당하고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도록 단일 문항

이 아닌 다섯 개의 문항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SSC 및 SSA는 

학생들이 과학 문제를 풀고, 그 결과를 확인하고, 결과에 대한 이유를 

학습하는 일련의 학습 과정에서 각각의 학습 상황에 따라 그 수준이 

바뀔 수 있으므로 이를 측정하는 문항의 내용도 각각의 상황에 적합

해야한다. 이에 과학 학습 상황을 과학 문제 대면, 결과 확인, 과학 

개념 학습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상황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SSC 및 SSA를 측정하는 문항을 개발하였다. 과학 문제 대면 상황은 

학생들이 과학 실험 또는 과학 문제에 대면하는 상황, 결과 확인 상황

은 실험 결과 또는 문제의 정답과 같은 과학 문제의 결과를 확인하는 

상황, 과학 개념 학습 상황은 과학 문제의 풀이를 포함한 문제와 관련

된 개념을 학습하는 상황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각 상황에 맞게 

SSC 및 SSA를 측정하고 그 변화를 파악하기 쉽도록 단계별로 문항 

수와 기본틀이 동일하게 예비 문항을 개발하였다. 

가. 과학 상태호기심(SSC) 측정 문항 개발

SSC를 측정하는 문항을 개발하기에 앞서 SSC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SSC는 Figure 2와 같이 과학과 관련된 구체적, 지적 측면의 

호기심인 과학 호기심에 상태적인 측면이 더해진 개념이다. 과학 호

기심이란 ‘자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과학 영역 지식에 대한 욕

구’(Krapp & Prenzel, 2011; Spektor-Levy, Baruch, & Mevarech, 

2013; Weible & Zimmerman, 2016)이다. 여기에 ‘특정한 상황에서 

유발되는 일시적인 호기심’인 상태호기심(Markey & Loewenstein, 

2014; Loewenstein, 1994; Naylor, 1981) 개념과 합하여 SSC를 ‘주어

진 과학 학습 상황에서 당면한 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이 

일시적으로 느끼는 과학 영역 지식에 대한 욕구’로 정의하였다. 그리

고 과학 문제 대면, 결과 확인, 과학 개념 학습의 세 단계 상황에서의 

SSC를 정의하였다. 

세 단계의 과학 학습 상황에서 SSC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

하기 위해 현재까지 개발된 호기심 측정도구를 분석하였다(Table 2). 

호기심이 다차원적인 속성을 지닌 만큼 호기심 측정도구도 다양하다. 

그리고 호기심과 유관개념인 동기, 흥미, 탐색행동 측정도구 역시 호

기심을 측정할 때 사용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SSC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적호기심, 상태호기심, 과학호기심 측정도

구에 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정의한 내용에 적합

하면서 측정 문항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서술용어 다섯 개를 

추출하였다(Table 2). 추출된 다섯 개의 용어와 Grossnickle (2016)이 

제시한 지적호기심의 네 가지 필수 요소인 ①지식과 정보에 대한 

욕구, ②탐색행동, ③호기심 유발 자극(collative variable),5) ④긍정

적인 감정과 각성이 드러나도록 문항을 개발하였다. 학자들마다 호기

심의 하위 요소를 정의하는 것이 모두 다르고, 공통적으로 구분되는 

하위 요소가 없다. 따라서 Lee et al. (2003)이 측정 도구 개발을 위해 

사용한 각 문항 간 명확한 의미 구분, 용어 사용의 적절성을 기준으로 

각 단계별 SSC 측정 문항을 단일 요소의 다섯 문항으로 개발하였다. 

각 문항의 내용은 SSC를 표상해야 하므로 문항에 ‘호기심’이란 단어

가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였다.   

나. 과학 상태불안(SSA) 측정 문항 개발

SSA 측정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우선 SSA가 무엇인지 정의하여야 

한다. SSA는 Figure 3과 같이 과학 불안에 ‘과학 학습& 학습 내용’에 

대한 구체적 측면, 상태적 측면, 인지적 측면이 더해진 개념이다. 과학 

불안은 ‘과학과 관련된 수행에서 기인하는 불안’(Lee, 1992; Mallow, 

1986; Mallow & Greenburg, 1982)이다. 이때 ‘과학과 관련된 수행’은 

Table 4와 같이 ‘과학 학습& 학습 내용’, ‘과학 실험’, ‘과학 평가’ 

등 과학과 관련된 전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의 

SSA는 과학과 관련된 전 영역이 아닌, 과학 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이 

5) Berlyne (1960)은 호기심을 유발하는 자극으로 ‘collative valuable’이란 용어

를 사용하였다. 여기에는 불일치(incongruity), 복잡성(complexity), 신기함

(novelty), 놀라움(surprisingness)(Loewenstein, 1994, p.81) 이외에도 애매모

호함(ambiguity), 도전적인 문제(challenge), 불확실성(uncertainty), 당황스러

움(puzzling) 등이 포함된다. 이런 변수들은 개개인에게 인지적불평형

(disequilibrium)과 각성(arousal) 상태를 유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Grossnickle, 2016, p.28, 34, 36). 

