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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과학 문제 대면 상황에서 학습자 변인이 상태호기심 및 상

태불안 유발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상태호기심 및 상태불안 유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학습자 변인으로 과학호기심, 흥미, 인지욕구, 과학자아개념, 과학불안, 사전지식, 학생이 인식
한 과제난이도를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과학 문제 대면 상황에서 유발되는 상태호기심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변인은 흥미, 인지욕구, 과학호기심, 사전지식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은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과학 문제 대면 상황에서 유발되는 상태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과학
불안, 학생이 인식한 과제난이도, 인지욕구, 과학자아개념, 사전지식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전지식만
상태불안 유발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 나머지 변인들은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과학
학습에서 학생의 정서적 상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과학 학습에서 유발되는 상태호기심 및 상태
불안 연구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상태호기심, 상태불안, 과학호기심, 흥미, 인지욕구, 과학자아개념, 과학불안, 사전지식, 학생

이 인식한 과제난이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rify the effect of learner variables on triggering state curiosity and state 
anxiety in confronting scientific task situation for fifth to sixth grades of elementary school. Science curiosity, 
interest, need for cognition, science self-concept, science anxiety, prior knowledge, and perceived difficulty were 
selected as learner variables that are expected to affect state curiosity and state anxiety.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variables that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evoking state curiosity in confronting scientific task situation 
were in the order of interest, need for cognition, science curiosity, and prior knowledge, and all of these variables 
had a positive effect. In addition, the variables that significantly affect on evoking state anxiety in confronting 
scientific task situation were in the order of science anxiety, perceived difficulty, need for cognition, science 
self-concept, and prior knowledge. Of these, only prior knowledge had a negative effect on evoking state anxiety, 
and the other variables had a positive eff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roaden the comprehension 
of students’ emotional states in science education, and provide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studies of state 
curiosity and state anxiety in science learning.

Key words: state curiosity, state anxiety, science curiosity, interest, need for cognition, science self-concept, 
science anxiety, prior knowledge, perceived difficu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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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과학교육에서 정의적 요인은 학생의 흥미, 태도, 
가치관, 신념, 동기, 불안, 호기심 등 여러 변인을
포함한다. 이러한 정의적 요인은 인지적 요인과 함
께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학업 수행 및 성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Bloom, 1976; Tobin et al., 2013) 
교사는 학생의 정의적 요인을 인지적 요인과 함께
고려하여 지도하는 것이 좋다(Laukenmann et al., 
2003; Mallow & Greenburg, 1982). 학습의 전 과정
에 영향을 주는 정의적 요인은 학생으로 하여금 인
지적 참여에 몰입하게 하며, 한 단계 높은 인지활
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과학교육에서 중요
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정의적 요인 그 자체가 교
육의 주요한 목표가 되기도 한다(Eggen & Kauchak, 
2010; Schutz & Lanehart, 2002; Shin et al., 2017).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정의적 영역
의 내용이 먼저 제시된 점도 정의적 요인의 중요성
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습 과정에서 정의적 요인은 여러 학습 변인들

과연결되어학업수행에영향을주며, 과학교육에서
도 주요 요인으로 간주된다(Jaber & Hammer, 2016). 
따라서 효과적인 과학 학습 지도를 위해서는 학습
과정에서 학생의 정서적 상태를 고려하는 것이 중
요하다(Kang & Kim, 2020; Schutz & Pekrun, 2007). 
학습과 관련된 정서 중 호기심은 학습 동기 중 하
나로 주의, 기억, 탐색행동을 촉진하는 등 전반적인
학업 수행과 관련이 깊고(Markey & Loewenstein, 
2014), 불안은 학업 수행 및 성취에 많은 영향을 미
친다(Sahin et al., 2015). 이와 같이 호기심과 불안은
학습의 전 과정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Kang 
& Kim, 2021) 학습 상황에서 학생의 정서적 상태와
관련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호기심과 불안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Kang & Kim, 2020; Lester, 1968; 
Trudewind, 2000). 

