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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rest has been studied as one of the construct to understand and improve learning in science. While informal 
science education is getting increasing attention as science education has been extended from formal school 
science to informal science learning including after-school program or science museum activity, however, little 
has been studied in comparing to the needs. In this study the authors investigated students’ interest about learning 
science in the context of informal science education. For this the survey tool in the article of Im and Pak (2000) 
was utilized through modification, and 155 elementary students’ responses were analyzed with factor analysis 
and basic statistics. The factor analysis showed that the students’ interest about learning science in the context 
of informal science education has multi dimensions like subject, motivation, and activity dimension. The result 
showed that students’ interest decreased as their grade is higher, and that the interest of intrinsic motivation, 
empirical activity, and descriptive subject were relatively high while the interest of extrinsic motivation, cognitive 
activity, and specific subjects were low. From this study the authors could infer the necessity of instructional 
strategy in consideration of students’ interest for more effective science learning in informal science education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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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학생의 과학 학습 과정을 이해하고 개선하기 위

하여 인지적 영역뿐 아니라 정의적 특성 역시 중

요하다는 것이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NRC, 1996; 
Rutherford, 1990; 교육인적자원부, 2007). 이에 따

라 학생의 과학에 대한 또는 과학 학습에 대한 흥

미와 태도를 측정하는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진

행되어옴에 따라, PISA와 TIMSS를 비롯한 학업

성취도 국제비교 평가 결과는 우리나라 과학교육

이 세계적으로 우수하지만 정의적 영역에서는 문

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양락 등, 2004), 과

학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과학에 대한 인식 정도는

국제 수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박정 등, 
2004). 이러한 결과는 이공계 기피 현상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이며(이범홍 등, 2005), 과학 흥미도에 영
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학업 성취, 학교 생활 및 풍
토 그리고 진학 계열 등이 있었다(김경식과 이현철, 
2009).
하지만 많은 연구들에서 흥미 또는 태도와 같은

변인의 개념에 대한 관점과 정의가 일치하지 못하

였으며, 이러한 연구들에 대한 비판적 관점도 존재
하였다. 특히 가드너(Gardner, 1996)는 과학교육연구
에서 흥미나 태도 등 정의적 특성을 측정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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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많은 수가 이러한 변인들을 심리적 구인으로

서 개념화하지못하고측정하거나, 측정한구인의다
차원적 속성을무시하고 해석했다는 비판을하였다. 
이러한 비판에 따라 과학 학습에서의 흥미에 대

한 연구들 중에서 흥미를 단일 차원이 아닌 다차원

적인 속성으로 규정하고, 거시적 수준이 아니라 미
시적 수준에서 측정하고 분석하려는 일련의 연구들

이 수행되어왔다(Lind, 1982; 권성기, 1995). 예를 들
어, 과학에 대한 흥미를 배우는 주제, 학습하는 활
동, 주제가 제시되는 상황에 따라 각각 측정하고 분
석하는 연구(Gardner, 1985; Häussler, 1987)가 있었
고, 제시되는 상황보다는 흥미를 갖게 되는 동기를
하나의 하위 차원으로 보고 측정한 연구(Gardner & 
Tamir, 1989; Martinez, 1992; 임성민과 박승재, 2000) 
등이 있다. 한편, 전국 규모의 연구로서 우리나라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에 대한 정서적 반응

과 그 인과 요인을 조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박승재 등, 2002)의 연구에서는 과학과 과학 학습
에서 보이는 정서적인 반응을 과학 선호도로 명칭

하면서 이를 다시 과학 학습에 대한 감수 반응, 과
학 학습과 관련한 가치 인식, 과학과 관련된 행동
의지 등의 하위 차원으로 구분하였고, 과학 학습에
대한 감수 반응을 다시 과학 내용에 대한 호기심과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로 범주화하기도 하였다(임성
민, 2002; 전우수 등, 2003; 김희백 등, 2004).  
한편, 이와 같은 과학 학습에서의 흥미에 대한 연