Figure 2. Operational Definition Process of Science State Curio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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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cted Predicate Original Predicates Source of Scale(Citation)

흥미롭다

(be interesting)

be interested in CEI(Kashdan, Rose, ＆ Fincham, 2004)

be interesting CSCS(Harty & Beall, 1984)

interested in ECS(Litman & Spielberger, 2003)

feel interested, interest captured, be intrigued MCI(Naylor, 1981)

interested in MMSI(Boyle, 1992)

be interesting, losing interest(*) SECS(Leherissey, 1971)

feel interested, feel disinterested(*) STCI(Spielberger et al., 1976)

be interesting, be interested TSCI(Olson, 1986)

관심을 끈다

(attract one’s 

attention)

focus one’s attention on, be attracted I/D-YC(Piotrowski, Litman, & Valkenburg, 2014) 

feel absorbed MCI(Naylor, 1981)

have trouble paying attention on(*) SECS(Leherissey, 1971)

attention captured TSCI(Olson, 1986)

알고 싶다

(want to know)

don’t like not knowing(*), feel knowledgeable CFDS(Litman & Jimerson, 2004)

want to know, fun to learn CSCS(Harty & Beall, 1984)

enjoy learning, fascinating to learn ECS(Litman & Spielberger, 2003)

want to know, fun learning I/D-YC(Piotrowski, Litman, & Valkenburg, 2014) 

want to know, want information, want to make sense MCI(Naylor, 1981)

enjoyed learning, it’s fascinating to me to learn, it’s fun to increase my 

understanding, it’s exciting to me to learn about, 
SECS(Leherissey, 1971)

want to know, like to learn SIC(Maw & Maw, 1968)

want to know, want to learn TSCI(Olson, 1986)

알아보고 싶다

(want to find out)

seek information, probe into CEI(Kashdan, Rose, ＆ Fincham, 2004)

seek information CEI-Ⅱ(Kashdan et al., 2009)

figure out, try to learn, work to solve, spend time to be understood CFDS(Litman & Jimerson, 2004)

like to search for CSCS(Harty & Beall, 1984)

would like to find out, enjoy exploring, discovering, trying to solve ECS(Litman & Spielberger, 2003)

try to figure out, try to make sense, examine I/D-YC(Piotrowski, Litman, & Valkenburg, 2014) 

want to probe, feel like seeking out, feel like searching out, want to explore MCI(Naylor, 1981)

like investigating MMSI(Boyle, 1992)

want to find out Scientific attitude test(Kim, Chung, & Jeong, 1998)

look something up, try to learn, SCILE(Weible & Zimmerman, 2016) 

try to figure out SECS(Leherissey, 1971)

like to find out, like to explore, like to discover SIC(Maw & Maw, 1968)

feel like exploring STCI(Spielberger et al., 1976)

want to find out, want to explore, want to seek out, want to study TSCI(Olson, 1986)

묻고 싶다

(would like to ask)

like to ask question CSCS(Harty & Beall, 1984)

ask ECS(Litman & Spielberger, 2003)

ask question I/D-YC(Piotrowski, Litman, & Valkenburg, 2014) 

feel inquisitive, feel like asking, want to enquire MCI(Naylor, 1981)

like asking question MMSI(Boyle, 1992)

question Scientific attitude test(Kim, Chung, & Jeong, 1998)

ask SCILE(Weible & Zimmerman, 2016) 

spend time answering SECS(Leherissey, 1971)

question, ask questions, ask about SIC(Maw & Maw, 1968)

feel inquisitive, in a questioning mood STCI(Spielberger et al., 1976)

question, want to ask TSCI(Olson, 1986)

(*): reverse scored  

Table 2. Predicates extracted to make SSC questionnaires from Curiosity Sc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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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는 상태불안을 말한다. 불안의 인지적 측면은 과제 수행 및 학습

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Hembree, 1988; Kim & Bao, 2008). 따라

서 SSA를 측정하는 문항은 ‘과학 학습& 학습 내용’ 영역과 관련된 

인지적 측면의 불안을 대상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과학불안에 ‘과학 

학습& 학습 내용’에 대한 구체적 불안과 ‘걱정, 부정적 생각 등을 

포함하는 사고 과정’인 인지적 불안(Deacy et al., 2016; Ree et al., 

2008), ‘특정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유발되는 불안’인 상태 불안

(Lim & Lim, 2007; Deacy et al., 2016; Spielberger, 1983)의 측면을 

포함시켜 SSA를 정의하였다. SSA를 ‘과학 학습 또는 내용에 기인한 

일시적인 심리적 동요 상태로써 인지적 측면의 불편함과 염려’로 정

의하였다(Figure 3). 그리고 과학 문제 대면, 결과 확인, 과학 개념 

학습의 세 단계 상황에서의 SSA를 정의하였다.     

단계별 SSA의 조작적 정의에 부합하면서 Burton (1998)이 제시한 

인지적 불안 반응인 걱정과 기타 부정적인 생각, 실패에 대한 상상 

Figure 3. Operational Definition Process of Science State Anxiety

Predicate of SSA 

questionnaire
Anxiety Scales in previous studies(Citation)

고민이 된다

(agonize)
CCLT(Kim, 1999; Kwon, 1999; Park, 1999); STICSA(Ree et al., 2000)

혼란스럽다

(confuse)
CCLT(Kim, 1999; Kwon, 1999; Park, 1999); POMS(McNair, Lorr, & Droppleman, 1971); STAI(Spielberger, 1983); TAS(Sarason, 1978) 

답답하다

(feel frustrated)
CCLT(Kim, 1999; Kwon, 1999; Park, 1999) 

초조하다

(nervous)

AEQ(Pekrun et al., 2005); CMAS(Castenada, McCandless, & Palermo, 1956); CSAQ(Schwartz, Davidson, & Guleman, 1978); 

CTA(Cassady & Johnson, 2002); CTAS(Wren & Benson, 2004); Cognitive Anxiety Measurement(Hong et al., 2017); 

MAACL-R(Zuckerman & Lubin, 1985); R-CMAS(Reynolds & Richmond, 1978); SAMS(Lee, 1992); SAS(Güzeller & Doğru, 2012); 

STAI(Spielberger, 1983); STAIC(Spielberger, 1973); TAICA(Lowe et al., 2008); TAS(Sarason, 1978); TMAS(Taylor, 1953) 

걱정된다

(worry)

AEQ(Pekrun et al., 2005); AEQ-KMS(Jeon, 2014); CMAS(Castenada, McCandless, & Palermo, 1956); Cognitive Anxiety 

Measurement(Hong et al., 2017); CSAI-2(Martens et al., 1990); CSAQ(Schwartz, Davidson, & Guleman, 1978); CTA(Cassady & Johnson, 