Berlyne (1960)은 학습에서 내적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적 동기의 근원 중 하나가 호기심이라
하였다. Berlyne에 의하면 호기심은 개념적 갈등
(conceptual conflict)이나 인지적 불일치와 같은 자
극에 의해 유발된다. 여러 선행연구(Kwon et al., 

2003; Lee et al., 2003; Noh et al., 2001)에 의하면 과
학 학습 과정에서 자신의 선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불일치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인지갈등이 유발된
다. 인지갈등에는 호기심과 불안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Lee et al., 2003)1) 과학 학습 과정에서 자
신의 예상과 다른 결과에 직면한 학생의 호기심과
불안 수준은 변할 수 있다. 호기심과 불안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자극에 의해 유발되는 추동(drive) 상
태이므로(Leherissey, 1971) 학습 중 새롭고 신기한
자료에 직면하면 주의를 기울이게 되며, 호기심과
불안은 이 과정을 조절한다(Lester, 1968; Pacheco- 
Unguetti et al., 2010). 이와 비슷하게 Day (1982)는
역U자형 학습 효율 곡선을 제안하며, 적정 수준의
자극에서 호기심이 유발되며 최적의 학습이 일어
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습
자료가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새롭거나 불확실할
경우 학생들은 불안을 느끼게 되며, 학습 효율은
낮아진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Trudewind (2000)는
호기심과 불안 모두 인지발달의 동기적 요소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였다. 
학습 과정에서 유발되는 호기심은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학습 내용을 더 많이 상기시켜 학습이 효
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Borowske, 2005; 
Gruber et al., 2014; Kang et al., 2009; McGillivray et 
al., 2015; Sung et al., 2009). 반면, 학습 과정에서 유
발되는 불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학업
수행을 방해하며 학업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다(Covington, 1992; Everson et al., 1994; Eysenck, 
1992; Hembree, 1988; Jegede, 1987; Naveh-Benjamin, 
1991; Pekrun et al., 2009; Pintrich & De Groot, 1990; 
Wine, 1980). 이와 같이 다수의 선행연구(Anderson 
& Bourke, 2000; Markey & Loewenstein, 2014; Sahin 
et al., 2015)에서 호기심과 불안이 학업 수행 및 성
취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어떤 학습자 변인에 의해 호기심과 불안이 유발되
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상의 논의와 같이 학습 과정에서 유발되는 호

기심과 불안은 학업 수행 및 성취에 많은 영향을
준다. 따라서 학습 상황에서 학생이 느끼는 호기심
과 불안 수준을 파악하여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

1) 인지갈등의 하위 요소에는 ‘흥미’로 되어 있지만, ‘흥미’ 측정 문항에 ‘호기심이 생긴다’와 같은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흥미와
호기심을 구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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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이때의 호기심과 불안은 그 수준이 쉽게
변하지 않는 학생의 타고난 특성(trait) 측면에서의
호기심과 불안이 아닌, 매 순간 학습 상황에 따라
그 수준이 변할 수 있는 상태(state) 측면에서의 호
기심과 불안을 의미한다. 특정 상황에서 유발되는
일시적인 호기심과 불안을 뜻하는 상태호기심과 상
태불안(Deacy et al., 2016; Loewenstein, 1994; Naylor, 
1981; Spielberger, 1983)은 학습 상황에 따라 그 수
준이 변하거나 적절한 교육적 처치를 통해 그 수준
을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과학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Kang et al., 2020). 

Kang et al. (2020)은 과학 학습 상황을 학생들이
과학 실험 또는 과학 문제에 대면하는 ‘과학 문제
대면’ 상황, 실험 결과 또는 문제의 정답과 같은 과
학 문제의 결과를 확인하는 ‘결과 확인’ 상황, 과학
문제의 풀이를 포함한 문제와 관련된 개념을 학습
하는 ‘과학 개념 학습’ 상황의 세 단계로 구분하였
다. 이때 과학 문제 대면 상황에서 유발되는 상태
호기심 및 상태불안은 문제의 결과를 확인하고, 결
과에 대한 개념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유발되는 상
태호기심 및 상태불안뿐 아니라, 학습효과에도 영
향을 주는 등 과학 학습의 전 과정에 지속적인 영

향을 준다(Kang & Kim, 2021). 따라서 과학 문제
대면 상황에서 유발되는 상태호기심 및 상태불안
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 문제 대면 상황에서 상

태호기심 및 상태불안 유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
상되는 과학호기심, 흥미, 인지욕구, 과학자아개념, 
과학불안, 사전지식, 학생이 인식한 과제난이도를
학습자 변인으로 선정하여 학습자 변인이 과학 문
제 대면 상황에서 상태호기심 및 상태불안 유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과학 학습에서 학생의 정서적 상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과학 학습에서 유발되는 상태호기심
및 상태불안 연구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할 것
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이 절에서는 Fig. 1의 연구모형 경로 설정과 관련
하여 학습자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근거
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변인 중
호기심, 불안, 흥미는 다차원적 속성을 지닌 개념으