구는 많은 경우가 학교 과학교육에 집중되고 있으

며, 방과 후 활동이나 학교 밖 체험 활동 등과 같은
비형식 과학교육에서의 연구는 부족하다. 
과학 학습자는 과학 관련 경험을 청소년기에 의

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형식 과학교육환경(formal 
science environment)과 일생 동안에 자발적으로 선
택할 수 있는 비형식 과학교육환경(informal science 
environment)을 갖는다(Wellington, 1991). 전태일 등
(2011)은 초․중․고등학교에서 과학 학습 시간은
대략 1만6천 시간으로 사람의 일생 중 2%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이외의 교육에 대해 너무
무심하거나 허술하였다고 지적하며, 일상에서 이루
어지는비형식교육환경의중요성을밝힌바있다. 많
은 경우, 과학 학습은 박물관, 도서관, 자연 탐구관, 
방과 후 활동, 과학 애호자 모임은 물론 심지어 저
녁 식사나 대화와 같은 일상생활을 통해서 일어나지

만, 사람들은 단순한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다(NRC, 

2009). 제도권 내의 학교 과학교육환경은 과학교육
의 핵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우려와 함께 국

가 차원에서 과학관,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과학 학습 활동들을 추진 및 운영하고 있다.『학교
로 가는 생활과학교실』은 국가 차원에서 교육과학

기술부가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위탁을 주어 추진하

는 사업으로 이 사업에 선정된 책임 운영기관의 소

속 강사가 지역의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방과후 프

로그램의 형태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학 체험 활

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비형식 과학교

육환경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이와 같이 비형
식 과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학술적 관심과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으나, 비형식 과학 학습
상황에서 연구 중 특히 정의적 특성에 대한 체계적

인 연구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비형식 환경의 과학

학습 상황에서 초등학생들의 과학 학습에 대한 흥

미를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비형식 환경에서 초
등학생의 과학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형식 환경의 과학 학습 맥락에서 초등학

생들이 갖는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의 다차원적 속

성은 어떠한가? 
둘째, 비형식 환경의 과학 학습 맥락에서 초등학

생들이 갖는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의 분포는 어떠

한가?
셋째, 비형식 환경의 과학 학습 맥락에서 초등학

생들이 갖는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는 개인 변인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배경 및 대상

이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각 시․도교육청을 통하여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
는『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을 배경으로 한다.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은 읍면동 생활과학

교실 사업의 운영 성과에 힘입어 시작되었으며, 교
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과학창의

재단이 위탁을 받아 사업 전반을 관리 및 지원하며, 
각 시․도 교육청이 책임 운영 기관을 선정하여 책

임 기관이 사업을 진행된다. 또한『학교로 가는 생
활과학교실』은 책임 운영 기관의 강사가 지역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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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이 소속된 학교에 찾아가 방과 후 학교 수업의

형태로 저소득층, 농산어촌 등 소외 계층 및 지역
아동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생활 속에

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한 과학 탐구 및

과학 체험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이 연구에서는 2010～2011년도 경북 지역『학교

로 가는 생활과학교실』사업에 참여한 초등학교 중

총 10개교의 3학년 이상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
였으며, 이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 자료를 제외하고
총 155명분의 응답 결과를 자료로 삼아 분석하였다. 

2. 연구 도구

이 연구에서는 흥미를 다차원적 속성을 가진 구

인으로 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과학 학습에서의
흥미가 주제, 동기, 활동 차원 등으로 구분되어 측
정하고 분석할 수 있음을 밝힌 선행 연구(임성민과
박승재, 2000)를 근거로 이 연구의 맥락인 비형식
과학교육 상황과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여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 평가 도구를 개발하였다. 
연구자에 의해 제안된 흥미 평가 도구는 과학교

육학 전문가 3인으로부터 각 문항의 내용과 차원, 
하위 범주 등에 대한 의견 일치 형태로안면 타당도

를 검증받았으며, 이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5점 리커
트 척도의 42문항으로 구성된 흥미 평가 도구를 완
성하였다.  
연구에서 사용한 흥미 평가 도구의 구성은 표 1

과 같다. 