2002); CTAS(Wren & Benson, 2004); HAM-A(Hamilton, 1959); MAACL-R(Zuckerman & Lubin, 1985); R-CMAS(Reynolds & 

Richmond, 1978); SAMS(Lee, 1992); SAS(Güzeller & Doğru, 2012); STAI(Spielberger, 1983); STAIC(Spielberger, 1973); STICSA(Ree 

et al., 2000); STICSA-C(Deacy et al., 2016); TAICA(Lowe et al., 2008); TAS(Sarason, 1978); TMAS(Taylor, 1953)

Table 3. Predicates of SSA questionnaires and Anxiety Scales in previous studies

Main domain Researcher

Science learning & Learning contents
Czerniak & Chiarelott(1984); Hermes(1985); Lee (1992); Mallow(1986); 

Matyas(1984); Sahin, Caliskan, & Dilek, (2015); Wynstra(1993)

Science experiment
Czerniak & Chiarelott(1984); Hermes(1985); Lee (1992); Mallow(1986); 

Matyas(1984); Sahin, Caliskan, & Dilek, (2015); Wynstra(1993)

Science test (Assessment)
Czerniak & Chiarelott(1984); Hermes(1985); Lee (1992); Mallow(1986); 

Matyas(1984); Sahin, Caliskan, & Dilek, (2015); Wynstra(1993)

Attitudes toward science & Characteristics of leaner Alvaro(1978); Lee (1992); Mallow(1986)

Table 4. Domains of Science Anxiety



Kang & Yoo & Kim

492

등이 측정 문항에 드러나도록 하였다. 문항 개발 과정에서 예비 문항

의 서술용어가 실제 공인된 불안 측정도구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검토

하였다(Table 3). Lee et al. (2003)이 측정 도구 개발을 위해 사용한 

각 문항 간 명확한 의미 구분, 용어 사용의 적절성을 기준으로 SSA 

측정 문항을 개발하였다. 각 문항의 내용은 과학 상태불안을 표상해

야 하므로 ‘불안’이란 단어가 문항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였다.   

2. 예비 검사

광역시 소재 D초등학교 5 학년 21명을 대상으로 개발한 예비 문

항에 대한 안면타당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이 측정 문항을 읽

고 응답하는데 걸리는 총 시간이 적절한지, 문항에 나온 세부 용어 

및 내용을 각 문항의 의도에 맞게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3. 전문가 검토

과학교육전공 교수 2명, 박사 1명, 박사수료 및 박사과정 대학원

생 6명에게 예비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내용타당도

는 각 문항이 타당한 지를 묻는 4 단계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내용

타당도 지수(Conten Validity Index, CVI)값과 내용타당도 비율

(Conten Validity Ratio, CVR)값을 구하여 확인하였다. 그리고 각 측

정 문항 및 측정도구 전체에 대한 검토의견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CVI값이 0.75 이상이면 문항의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며(Chung, Wong, & Griffiths, 2007), 9명의 전문가들이 CVR

값을 측정할 경우 그 값이 0.78 이상이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Lawshe, 1975). 검증결과 SSC 측정 문항의 CVI값은 0.89∼1.00, 

CVR값은 0.78∼1.00의 범위였고, SSA 측정 문항의 CVI값은 0.78∼

1.00, CVR값은 0.56∼1.00의 범위로 나타났다. SSC 측정 문항은 모

두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SSA 측정 문항은 CVR값

이 기준치보다 낮게 나왔다. CVI값과 CVR값, 각 문항 및 측정도구 

전체에 대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과학교육 교수 2명과 함께 일부 

문항을 수정하였다. Table 5는 예비 문항과 검토의견이며, 수정된 문

항은 Table 7에 제시하였다. 수정된 문항에 대해 2차 내용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CVI값은 0.89∼1.00, CVR값은 0.78∼

1.00의 범위로 나타났다. 수정된 문항을 경력 5 년 이상의 초등교사 

8명에게 초등학생들이 이해가능한 문장으로 서술되었는지에 대해 

검토받았다.   

4. 본 검사

2019 년 4월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생 수는 2,747,219명이고, 도시

지역의 초등학교 수는 3,601 개(59. 2 %)이다(KEDI, 2019). SSCAS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측정도구이므로 지역규모, 성별, 학

년을 고려한 비율적 유층표집 방법을 통해 도시 5 개교, 읍면지역 3

개교의 5∼6 학년 초등학생 642명을 표본집단으로 선정하였다. 과

학 학습 중에 유발되는 호기심과 불안 수준은 특정 주제 또는 영역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Luce & HSI, 2015; Weible & 

Zimmerman, 2016), 학생의 사전지식과 난이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

다(Loewenstein, 1994; Kang & Kim, 2020). 따라서 세 차례의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난이도가 서로 다른 열평형 개념의 두 과제 개발하였

다(과제1 정답률: 59.3 %, 과제2 정답률: 29.6 %;  = 4.800, p =

.028). 표본집단의 학생들에게 두 과제를 이용하여 개발된 예비 문항

을 투입하였다. 과제1은 금속과 유리의 열전도율 차이와 접촉면적에 

따른 열의 이동량을 묻는 내용이며, 과제2는 물질의 양과 물질과 주위

의 온도 차이에 따른 물질의 온도변화를 묻는 내용이다. 모든 학생에

게 과학 문제를 푼 직후, SSC 및 SSA를 측정하는 Ⅰ단계 10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후 학생들에게 문제의 정답을 보여준 직후, 

Ⅱ단계 10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해당 문제의 풀이

가 있는 자료를 읽게 한 후, Ⅲ단계 10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응답하는데 시간 제약을 두지 않았으며, 한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동시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검사를 진행하였다. 총 검

사시간은 15 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 참여 학생 642명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일부 문항의 응

답을 누락시킨 21명을 제외한 62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결과를 분석

하였다(Table 6). 신뢰도 95 %에서 2,747,219명의 모집단을 대표하

기 위한 표본집단은 384명 이상이 필요하므로(Krejcie & Morgan, 

1970), 621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본 연구 결과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5. 최종 문항 개발

예비 검사 및 본 검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문항 

분석,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후 개발된 SSCAS의 최종 문항은 Table 

7과 같다. 