Fig. 1. Hypothetical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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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어떤 측면에서 정의하여 측정하였는지 밝힐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호기심과 불안 모두 특
성 측면과 상태 측면으로 구분하여 두 측면의 호기
심 및 불안을 모두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과학호기
심(science curiosity)’은 특성 측면의 과학 영역에 대
한 지적호기심을, ‘상태호기심(state curiosity)’은 상
태 측면의 과학 영역에 대한 지적호기심을 의미한
다. 그리고 ‘과학불안(science anxiety)’은 과학과 관
련된 수행에서 기인하는 특성 측면의 불안을, ‘상태
불안(state anxiety)’은 과학 학습 또는 내용에 기인
하는 상태 측면의 불안을 의미한다. 한편, ‘흥미
(interest)’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과학 문제의 내용
또는 주제에 대한 흥미를 의미한다.

1. 과학호기심, 흥미, 인지욕구와 상태호기

심의 관계
여러 선행연구(Boyle, 1979; Loewenstein, 1994; 

Naylor, 1981)에 의하면 특성호기심과 상태호기심
은 정적인 관계에 있으며, 특성호기심이 높으면 상
태호기심도 높은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과학에 대
한 특성호기심인 과학호기심이 높을수록 상태호기
심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과학교육에서 호기심은 흥미와 깊은 관련

이있다(Weible & Zimmerman, 2016). Harty and Beall 
(1984)은 과학 호기심 측정도구를 개발하면서 과학
흥미를 호기심의 하위요소로 넣었다. 호기심과 흥
미 모두 특정 대상에 대해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도
록 한다(Kashdan et al., 2009). 호기심과 흥미는 학
생의 탐색활동과 관련된 동기․정서적 상태를 나
타내는 것으로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는 호기심과
흥미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Ainley, 1987; 
Boscolo et al., 2011; Bowler, 2010; Kashdan et al., 
2009; Kashdan & Silvia, 2009; Luce & HSI, 2015; 
Panksepp, 1998; Silvia, 2006). 일부 연구에서는 호
기심과 흥미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 하였
고(Arnone et al., 2011; McGillivray et al., 2015; Shin 
& Kim, 2019), 흥미가 호기심 유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Henderson et al., 1982; 
Henderson & Moore, 1979)도 있었다. Shin and Kim 
(2019)에 의하면 학생의 흥미는 학생이 인식하는 지
식격차(현재 알고 있는 지식과 알고 싶어하는 지식
의 차이) 수준에 영향을 주며, 이러한 지식격차 수
준은 다시 호기심 유발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

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학생의 흥미가 높을수록 
상태호기심도 높게 유발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인지욕구(need for cognition)는 인지활동에 대한

내적 동기(Cacioppo & Petty, 1982; Yu & Lee, 2018)
로써 호기심과 매우 유사한 개념이다(Kim, 2016). 
Olson et al. (1984)은 사고 과정을 즐기고 사고 활동
에 참여하려는 성향인 인지욕구와 인지적 탐색활
동에 대한 욕구를 나타내는 호기심은 관련이 있다
고 가정하고, 인지욕구와 호기심의 관계를 분석하
였다. 분석 결과, 인지욕구는 여섯 종류의 호기심
측정도구로 측정한 호기심(상태호기심 두 종류, 특
성호기심 네 종류) 모두와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와 비슷하게 Kashdan et al. (2004)의 연구
에서도 호기심과 인지욕구는 높은 정적 상관관계
를 나타냈다. Mussel (2010)은 인지욕구는 인지적
노력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려는 내재적 동기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Litman and Jimerson (2004)이
제안한 흥미형 호기심과 비슷한 개념이라 하였다. 
Mussel은 인지욕구와 지적호기심은 높은 상관관계
를 보이며, 이 두 개념을 측정하는 문항을 모아 요
인분석을 한 결과, 인지욕구와 지적호기심 간 판별
타당도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과로 이를 증명하
였다. 특성호기심과 상태호기심의 정적인 관계를
고려해 보면 학생의 인지욕구 수준이 높을수록 상
태호기심도 높게 유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인지욕구, 과학불안, 과학자아개념과 상