3. 결과 분석 방법

불성실한 답변을 제외한 총 155명분의 응답 결과
를 바탕으로 SPSS 12.0 version을 사용하여 통계적
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연구 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분석하고, 결
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확인적요인분석을실시하여사용된도구의

표 1.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 평가 도구의 구성

차원 하위 범주 문항수

동기 내적 동기, 외적 동기 8

활동 수용적 활동, 경험적 활동, 인지사고
활동, 의사소통활동

16

주제 물리, 화학, 생물, 지구환경, 융합 18

내용 타당도를재확인하는 한편, 초등학생들의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의 다차원적 속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기술 통계 분석을 통하여 각 차원 및 하위 범
주별로 초등학생들의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의 분

포가 어떠한지를 기술하였다. 셋째, t-test와 ANOVA
와 같은 차이 검증 방법을 적용하여 응답자의 개인

변인에 따른 흥미 분포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흥미의 다차원성 확인

1) 전체 문항에 대한 흥미의 차원 확인

비형식 과학 학습맥락에서 초등학생들의 다차원

적 속성을 지닌 흥미를 이론적으로 검증하기 위하

여확인적요인분석을실시하였다. 주성분분석(prin-
cipal component analysis) 방법으로 요인의 변량이

최대가 되도록 베리맥스 회전을 하였고, 요인 부하
량이 1이상추출되도록설정하였다. 요인분석결과, 
비형식 과학 학습 맥락에서 초등학생들의 흥미는

표 2와 같이 총 7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2가 동
기와 활동차원으로 혼합되었으나, 나머지 요인들은
이론적 3차원에 따라 잘 분리되어 요인2와 요인5는
동기 차원, 요인1과 요인2는 활동 차원, 요인3, 요인
4, 요인5, 요인7은 주제의 차원으로 해석 가능하다.

2) 각 차원별 하위 범주 분석: 동기 차원

각 차원의 하위 범주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8개
의 문항으로 구성된 동기 차원의 요인 분석을 실시

하였다. 요인 부하량이 1이상일 때 1개의 성분만 추
출되어 하위 범주로 나타나 요인간 구분이 불가능

하여요인의수를 2개로조정하였다. 요인분석결과,

표 2. 과학 학습의 흥미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

요인 문항 해석

요인1 9, 12, 14, 15, 17, 18, 19, 21, 22, 23 활동 차원

요인2 1, 3, 5, 8, 10, 13, 16, 20, 24 동기(내적)차원; 
활동(경험) 차원

요인3 32, 33, 34, 37, 41, (31, 40, 42) 주제 차원

요인4 29, 30, 38, 39 주제 차원

요인5 2, 4, 6, 7 동기(외적) 차원

요인6 11, 25, 26, 27, 28 주제 차원

요인7 (35), (36) 주제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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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과 같이 이론적으로 설정된 2개의 요인으로 잘
분리되었으며, 문항 1, 3, 5, 8은 내적 동기, 문항 2, 
4, 6, 7은 외적 동기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 동기차원의 하위 범주 요인 분석 결과

문항번호
요인

1 2

I1 .826

I2 .696

I3 .799

I4 .803

I5 .798

I6 .715

I7 .629

I8 .824

3) 각 차원별 하위 범주 분석: 활동 차원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활동 차원의 하위 범주
분석을 요인부하량을 1이상으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표 4와 같이 16번 문항을 제외한 활동 차원의
문항들은 이론적 설정과 동일하게 2개의 요인으로
잘 추출되었다. 요인 1은 수용적, 인지 사고, 의사소
통 활동을 포함하는 인지적 활동으로, 요인2는 경험

표 4. 활동 차원의 하위 범주 요인 분석 결과

문항 번호
요인

1 2

I9 .737

I10 .556

I11 .720

I12 .604

I13 .785

I14 .677

I15 .559

I16 .503 .606

I17 .761

I18 .828

I19 .674

I20 .745

I21 .733

I22 .776

I23 .624

I24 .778

적 활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요인부하량을 이론모
형에 따라 4개로 설정 시 수용적, 경험적, 의사소통, 
조작 활동 등 4개의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인지적
활동이 다른 요인에 분산되어 각 요인별로 의미있

는 해석이 곤란하였다. 