Item No. Preliminary Item Statement CVI CVR Experts’ review comments

SSCⅡ-3 I want to know the reason for this result. 1.00 1.00 ⋅The expression ‘reason for the result’ is clumsy.

SSAⅠ-1 I feel agonized what the answer to this matter will be. 0.78 0.56 ⋅Revised more appropriately to mean ‘agonize’

⋅Modified to avoid overlapping meanings with other 

questionnaires. (especially SSAⅡ-1 and SSCⅡ-3)

SSAⅡ-1 I feel agonized why this result came out. 0.78 0.56

SSAⅢ-1 Looking at this learning material, I feel agonized what I’m thinking is correct. 0.89 0.78

SSAⅠ-4 I feel like I’m missing something because I can’t make up my mind easily. 0.89 0.78
⋅Since the term ‘nervous’ is widely used in the 

anxiety scales, the statement “I’m nervous because 

I feel like I’m missing something” is better than 

the comprehensive meaning of statement “I feel like 

I’m missing something.”

⋅The term ‘easily’ has a relative meaning, so the 

responses may vary from respondent to respondent.

SSAⅡ-4 I feel like I’m missing something because I can’t accept this result easily. 0.89 0.78

SSAⅢ-4
I feel like I’m missing something because I can’t understand the contents 

of this learning material easily.
0.89 0.78

Table 5. Examples of preliminary items before refin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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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students

Population (%)
Sample

Task 1 Task 2 Total ( %)

Region
City 2,264,601 (82.4 %) 262 242 504 (81.2 %)

Country 482,618 (17.6 %) 62 55 117 (18.8 %)

Sex
Male 1,412,879 (51.4 %) 163 162 325 (52.3 %)

Female 1,334,340 (48.6 %) 161 135 296 (47.7 %)

Grade
5th 451,185 (48.7 %) 148 154 302 (48.6 %)

6th 475,899 (51.3 %) 176 143 319 (51.4 %)

Sum 2,747,219 (100 %) 324 297 621 (100 %)

Table 6. Population and Sample of students in this study

Stage

(Context)
Item No. Item Statement

Task 1(N=324) Task 2(N=297)

Mean SD Mean SD

Ⅰ

(Confronting 

scientific task)

SSCⅠ-1
이 문제가 흥미롭다.

(This problem is interesting.) 
2.41 1.16 2.57 1.19

SSCⅠ-2
이 문제는 나의 관심을 끈다.

(This problem attracts my attention.)
2.21 1.24 2.36 1.22

SSCⅠ-3
이 문제의 정답을 알고 싶다.

(I want to know the answer.)
3.14 1.12 3.20 1.07

SSCⅠ-4
이 문제와 관련된 과학 개념을 알아보고 싶다. 

(I want to find out about the science concepts related to this problem.)
2.37 1.26 2.47 1.23

SSCⅠ-5
이 문제와 관련하여 궁금한 것을 묻고 싶다.

(I’d like to ask something curious regarding this problem.)
2.32 1.22 2.35 1.25

SSAⅠ-1
이 문제를 풀어보니 고민이 된다.

(I feel agonized over this problem.) 
2.46 1.27 2.64 1.19

SSAⅠ-2
이 문제를 풀어보니 혼란스럽다.

(This problem confuses me.)
1.87 1.29 2.03 1.26

SSAⅠ-3
내가 푼 답이 맞다고 확신할 수 없어서 답답하다.

(I feel frustrated because I’m not sure that my answer is correct.)
2.18 1.33 2.31 1.29

SSAⅠ-4
이 문제를 풀면서 내가 무엇인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 초조하다.

(Solving this problem, I’m nervous because I feel like I’m missing something.)
1.56 1.30 1.77 1.29

SSAⅠ-5
내가 푼 답이 틀릴까 봐 걱정된다.

(I’m worried that my answer would be wrong.)
1.52 1.35 1.63 1.34

Ⅱ

(Checking the 

results)

SSCⅡ-1
이 결과가 흥미롭다.

(This result is interesting.) 
2.60 1.26 2.64 1.25

SSCⅡ-2
이 결과는 나의 관심을 끈다.

(This result attracts my attention.)
2.46 1.30 2.49 1.23

SSCⅡ-3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알고 싶다.

(I want to know why this result came out.)
2.68 1.35 2.92 1.23

SSCⅡ-4
이 결과와 관련된 과학 개념을 알아보고 싶다.

(I want to find out about the science concepts related to this result.)
2.33 1.36 2.38 1.29

SSCⅡ-5
이 결과와 관련하여 궁금한 것을 묻고 싶다.

(I’d like to ask something curious regarding this result.)
2.20 1.35 2.34 1.33

SSAⅡ-1
이 결과를 보니 고민이 된다.

(I feel agonized over this result.) 
1.40 1.30 1.59 1.23

SSAⅡ-2
이 결과를 보니 혼란스럽다. 

(This result confuses me.)
1.23 1.31 1.26 1.24

SSAⅡ-3
이 결과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답답하다.

(I feel frustrated because I don’t know the reason for this result.)
1.49 1.41 1.48 1.40

SSAⅡ-4
이 결과를 보니 내가 무엇인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 초조하다.