태불안의 관계
Olson et al. (1984)의 연구에서 인지욕구와 상태

불안(r =—.27), 인지욕구와 특성불안(r =—.23)은 낮
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와 비슷하게 Lin et 
al. (2016)의 연구에서도 인지욕구와 특성불안은
부적 상관관계(r =—.30)를 나타내었다. 특성불안이
높은 학생은 낮은 학생에 비해 어떤 상황이든 더
위협적인 상황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상태불안이
높은 경향이 있다(Spielberger, 1972a, 1972b). 또한
특성불안과 상태불안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다는 여러 선행연구 결과(Grös et al., 2007; Ladd 
& Gabrieli, 2015; Spielberger, 1966, 1972a, 1972b; 
Spielberger et al., 1983)를 고려하면 인지욕구가 낮
을수록, 과학불안이 높을수록 상태불안은 높게 유
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Kim (1984)의 학문적 자아개념 문



<연구논문> 과학 문제 대면 상황에서 상태호기심 및 상태불안 유발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변인에 대한 연구 : 강지훈․김지나 347

항을 과학 학문에 대한 자아개념인 과학자아개념
(science self-concept)으로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여
러 선행연구(Cho, 2006; Pattern, 1983; You & Yang, 
2014)에 의하면 학문자아개념과 특성불안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 학문자아개념은 학교 또는 학
업적 환경 속에서 자신의 학업 능력에 대해서 어떻
게 지각하고 평가하는지를 의미하는 것(Bracken, 
1992; Shavelson et al., 1976)으로, 객관적으로 비슷
한 수준의 학업 성취를 보이더라도 타인과 비교하
여 스스로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학문자아개념이
낮을 수 있다(You & Yang, 2014). 따라서 과학자아
개념이 낮은 학생은 자신의 과학 학업 수행 능력이
낮다고 판단할 것이다. 학업 수행 과정에서 자신이
경험하는 학업 성취 및 결과에 대해 학생 스스로가
어떠한 판단을 내리는지에 따라 유발되는 상태불
안 수준이 달라진다(Pekrun, 2006). 이러한 점을 고
려하면 자신의 과학 학업 수행 능력에 대한 판단은
과학 학습 과정에서 유발되는 상태불안 수준에 영
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의 과학자아개념 수
준이 낮을수록 상태불안은 높게 유발될 것으로 예
상할 수 있다. 

3. 흥미, 과학호기심, 인지욕구, 과학자아개

념과 사전지식의 관계
Guthrie (1981)는 사람은 흥미 있는 주제에 대해

더 많이 알려고 하기 때문에 특정 주제에 대한 흥
미와 사전지식(prior knowledge)은 높은 관련이 있
다고 하였다. 또한 다수의 연구에서 특정 주제에
대한 학생의 흥미와 사전지식은 유의한 상관관계
가 있음이 확인되었다(Ainley et al., 2002; Entin, 
1981; Weber, 1980). 따라서 특정 주제에 대한 흥미
가 높을수록 해당 주제에 대한 사전지식 수준도 높
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다수의선행연구에 의하면 학업성취도는 지

적호기심이 높을수록(Arnone et al., 1994; Ha, 1996; 
Kang et al., 2009), 인지욕구가 높을수록(Bertrams & 
Dickhäuser, 2009; Dwyer, 2008; Eilas & Loomis, 
2002; Oh, 1996; Sadowski & Gulgoz, 1996), 학문자
아개념이 높을수록(Bloom, 1976; Guay et al., 2004; 
Jeon, 2019; Kang, 2001; Kifer, 1975; Park, 2008; 
Sewasew & Schroeders, 2019)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
다. 따라서 과학호기심, 인지욕구, 과학자아개념이
높을수록 학생의 사전지식 수준도 높을 것으로 가

정할 수 있다. 