4) 각 차원별 하위 범주 분석: 주제 차원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주제 차원의 하위 범주
분석을 위해 요인부하량을 1이상으로 설정하여 분
석한 결과, 표 5와 같이 29, 30, 34번 문항을 제외하
고는 각 요인이 잘 추출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물
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에 따른 주제 영역의 이
론적 설정과 달랐으며, 각 요인은 변인 관계를 설명
하는 설명적 주제와 구체적인 내용과 추상적인 내

용을 기술하는 기술적 주제로 구분하여 해석할 수

있다. 요인부하량을 이론과 같이 4개로 설정 시 이
론 모형에 따라 각 요인별로 의미있는 해석이 어려

웠다. 

5) 흥미의 다차원성 요약

비형식 과학교육에서 초등학생들의 과학 학습에

표 5. 주제 차원의 하위 범주 요인 분석 결과

문항
성분

1 2 3

I25 .733

I26 .743

I27 .819

I28 .762

I29 .694 .508

I30 .648 .542

I31 .560

I32 .636

I33 .597

I34 .564 .527

I35 .735

I36 .688

I37 .718

I38 .829

I39 .730

I40 .714

I41 .599

I42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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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흥미의 다차원과 각 차원별 하위 범주

대한 흥미는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각차원과 그

에 따른 하위 범주를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구인
타당도 검증 후 각 차원별 신뢰도 및 문항 수를 정

리해 보면 동기 차원은 총 8문항으로 내적 동기와
외적동기등의두개의하위범주를가지며, 신뢰도
는 0.885로 변량을 60% 설명하였으며, 활동 차원은
총 16 문항으로 경험적 활동과 인지적 활동 등의 두
개의 하위 범주를 지니며 신뢰도는 0.935로 변량을
60% 설명하였다. 또한, 주제 차원은 총 18 문항으로
변인 관계-설명적 주제, 구체 내용-기술적 주제와
추상 내용 기술적 주제 등의 3개의 하위 범주를 갖
고 신뢰도는 0.955로 변량을 60% 설명한다. 이를 바
탕으로 비형식 과학 학습 맥락에서 초등학생들의

흥미는 그림 1과 같이 동기 차원, 활동 차원, 주제
차원 등의 3가지 차원을 가지며, 동기 차원은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활동 차원은 인지적 활동과 경험
적 활동, 주제 차원은 변인 관계-설명적 주제, 구체
내용-기술적 주제, 추상 내용-기술적 주제 등의 하
위 범주를 포함한다. 이는 임성민과 박승재(2000)가
정규 과학교육과정에 있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물

리학습에 대한 흥미가 주제, 동기, 활동 등의 다차
원적 속성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 연구 결과

와 유사하다.

2. 흥미의 분포 분석

비형식 교육환경에서 초등학생의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의 분포를 알기 위해 리커트 점수의 응답

결과를 평균값과 표준편차 등을 포함한 기술 통계

방법으로 분석했다. 

1) 단일속성을 갖는 흥미와 차원 및 하위 범주를 

갖는 흥미의 응답 결과 비교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 평가 도구에 단일 속성을

갖는 흥미에 대한 2개의 문항을 추가하여 단일 속
성을 갖는 흥미와 차원 및 하위 범주를갖는 흥미를

동일한 집단에게 동일한 시간에 조사하였다.
단일 속성을 갖는 흥미의 분포는 그림 2와 같다. 