(Checking this result, I’m nervous because I feel like I’m missing something.)
1.09 1.25 1.22 1.26

SSAⅡ-5
이 결과에 대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I’m worried about whether I can understand the reason for this result.)
1.24 1.27 1.23 1.26

Table 7. Final items of SSCAS,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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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측정도구의 문항 분석

모든 문항은 0∼4 점의 5 단계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열평형 

개념의 두 과제를 학생들에게 각각 제시한 후 문항의 응답빈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하여 문항양호도를 분석하였다(Table 7 

참고). 응답빈도 분석 결과 모든 문항에서 학생들의 응답이 5 단계 

리커트 척도 점수인 0∼4의 값이 최소 1 회 이상 나타났다. 그리고 

한 단계 리커트 척도 점수의 응답률이 60 %를 넘는 문항이 없어 문항

별로 고르게 응답한 것을 확인하였다. 모든 문항의 평균은 0.5∼3.5

점 사이에 분포하여 천정효과 및 바닥효과를 보이는 문항은 없었다. 

표준편차는 모든 문항에서 1.01∼1.41 점 사이로 나와 Shrigley & 

Koballa (1984)가 제시한 기준치(표준편차 1.0∼1.5 점)에 적합하였

다.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모든 문항에서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

이 1.5 미만으로 나왔다. 이는 Kline(2016)이 제시한 기준치(왜도의 

절대값과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3, 10 이하)에 적합하다. 따라서 본 

측정도구의 문항은 통계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있다. 

2.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각 문항과 구성개념 간 상관관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문항과 구성개념 간 상관이 0.4 이상의 상관관계를 보이면 하나의 

구성개념을 묻는 문항들은 동일한 심리적 속성을 측정하며 수렴타당

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Kashdan, Rose, & Fincham, 2004; Park & 

Huh, 2012) 분석 결과 모두 0.7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므로 

SSCAS의 수렴타당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단계별 SSC와 

SSA 문항 간 상관관계는 유의미하지 않거나 낮게 나와 판별타당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SCAS는 모두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별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8). 표본적합도를 나타내는 KMO 지수

가 0.6 이상, Bartlett 검정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야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자료다(Dalgety, Coll, & Jones, 2003). 세 개의 

단계별 KMO 지수와 Bartlett검정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KMO>0.8, p<0.001) 응답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라고 판단

된다. 

자료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요인추출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방법은 

최대우도법이다(Kim, 2016). 따라서 탐색적 요인분석은 공통요인분

석 중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요인 회전방식으로는 요인 간 상관

관계가 있다고 가정하는 사각 회전 방식(oblique retation) 중 직접 

오블리민 방법을 적용하였다. 일부 연구자들은 연구결과가 잘 나오고 

해석이 간단하다는 이유로 직각 회전 방식(e.g. Varimax)을 선호한다. 

직각 회전 방식은 요인 간 독립성을 유지하여 회전시키는 것으로 요

인 간 상관관계가 없다고 가정하고 회전시키는 방법이다. 반면 사각 

회전 방식(e.g. Oblimin, Promax)은 요인 간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회전시키는 방식이다. 실제로 사회과학연구에서는 심리적 

변수들(psychological variables) 간에 관련성이 없다고 가정하기 힘들

기 때문에 사각 회전 방식이 심리적 현상(psychological phenomena)

을 보다 더 실제적으로 반영한다(Reise et al., 2000; Kim, 2016).

공통성(Communality) 지수는 추출된 요인이 변수가 가지는 분산

의 몇 %를 설명할 수 있는가를 나타낸 값으로 0.4보다 낮으면 요인분

석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다(Field, 2009). SSAⅠ-1 문항(공통성 지수: 

0.389)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공통성 지수는 0.4 이상이 나왔다. 

SSAⅠ-1 문항은 공통성 지수가 0.4에 근접한 수치이면서 요인적재량

이 0.537의 양호한 수준으로 나왔다. 그리고 SSAⅠ-1문항을 재검토

한 결과 해당 문항은 ‘SSAⅠ’ 개념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문항이라고 

판단하여 SSAⅠ-1문항을 삭제하지 않았다. 각 단계별 고유값(Eigen 

value)이 1이 넘는 요인은 세 단계에서 각각 동일하게 2 개씩 추출

Stage

(Context)
Item No. Item Statement

Task 1(N=324) Task 2(N=297)

Mean SD Mean SD

Ⅲ

(Learning 

science 

concept)

SSCⅢ-1
이 학습자료의 내용이 흥미롭다.

(The contents of this learning material are interesting.) 
2.52 1.29 2.59 1.33

SSCⅢ-2
이 학습자료의 내용은 나의 관심을 끈다.

(The contents of this learning material attract my attention.)
2.24 1.33 2.42 1.30

SSCⅢ-3
이 학습자료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알고 싶다.

(I want to know more about the contents related to this learning material.)
2.15 1.33 2.30 1.30

SSCⅢ-4
이 학습자료의 내용과 관련된 과학 개념을 좀 더 알아보고 싶다.

(I want to find out more about the science concepts related to this learning material.)
2.11 1.34 2.15 1.28

SSCⅢ-5
이 학습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을 묻고 싶다.

(I’d like to ask something curious regarding the contents of this learning material.)
1.90 1.30 2.15 1.28

SSAⅢ-1
이 학습자료를 보니 고민이 된다.

(I feel agonized over this learning material.) 
1.05 1.14 1.41 1.19

SSAⅢ-2
이 학습자료를 보니 혼란스럽다.

(This learning material confuses me.)
0.89 1.13 1.16 1.21

SSAⅢ-3
이 학습자료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없어서 답답하다.

(I feel frustrated because I can’t understand the contents of this learning material easily.)
0.76 1.06 1.03 1.23

SSAⅢ-4
이 학습자료의 내용을 읽으면서 내가 무엇인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 초조하다.

(Reading the contents of this learning material, I’m nervous because I feel like I’m missing something.)
0.75 1.01 0.90 1.07

SSAⅢ-5
이 학습자료의 내용을 내가 바르게 이해한 것인지 걱정된다.