4. 인지욕구, 과학자아개념, 과학불안과 학

생이 인식한 과제난이도의 관계
인지욕구는 사고와 같은 인지적 노력이 필요한

활동에 참여하고 즐기는 성향으로(Cacioppo & 
Petty, 1982) 학습 과정에서 내적 동기로 작용한다
(Cacioppo & Petty, 1982; Yu & Lee, 2018). 따라서
인지욕구가 높은 학생은 어렵고 복잡한 과제를 해
결함으로써 얻는 즐거움을 위해서 인지적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Cacioppo & Petty, 1982; Olson 
et al., 1984). 또한 Robinson (2001)에 의하면 학습
동기와 같은 학습자 요인은 학생들이 과제난이도
를 인식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학생의 인지욕구 수준이 학생이 인식하
는 과제난이도(perceived difficulty)에 영향을 줄 것
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학문자아개념은 자신의 학업 능력에 대해 어떻

게 지각하고 평가하는지를 나타내므로(Shavelson et 
al., 1976) 과학자아개념이 높은 학생일수록 자신의
과학 학업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다고 할 수 있
다. 과제난이도에 영향을 주는 학습자 변인 중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은 자신감이다(Scasserra, 2008). 
자신의 학업 능력에 대한 자신감은 학생들로 하여
금 과제가 쉽다고 인식하게 한다(Robinson, 2001). 
이와 비슷하게 다수의 선행연구(Li et al., 2007; 
Mangos & Steele-Johnson, 2001; Maynard & Hakel, 
1997)에서 자신의 학업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
수록 주어진 과제를 쉽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과학자아개념은 학생들이 인식하는
과제난이도에영향을주며, 과학자아개념이높은학
생일수록 과제를 쉽다고 인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Robinson (2001)은 학생들이 과제난이도를 인식
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불안, 자신감과 같은
학습자 요인을 제시하였다. 과학불안을 느끼는 학
생들은 과학 문제 해결 과정에서 자신감이 부족해
지기 때문에(Symansky, 1978) 과제를 어렵다고 인
식할 수 있다. Lin et al. (2016)의 연구에서는 특성
불안 수준이 높아지면 학생들이 해당 주제의 학습
을 어렵다고 인식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Rancer et al. (2013)은 특성불안과 학생이 인식하는
학습난이도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학생의 과학불안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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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주어진 과제가 어렵다고 인식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5. 사전지식, 학생이 인식한 과제난이도와

상태호기심, 상태불안의 관계
학생이 문제에 대면했을 때, 자신이 현재 알고

있는 지식 수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아야
할 지식 수준의 차이인 지식격차에 의해 유발되는
상태호기심 수준이 달라진다(Kang & Kim, 2020; 
Litman et al., 2005; Litman & Spielberger, 2003; 
Loewenstein, 1994). 사전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지
식격차가 작아지며, 지식격차가 작을수록 그 작은
차이를 좁히기 위해 더 강한 탐색동기를 가지며, 
상태호기심이 높게 유발된다(Kang & Kim, 2020; 
Litman et al., 2005). 반면, 지식격차가 커질수록 학
생은 해당 문제를 어렵다고 인식한다(Van Velsor & 
McCauley, 2004). 따라서 학생의 사전지식과 학생
이 인식하는 과제난이도 수준이 상태호기심 유발
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학습 과정에서 자신의 학업 수행에 대해 실패가

예상되고, 그러한 실패가 좋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
불안이 유발된다(Pekrun, 2006). 과학 문제를 풀 때
사전지식이 부족한 학생은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
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수행 결과에 대한 걱정과
실패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한편, 과제난
이도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이나 정
보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Ayres, 2006; Brindley, 1987; Lee et al., 2007; Park, 
2004; Park et al., 2000; Ryu, 2009) 사전지식이 부족
한 학생일수록 해당 과제가 어렵다고 인식하게 된
다(Ryu, 2009; Van Velsor & McCauley, 2004). 또한
과제난이도에 대한 지각은 과제 수행에 대한 성공
또는 실패의 기대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Wigfield & Eccles, 2000) 과제가 어렵
다고 지각하면 실패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
다. 일반적으로 과제가 어렵다고 느낄수록 불안도
증가하며(Tobias, 1980), 과제가 어렵다고 느낀 학
생은 불안과 관련된 생리적 반응이 유발되기도 한
다(Callister et al., 1992; Light & Obrist, 1983; 
Scasserra, 2008).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사전지식이
부족한 학생일수록 해당 과제가 어렵다고 인식하게 
되며, 따라서 상태불안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I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광역시 소재 A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학년 6개 학급(186명), 6학년 7개 학급(224명), 총
410명(남: 216명, 여: 19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
였다. 한 학생이 두 개의 과학 문제(문제①, 문제②)
에 대면하였기 때문에 연구 사례 수는 820개가 된
다.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표기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5
학년 304사례(남: 152, 여: 152), 6학년 342사례(남: 
190, 여: 152), 총 642사례를 대상으로 최종 분석을
진행하였다.