초등학생들은비형식교육환경에서과학내용에대

한 흥미와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의 평균리커트 점

수는 모두 중간값인 3.0보다 높았다. 또한, 과학 내
용에 대한 흥미(3.8)가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3.5)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흥미 분포를 보였으며, 각
각의 표준편차는 1.2, 1.3이다.
차원과 하위 범주를 갖는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

의 응답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초등학생들의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의 차원별, 하위 범주별 응답 분포
는 모두 유의수준 .001 이하의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활동 차원(3.7), 동기 차원(3.6), 주제 차원(3.5)의 순
서대로 높았고, 표준편차는 각각 0.9, 0.9, 0.8이다.
단일문항을갖는흥미를보여주는그림 2와차원

및 하위 범주를 갖는 흥미의 응답 분포를 나타내는

그림 3을비교해보면 단일문항으로측정한흥미분
포(3.8/3.5)와 차원별 및 하위 범주별로 측정한 흥미
분포(3.2～4.2)가 유사하였으나, 단일 문항으로 흥미
를 측정하게 되면 하위 범주별 응답 분포의 정보

그림 2. 단일 문항으로서 흥미에 대한 응답 분포

그림 3. 과학 학습에 대해 차원과 하위 범주를 갖는 흥미의
응답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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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흥미의 속성을 파악할수 없

다는 한계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하위 범주별 흥미의 분포 분석

비형식 과학교육환경에서 초등학생의 과학 학습

에 대한 흥미의 하위 범주별 응답 분포를알기 위해

각 범주별 리커트 점수를 평균하여 그래프로 나타

내었고, 그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동기 차원의 경우
내적 동기(4.0)가 외적 동기(3.2)보다 높았으며, 활동
차원의 경우 경험적 활동(4.2)이 인지적 활동(3.2)보
다 높았고, 주제 차원은 구체-기술 주제(3.7), 변인-
설명 주제(3.6), 추상-기술 주제(3.2)의 순으로 나타
났으며, 내적 동기, 외적 동기, 인지적 활동, 경험적
활동, 변인 관계-설명 주제, 추상 내용-기술 주제, 구
체 내용-기술 주제 등의 표준편차는 각각 0.9, 1.0, 
0.9, 0.8, 1.1, 1.0, 0.9, 1.2, 1.3이다. 초등학생들은 과
학 학습에 대해 외적인 요인보다 과학을 탐구하고

싶은 내적인 동기에 의한 흥미, 인지적 학습 활동보
다는 경험하고 체험하는 활동에 대한 흥미, 추상적
인 과학 개념에 대해서 기술하는 주제보다는 실생

활에서 접하는 구체적인 현상을 기술하는 주제에

대한 흥미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4. 초등학생의 과학 학습에 대한 하위 범주별 흥미 분포

표 6. 성별에 따른 흥미 분포의 차이

하위 범주 t값 df P 해석

내적 동기 0.559 149.119 0.577 차이없음

외적 동기 0.181 136.739 0.857 차이없음

인지 활동 0.002 140 0.998 차이없음

조작 활동 0.850 147.935 0.397 차이없음

변인 관계-설명 주제 0.166 143.004 0.869 차이없음

추상 내용-기술 주제 1.143 145 0.255 차이없음

구체 내용-기술 주제 1.391 146 0.166 차이없음

3. 응답자 변인에 따른 흥미의 차이 분석

1) 성별에 따른 흥미 분포의 차이

초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흥미 분포의 차이를 확

인하기 위해 남학생과 여학생간 흥미의 하위 범주

별로 t-test를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
다. 그 결과, 성별에 따른 흥미의 각 차원과 모든 하
위 범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
러나 이 같은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과학에

대한 흥미가 높다는 과거 연구들(Sjoberg & Imsen, 
1988)과는 다른 결과이다.

2) 나이(학년)에 따른 흥미 분포의 차이

초등학생들의 나이 또는 학년에 따른 과학 학습

에 대한 흥미의 차이를 알기 위해 학생 수가 적은

3학년을 제외한 4, 5, 6학년 학생의 응답 결과를 바
탕으로 일원배치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는표 7과같다. 흥미의하위범주중외적
동기, 인지 활동, 변인 관계-설명과 추상 내용-기술
주제 등의 하위 범주는 통계적으로 학년에 따른 유

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Ducan의 값으로 사후 분석
을 한 결과, 외적 동기, 인지 활동과 추상 내용-기술



<연구논문> 비형식 과학교육환경에서 초등학생들의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 분석 : 김홍정․임성민 131