(I’m worried about whether I understand the contents of this learning material correctly.) 
0.97 1.17 1.22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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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C와 SSA)되었으며, 스크리 검사 결과와 해석가능성을 모두 고려

한 결과 단계별로 SSC와 SSA의 2 요인 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

다. Gorsuch (1983)에 의하면 요인의 이론적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최소 40 % 이상의 설명력이 필요하다. 분석 결과 세 단계 모두 50

%를 넘는 설명력을 보였다. 요인적재량이 0.5 이상일 경우 수렴타당

도가 높고, 교차적재량이 0.3 이하일 경우 판별타당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Lee, Yang, & Park, 2013; Choi & You, 2017). 모든 문항에서 

요인적재량은 0.5 이상, 교차적재량은 0.3 미만으로 나와 수렴타당도

와 판별타당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과제 상황을 과제1(N=324)

과 과제2(N=297)로 나누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도 

Table 8과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크론바흐 알파계수를 사용한 신뢰

도를 검증한 결과 과제1과 과제2 모두 요인별, 전체문항별 0.8 이상이 

나와 양호한 신뢰도를 보였다(Table 9).      

Item No. R
Correlation between item and item

EFA

Factor loading Communality KMO %

1 2 3 4 5 6 7 8 9 10 1 2

SSCⅠ-1 .836 1 .777 .520 .591 .551 .202 ## ## .088 ## .850 -.123 .695

.826

33.68

SSCⅠ-2 .863 1 .520 .668 .573 .231 ## ## .105 ## .887 -.104 .760

SSCⅠ-3 .743 1 .550 .509 .343 .139 .213 .203 .132 .624 .147 .448

SSCⅠ-4 .856 1 .689 .240 ## .093 .143 ## .788 -.007 .620

SSCⅠ-5 .812 1 .323 150 .156 .198 .082 .708 .094 .537

SSAⅠ-1 .701 1 .547 .449 .411 .341 .227 .537 .389

56.71

SSAⅠ-2 .759 1 .574 .477 .357 -.040 .672 .442

SSAⅠ-3 .842 1 .648 .577 -.041 .842 .697

SSAⅠ-4 .816 1 .614 .040 .771 .608

SSAⅠ-5 .753 1 -.086 .703 .477

SSCⅡ-1 .818 1 .778 .547 .567 .570 .246 .108 .156 .092 .117 .845 -.136 .651

.869

43.55

SSCⅡ-2 .869 1 .602 .647 .647 .307 .162 .226 .168 .181 .886 -.068 .748

SSCⅡ-3 .810 1 .618 .641 .396 .263 .404 .282 .298 .677 .174 .572

SSCⅡ-4 .852 1 .742 .343 .182 .268 .252 .229 .776 .047 .630

SSCⅡ-5 .859 1 .387 .226 .321 .251 .281 .768 .095 .651

SSAⅡ-1 .808 1 .677 .571 .592 .519 .154 .701 .592

63.29

SSAⅡ-2 .846 1 .665 .616 .550 -.069 .829 .651

SSAⅡ-3 .851 1 .669 .590 .034 .802 .664

SSAⅡ-4 .844 1 .627 -.046 .821 .649

SSAⅡ-5 .791 1 .003 .720 .521

SSCⅢ-1 .870 1 .867 .715 .687 .599 .172 ## ## .091 ## .846 -.076 .698

.853

39.99

SSCⅢ-2 .916 1 .795 .760 .650 .205 ## ## .087 .087 .903 -.059 .800

SSCⅢ-3 .919 1 .854 .723 .226 .082 ## .161 .152 .910 .004 .829

SSCⅢ-4 .910 1 .747 .266 .100 ## .187 .169 .886 .042 .800

SSCⅢ-5 .835 1 .335 .149 .105 .183 .215 .760 .108 .619

SSAⅢ-1 .804 1 .681 .541 .550 .535 .139 .712 .562

68.17

SSAⅢ-2 .848 1 .657 .605 .556 -.046 .808 .641

SSAⅢ-3 .838 1 .676 .598 -.105 .827 .664

SSAⅢ-4 .834 1 .654 .017 .800 .646

SSAⅢ-5 .811 1 .022 .743 .558

Notes. R : coefficient of correlation between item and construct(Pearson’s r), *p<0.05, ##: Not a significant correlation, 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extraction method: Maximum likelihood, rotation method: Oblimin, %: Explained variance ratio 

Table 8. Correlations and Factor Loadings of SSCAS in Two-Factor Common Factor Analysis with Oblique Rotation 

(N=621)

Task Construct Cronbach α

1

(N=324)

SSCⅠ .882
.820

SSAⅠ .857

SSCⅡ .893
.875

SSAⅡ .897

SSCⅢ .933
.850

SSAⅢ .890

2

(N=297)

SSCⅠ .879
.812

SSAⅠ .800

SSCⅡ .902
.876

SSAⅡ .872

SSCⅢ .936
.860

SSAⅢ .874

Table 9. Internal consistency of SS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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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대로 구체적인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을 제시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고, 관측변수 및 잠재변수

의 타당도를 추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Table 10, Figure 4). 추정방법은 정규분포를 가정하는 최대우도법

을 적용하였다. 구조방정식이 개발된 초기에는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

하기 위해 CMIN(χ) 지수와 CMIN을 자유도로 나눈 CMIN/DF 지수

를 이용한 검증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 두 지수를 이용하

여 검증을 할 경우 모형이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표본이 크거나 모형

이 복잡해지면 과도하게 기각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Browne & 

Cudeck, 1993; Ha & Cho, 2016; Hong,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지수를 이용한 검증은 하지 않았다. 대신 표본크기에 따라 모형

의 적합도가 달라지지 않으며 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하는지, 모형이 

간명한지를 동시에 평가하는데 적합한 지수인 CFI, NNFI(TLI), 

RMSEA(McDonald & Marsh, 1990; Hong, 2000)를 이용하여 적합도 

검증을 하였다. 그리고 추가로 SRMR, GFI, NFI를 이용하여 적합도 

검증을 하였다. CFI, NFI, NNFI의 경우 0.9보다 클 때(Anderson & 

Gerbing, 1984; Raykov, 1998), GFI의 경우 0.8보다 클 때(MacCallum 

& Hong, 1997), SRMR은 0.08보다 작을 때(Hu & Bentler, 1999) 

적합한 모형임을 나타낸다. RMSEA의 경우 하한값은 0이지만(음수

로 나올 경우 0으로 처리) 상한값은 제한이 없으므로 그 값이 작을수

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낸다. RMSEA값이 <.05이면 좋은 적합도(close 

fit), <.08이면 적정한 적합도(reasonable fit), <.10이면 보통 적합도

(mediocre fit), >.10이면 좋지 않은 적합도(unacceptable fit)를 나타낸

다(Browne & Cudeck, 1993).      