2. 검사도구

1) 사전지식 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전지식 검사 문제는 열 개
념을 묻는 2개의 문제(문제①과 문제②)와 이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알아야 할 기초개념을 묻는 6개
의 문제(문제① 관련 3문제, 문제② 관련 3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개념을 묻는 문제는 선택형 문
제이며, 열 개념을 묻는 문제는 선택 후 서술형 문
제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①과 문제②를 풀면서 학
생이 인식하는 과제난이도를 측정해야 하므로 초
등학교 5∼6학년 학생들 수준에 비하여 너무 쉽거
나 어렵게 인식될 만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 문
제①은 크기와 모양이 같은 네 얼음을 방안에 있던
금속과 유리 위에 각각 세우거나 눕혀서 올려놓았
을 때 네 얼음의 녹는 양을 비교하는 내용으로 구
성되어 있다. 문제②는 80℃의 우유가 두 비커에
200mL, 다른 두 비커에 400mL가 들어 있고, 200mL
의 우유 하나와 400mL의 우유 하나에 코코아를 먼
저 넣은 후 식히고, 나머지 두 비커는 우유를 먼저
식힌 후 코코아를 넣을 때 네 비커 속 우유의 온도
를 비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세 차례의 파일럿 테스트(1차: 
84명, 2차: 143명, 3차: 88명)를 통해 각 문제의 난
이도 수준을 조절하였다. 

2) 과학호기심(Science Curiosity) 검사

Litman and Spielberger (2003)이 개발한 지적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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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검사도구(Epistemic Curiosity Scale; ECS)를 번안
한 Park (2008)의 검사지를 활용하였다. ECS는 18∼
65세(평균 23.64세)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
적인 지적호기심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Park (2008)의 검사지를 초등학생 수
준에 맞는 과학에 대한 지적호기심 검사도구가 되
도록 과학교육 전공 교수 1명, 과학교육 전공 박사
1명, 과학교육 전공 박사과정 대학원생 3명과 함께
문항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수정한
문항을 초등학교 5학년 45명, 6학년 56명에게 한
차례의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여 학생들이 문항
을 읽고 응답하는 데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였다. 
각 문항은 5단계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
었다. 본 연구에서의 과학호기심 검사도구는 확산
적(diversive) 호기심을 측정하는 5문항(Cronbach α= 
0.931), 특수적(specific) 호기심을 측정하는 5문항
(Cronbach α=0.891)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10
문항의 Cronbach α 값은 0.950으로 나타났다.

3) 열 개념에 대한 흥미(Interest) 검사

과학교육 관련 다수의 연구에서 특정 내용 또는
주제에 대한 학생의 흥미(topic interest)를 측정하는
문항은 특정한 세부 내용 또는 주제에 대해 얼마
나 흥미를 느끼는지를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Gardner & Tamir, 1989; Haussler, 1987; Im & Park, 
2000; Kim, 2008; Kim & Im, 2012; Kim et al., 2013; 
Lavonen et al., 2005). 이러한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제① 및 문제②의 내용에 대해 얼
마나 흥미가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문제① 및 문제
②와 관련된 흥미는 각각 3문항씩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흥미가 없다(0점)’부터 ‘매우 흥미가
많다(4점)’까지의 5단계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4) 인지욕구(Need for Cognition) 검사

Cacioppo and Petty (1982)는 34문항으로 구성된
인지욕구 검사도구(Need for Cognition Scale; NCS)
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 검사도구를 Cacioppo et 
al. (1984)이 18문항으로 축약하여 다시 발표하였다. 
34문항과 18문항의 NCS 모두 단일 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다(Forsterlee & Ho, 1999; Sadowski, 1993; 
Sadowski & Gulgoz, 1992). NCS는 대학생들을 대상
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Lee (2004)는 18문항으로

구성된 NCS를 번안하여 초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재구성한 후 검사지에 대한 내용타당
도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ee (2004)의 인지
욕구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단계 리커
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인지욕구 검사 결과는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사