표 7. 나이(학년)에 따른 흥미 분포의 차이

하위 범주 F값 유의확률 비고

내적 동기 2.436 0.050

외적 동기 5.217 0.001* 5, 6학년

인지 활동 4.293 0.003* 5, 6학년

조작 활동 1.175 0.324

변인 관계-설명 주제 2.475 0.047* 5, 6학년

추상 내용-기술 주제 2.740 0.031* 4, 5, 6학년

구체 내용-기술 주제 1.459 0.218

주제의 경우 5, 6학년의 순서대로 평균 리커트 점수
가 낮아지며, 변인 관계-설명 주제는 4, 5, 6학년의
순서대로 평균 리커트 점수가 낮아짐을 알 수 있었

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흥미가 감소한다는 이 같은
결과는 정규 교육환경에서 초 중․고등학생들의 학

년이 올라갈수록 과학 선호도가 낮아지는 선행 연

구 결과들(박승재 등, 2002; Im & Pak, 2004, 곽영순
등, 2006)과 유사하였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비형식 과학교육환경에서 초등학

생들의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를 조사하기 위해

2010～2011『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의 대상학
교 중 10개교의 3학년 이상인 참여 학생 155명을 대
상으로 하였다. 흥미를 다차원적 속성을 가진 구인
으로 가정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비형식 과학교

육 맥락의 초등학생들에게 타당한 흥미 평가 도구

로 재구성하여 개발한 후 조사를 하였다. 비형식 과
학교육환경에서 초등학생들의 과학 학습에 대한 흥

미가 다차원적 속성이 있음을 알기 위해 확인적 요

인 분석법을 실시하였으며, 응답 결과를 사용하여
초등학생들의 흥미 분포를 기술 통계 방법으로 분

석하였다.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비형식 과학교육환경에

서 초등학생들의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는 동기 차

원, 활동 차원, 주제 차원을 갖는 다차원적 속성을
가지며, 동기 차원은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활동
차원은 인지적 활동과 경험적 활동, 주제 차원은 변
인 관계-설명주제, 구체내용-기술 주제, 추상 내용-
기술 주제 등의 하위 범주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비형식 교육환경에서 초등학생들은 과학 학습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흥미를 가지고 있었으

며, 하위 차원 및 범주별로 보면 내적 동기, 경험적
활동, 구체적 현상을 기술하는 주제에 대한 흥미가
특히 높았다. 비형식 과학 학습 맥락에서 초등학생
들의 흥미는 학생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

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를 보인다는기존 연

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한편, 비형식 교육환경에서
초등학생의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는 학년이 올라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특히 외적 동기, 
인지적 활동에 대한 흥미, 변인 관계-설명 주제 및
추상 내용-기술 주제에 대한 흥미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

가 감소하는 경향이 학교과학교육 체제에서 실시된

과거 선행 연구와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한편, 
학생의 흥미가 어떤 차원과 범주에서 분포가 달라

지는지 알 수 있었다. 
비형식과학학습맥락에서학생들이어떤범주에

서 높은 흥미 또는 낮은 흥미를 보이는지에대한 이

연구 결과는 비형식 과학 학습 맥락에서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략에대한시사점을제공할수있다. 예
를 들면, 학생들이 높은 흥미를 보이는 내적 동기와
경험적활동을활용하는교수학습방략을활용할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흥미가 낮고 그 경향이 심화되는

인지적 활동이나 추상적인 개념을 기술하고 설명하

는 주제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

이 필요하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흥미가 감소
하는 추세가 학교 과학 학습 맥락이나 비형식 과학

학습 맥락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현상에 대해서

는 보다 근본적인 논의와 대책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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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과학에 대한 흥미 검사

이름 성별 ① 남                ② 여

학교 학년

이 설문지는 여러분의 과학에 대한 흥미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지의 응답결과는 과학교육 연구자료로 

이용하는 것이므로 여러분들의 성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여러분들의 솔직한 의견을 

답해주면 됩니다.