분석결과, GFI는 세 단계에서 모두 기준에 충족하였다. 하지만 

CFI(0.890∼0.916), NFI(0.880∼0.908), SRMR(0.066∼0.087)은 일

부 단계에서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수치가 나왔으며, NNFI와 

RMSEA는 모든 단계에서 적합도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Table 10).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기준치 이하로 나오면 해당 모형을 포기하든지 

이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형을 개선시켜 타당성을 높여야 

한다. 이에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를 확인한 결과 모든 단계에

서 공통적으로 SSC 1번과 2번, SSA 1번과 2번 문항 사이의 오차공분

산을 허용하면 모형의 적합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SC 1번

과 2번, SSA 1번과 2번 문항 사이에 오차공분산을 허용할 수 있을지

를 이론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SSC 1번과 2번은 다른 세 문항과 

달리 SSC 측정 문항을 개발하기 위한 기준인 지적호기심의 네 가지 

필수 핵심 요소(Grossnickle, 2016) 중 ‘긍정적인 감정과 각성’을 묻는 

문항이다. 그리고 SSA 1번과 2번은 SSA의 조작적 정의인 ‘심리적 

동요(agitation) 상태’를 묻는 문항이다(Figure 3 참고). 따라서 SSC 

1번과 2번, SSA 1번과 2번 문항은 서로 이론적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 문항 사이에는 공분산을 설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이들 문항 사이의 오차공분산을 허용한 모형으로 

수정하였으며 수정된 모형은 세 단계에서 모두 양호한 적합도 지수를 

나타냈다. 다만 개선된 Ⅰ단계 모형의 RMSEA의 경우 신뢰구간(90

%) 내에서 최대 0.102까지 나올 수 있어 적합도 기준(<0.1)을 충족시

키지 못한다. 하지만 이러한 적합도 기준은 통계적 분포이론이 아니

Relative Fit Indices Absolute Fit Indices

CFI NFI NNFI GFI RMSEA [90% CI] SRMR

StageⅠ 
Initial Model .890 .880 .854 .892 .126 [.114, .137] .087

Improved Model .948 .938 .927 .945 .089 [.077, .102] .078

StageⅡ 
Initial Model .916 .908 .889 .897 .121 [.110, .133] .066

Improved Model .970 .962 .958 .960 .074 [.062, .087] .056

StageⅢ 
Initial Model .904 .898 .873 .862 .145 [.134, .157] .066

Improved Model .976 .970 .967 .955 .074 [.062, .087] .059

Criteria >.90 >.90 >.90 >.80 <.10 <.08

Table 10. Goodness-of-Fit Indices of a measurement model

Stage Ⅰ Stage Ⅱ Stage Ⅲ

Figure 4.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the SSCA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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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험 법칙(rule of thumb) 또는 제한된 상황에서 실시된 모의실험

결과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Kim, 2016; 

Marsh, Hau, & Wen, 2004). 또한 0.102는 신뢰구간 범위에서 적합도 

기준치보다 아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며 나머지 지수들이 모두 기준

치에 적합하므로 이 정도의 오차는 수용가능한 수치로 간주할 수 있

다는 점(Stevens, 1996)을 고려하여 Ⅰ단계 모형 역시 수용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최종적으로 측정도구의 개발 목적과 이론적 배경, 적합

도 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된 세 단계의 모형을 최종모

형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최종모형의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이어서 검증하였

다(Table 11). 수렴타당도는 잠재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관측변수들 

간에 상관관계가 높은지 확인하는 타당도를 말한다. 수렴타당도를 

검증할 때는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값이 

0.5 이상인지(Hair et al., 2006), 잠재변수가 관측변수에 미치는 영향

인 표준화계수(Standardized λ)가 0.5보다 높은지(Anderson & 

Gerbing, 1988),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값이 0.7 이상

(Hair et al., 2006)인지 확인해야 한다. AVE값은 Ⅰ단계와 Ⅱ단계에

서 0.5보다 조금 낮게 나왔지만, 표준화계수와 CR값은 세 단계에서 

모두 기준을 충족하므로 본 모형의 수렴타당도는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판별타당도는 하나의 잠재변수와 개념적인 차이를 보이는 

다른 잠재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낮은지 확인하는 타당도를 말한다. 

AVE값이 다른 잠재변수와의 상관계수의 제곱값(Φ )을 상회할 경우

(즉, AVE>Φ ) 판별타당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Fornell & 

Larcker, 1981). 세 단계 모두 AVE값이 Φ 을 크게 상회하므로 본 

모형의 판별타당도는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일련의 과학 학습 과정에서 초등학생들의 상태호

기심 및 상태불안을 측정하는 도구(SSCAS)를 개발하고 개발된 측정

Stage Latent Variable
Observed 

Variable
λ SE Standardized λ CR AVE Φ



Ⅰ

SSCⅠ

→ SSCⅠ1 0.854*** .049 .702

0.827 0.490

0.038

→ SSCⅠ2 0.968*** .051 .760

→ SSCⅠ3 0.749*** .046 .660

→ SSCⅠ4 1.108*** .052 .863

→ SSCⅠ5 1.000 - .786

SSAⅠ

→ SSAⅠ1 0.691*** .058 .528

0.745 0.375

→ SSAⅠ2 0.837*** .061 .619

→ SSAⅠ3 1.156*** .066 .829

→ SSAⅠ4 1.107*** .064 .805

→ SSAⅠ5 1.000 - .703

Ⅱ

SSCⅡ

→ SSCⅡ1 0.726*** .040 .670

0.825 0.488

0.171

→ SSCⅡ2 0.832*** .038 .761

→ SSCⅡ3 0.849*** .039 .757

→ SSCⅡ4 0.969*** .039 .844

→ SSCⅡ5 1.000 - .864

SSAⅡ

→ SSAⅡ1 0.986*** .058 .720

0.818 0.474

→ SSAⅡ2 1.060*** .059 .769

→ SSAⅡ3 1.249*** .064 .825

→ SSAⅡ4 1.106*** .057 .816

→ SSAⅡ5 1.000 - .733

Ⅲ

SSCⅢ

→ SSCⅢ1 0.966*** .047 .758

0.883 0.604

0.034

→ SSCⅢ2 1.076*** .045 .838

→ SSCⅢ3 1.195*** .044 .930

→ SSCⅢ4 1.174*** .044 .920

→ SSCⅢ5 1.000 - .792

SSAⅢ

→ SSAⅢ1 0.874*** .053 .678

0.844 0.520

→ SSAⅢ2 0.969*** .052 .755

→ SSAⅢ3 1.019*** .051 .813

→ SSAⅢ4 0.946*** .046 .831

→ SSAⅢ5 1.000 - .761

***p<0.001, CR= Construct(Composite) Reliability,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Φ

= Squared Correlation

Table 11. Analysis of validity of th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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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습 상황을 

과학 문제 대면, 결과 확인, 과학 개념 학습의 세 단계로 나누고, 각 

상황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과학 상태호기심(SSC) 및 과학 상태불안

(SSA)을 측정하는 문항을 각각 5 문항씩 개발하였다. 개발된 문항에 

대해 안면타당도 및 2 회의 내용타당도 검사를 한 후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인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로 다른 두 과제를 학생들에게 제시하여 각 문항의 응답빈

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분석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응답이 

고르게 나타났으며 정규분포를 나타냈다.

둘째,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학습 단계별로 SSC와 SSA 두 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에서 요인적재량은 0.5 이상, 교차적

재량은 0.3 미만으로 나와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크론바흐 알파값은 과제 상황이 다르더라도 요인별, 전체

문항별 모두 0.8 이상의 양호한 값을 보였다. 관측변수 및 잠재변수의 

타당도를 추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단계에서 모두 SSC 1번과 2번 문항, SSA 1번과 2번 문항 사이에 

공분산을 설정하여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한 결과, 모든 지수에서 

적합도 기준치에 부합하였다. AVE값은 Ⅰ단계와 Ⅱ단계에서 조금 

낮았지만 표준화계수는 세 단계에서 모두 0.5 이상(p<0.001), CR값은 

세 단계에서 모두 0.7 이상이 나와 모형의 수렴타당도는 양호한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세 단계에서 모두 AVE값이 Φ 보다 큰 것으로 

보아 모형의 판별타당도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불안이 유발되면 인지적 반응과 생리적 반응이 동시에 

나타난다. 따라서 이 두 반응을 모두 고려하여 상태불안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SSCAS의 불안 측정 문항은 근육의 긴장, 

심장박동수 증가와 같은 불안의 생리적 반응이 아닌 걱정, 고민과 

같은 불안의 인지적 반응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상태호기심이 높을수록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

다고 하였다. 또한 특정 수준 이상으로 상태불안이 높으면 학습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최적 수준의 불안이 학업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상태호기심과 상태불안은 적절한 교육적 개입을 통해 그 수

준을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과학 학습 과정에서 학생의 상태호기심과 

상태불안을 파악하여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태호기심 

및 상태불안을 측정하는 기존의 도구는 학습의 전 과정에서 SSC 및 

SSA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특정한 시점에서만 측정할 수 있다. 

또한 한글로 번역해야 하며, 구체적인 과학 학습 상황에 적용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SSCAS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여 과학 문제를 풀고, 결과를 확인하고, 관련 과학 개념을 학습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학생의 SSC 및 SSA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의 수준과 상태를 고려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련의 과학 학습 과정에서 SSC 및 SSA 수준이 언제, 

얼마나, 어떻게 바뀌는지 파악하여 그 이유를 분석하면 SSC 및 SSA

가 유발되는 메커니즘을 보다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어 효과적인 학

습지도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SSC 및 

SSA 수준에 따른 학습 효과를 측정하면, 어떤 단계의 SSC 및 SSA가 

학업 성취에 더 영향을 주는 지 파악할 수 있어 과학 학습을 효과적으

로 지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 학습 상황을 과학 문제 대면, 결과 확인, 

과학 개념 학습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학생들의 상태호기심 및 상태

불안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개발한 측정도구의 타당도

와 신뢰도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러 선행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과학 상태호기심과 과학 상태불안을 세 단계의 학습 

상황에 맞게 정의하였고, 이 정의에 맞게 예비 문항을 개발하였다. 

예비 문항은 상태호기심 및 상태불안의 변화도 파악할 수 있도록 단

계별로 문항 수와 기본틀이 동일하게 개발하였다. 안면타당도와 내용

타당도 검증과정에서 일부 예비 문항을 수정하였다. 탐색적 및 확인

적 요인분석 결과 본 측정도구는 각 단계별로 상태호기심 5 문항과 

상태불안 5 문항(2 요인 10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본 측정도구의 구

인타당도를 확보하였다. 크론바흐 알파값은 요인별, 전체문항별 모두 

0.8 이상이 나왔다. 본 측정도구는 세 단계의 과학 학습 상황에 맞게 

상태호기심 및 상태불안을 측정하고 그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의미있다. 

주제어 : 과학 상태호기심, 과학 상태불안, 타당도, 신뢰도, 측정도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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