아래 이유들은 과학에 흥미를 가지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입니다. 다음 이유들이 얼마나 여러분에
게 과학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합니까?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하세요.

과학에 흥미를 가진 이유
매우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다양한 활동을 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과학에 흥미를 갖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2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학에 흥미를 갖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도구와 실험 장치들을 다루어 볼 수 있기 때문에 과학에 흥미를 갖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4 과학 선생님 때문에 과학에 흥미를 갖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5 몰랐던 내용을 새로 알게 되므로 과학에 흥미를 갖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6 내 장래 희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과학에 흥미를 갖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7 상급학교(중 ․고등학교, 대학교)진학에 도움이 되므로 과학에 흥미를 

갖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8 평소 궁금했던 내용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과학에 흥미를 갖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과학 공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입니다. 아래의 활동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하세요.

활동에 흥미를 가진 이유
매우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9 선생님의 설명 듣기 ① ② ③ ④ ⑤

10 과학과 관련된 탐방이나 관람하기 ① ② ③ ④ ⑤

11 공식과 법칙을 이용하여 과학문제 풀기 ① ② ③ ④ ⑤

12 궁금한 내용을 선생님이나 친구에게 질문하기 ① ② ③ ④ ⑤

13 실험을 직접 해보기 ① ② ③ ④ ⑤

14 과학 공부와 관련된 잡지나 과학도서 읽기 ① ② ③ ④ ⑤

15 수업시간에 친구들과 모둠을 이루어 토론하기 ① ② ③ ④ ⑤

16 과학적 원리를 알아보는 실험을 고안하거나 상상하기 ① ② ③ ④ ⑤

17 수업시간에 칠판에 기록된 내용을 필기하기 ① ② ③ ④ ⑤

18 수업시간에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기 ① ② ③ ④ ⑤

19 궁금한 문제를 스스로 탐구하기 ① ② ③ ④ ⑤

20 도구를 사용하여 물건을 만들기 ① ② ③ ④ ⑤

21 생활 속에 나타나는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① ② ③ ④ ⑤

22 중요한 내용 외우기 ① ② ③ ④ ⑤

23 궁금한 문제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하기 ① ② ③ ④ ⑤

24 과학과 관련된 현상을 실제로 관찰하기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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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들은 여러분이 과학 공부할 때 배우는 여러 가지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부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주제에 흥미를 가진 이유
매우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25 손의 열에너지 이동 실험 ① ② ③ ④ ⑤

26 드라이 아이스는 어떤 성질을 가질까? ① ② ③ ④ ⑤

27 숨어있는 잎맥을 찾아라 ① ② ③ ④ ⑤

28 환경이란 무엇인가? ① ② ③ ④ ⑤

29 소리의 탄생 ① ② ③ ④ ⑤

30 공기의 힘은 대단해 ① ② ③ ④ ⑤

31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음식의 이동거리 알기 ① ② ③ ④ ⑤

32 신기한 착시현상 ① ② ③ ④ ⑤

33 종이컵으로 간이분광기 만들기 ① ② ③ ④ ⑤

34 흡열반응으로 만드는 주머니 에어컨 ① ② ③ ④ ⑤

35 장수풍뎅이 관찰하기 ① ② ③ ④ ⑤

36 화석모형 만들기 ① ② ③ ④ ⑤

37 미술속의 마술 ① ② ③ ④ ⑤

38 정전기로 접시에 불켜기 ① ② ③ ④ ⑤

39 고흡수성수지를 이용하여 방향제 만들기 ① ② ③ ④ ⑤

40 카미날쿨스로 계통도 그리기 ① ② ③ ④ ⑤

41 폐지로 만드는 재활용 작품 ① ② ③ ④ ⑤

42 양초로 비밀편지 쓰기 ① ② ③ ④ ⑤

아래의 글은 과학에 대한 흥미입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곳에서 공부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전반적인 흥미
매우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43 학교 과학수업을 하면서 과학에 대한 흥미가 더 생겼다. ① ② ③ ④ ⑤

44 생활과학교실을 하면서 과학에 대한 흥미가 더 생겼다. ① ② ③ ④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