용된다. 따라서 단일 요인의 18문항으로 구성된 검
사지를 문항꾸러미(item parceling) 방법을 사용하여
인지욕구의 측정변수를 세 개로 조정하였다. 이렇
게 조정한 이유는 첫째, 측정변수가 많을 경우 제
한된 표본으로 많은 수의 미지수를 추정하게 되므
로 추정오차가 증가하는 단점이 있으며(Bentler & 
Chou, 1987; Marsh, 1994), 둘째, 측정변수를 줄여
모형이 간소화되면 모형의 적합도가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임의할당법
(random assignment)과 내적일관성법(internal consis-
tency approach)으로 문항꾸러미 방법을 사용하였
다. 임의할당법은 측정변수를 임의로 배치하여 문
항꾸러미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통계적으로 각 꾸
러미에 배치된 측정변수의 모든 특성이 골고루 분
배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Moon, 2009). 그리고
내적일관성법은 임의로 구성된 꾸러미에 측정변수
를 할당하고, 각 꾸러미에 대한 내적일관성을 계산
하여 그 값이 0.6 이상이 나오면 꾸러미로 적용하
는 방법이다. 이에 따라 문항 순서대로 6문항씩 3
개의 꾸러미로 문항을 묶었다. 세 개의 꾸러미에
대한 Cronbach α 값을 확인한 결과, 0.654∼0.853의
범위로 나타났다. 전체 18문항의 Cronbach α 값은
0.891이었다.

5) 과학자아개념(Science Self-Concept) 검사

본 연구에서는 Kim (1984)이 개발한 자아개념 검
사 중 학문자아개념을 측정하는 문항을 사용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학문자아개념이 아닌
과학 학문에 대한 자아개념(과학자아개념)을 측정
해야 한다. 따라서 과학자아개념 문항에 적합하고
어색하거나 모호한 표현이 없도록 과학교육 전공
교수 1명, 과학교육 전공 박사 1명, 과학교육 전공
박사과정 대학원생 3명과 함께 일부 문항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수정된 문항을 초등학교 5학
년 45명, 6학년 56명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여 학생들이 문항을 읽고 응답하는 데 이상
이 없는지 확인하였다. 각 문항은 5단계 리커트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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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과학자아개념 검사도구는 능력감을 측정하는 11문
항(Cronbach α=0.921), 무능감을 측정하는 9문항
(Cronbach α=0.908)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20
문항의 Cronbach α 값은 0.952로 나타났다.

6) 과학불안(Science Anxiety) 검사

본 연구에서는 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
발한 Lee (1992)의 과학불안 검사도구를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한 Lee (1993)의 과학불안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과학교육 전공 교수 1명, 
과학교육 전공 박사 1명, 과학교육 전공 박사과정
대학원생 3명과 함께 어색하거나 현시대에 맞지 않
는 일부 문항의 표현 및 내용을 수정하였다. 수정
된 문항을 초등학교 5학년 45명, 6학년 56명에게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여 학생들이 문항을 읽고
응답하는 데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였다. 각 문항은
5단계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과학불안 검사도구의 하위 범주는 과
학 학습 내용(8문항; Cronbach α=0.900), 수업 상황
(3문항; Cronbach α=0.671), 과학 실험 수행(5문항; 
Cronbach α=0.874), 과학 평가(4문항; Cronbach α= 
0.819), 학생의 개인적 특성(5문항; Cronbach α= 
0.809)의 5개로 구분된다. 전체 25문항의 Cronbach 
α 값은 0.954로 나타났다.

7) 학생이 인식하는 과제난이도(Perceived Difficulty)

검사

Won et al. (2012)에 의하면 문제를 출제하는 교
사의 예측난이도(교사가 인식하는 문제의 난이도)
와 그 문제를 직접 대면하는 학생의 실행난이도(학
생이 인식하는 문제 난이도)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
가 있다. 또한 Robinson (2001)은 과제의 복잡성에
기여하는 인지적 요인(cognitive factors: 과제를 해
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보의 양, 문항 길이 등)은
과제를 쉽거나 어렵다고 인식하게 하는 학습자 요
인(learner factors: 불안, 동기, 자신감 등)과 구분하
여야 한다고 하며, 학습자 요인이야 말로 학생이
인식하는 과제난이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사
가 판단하는 과제난이도가 아닌 학생이 인식하는
과제난이도를 측정하였다. 여러 선행연구(DeLeeuw 
& Mayer, 2008; Robinson, 2001; Scasserra, 2008)에

서 학생이 인식하는 과제난이도는 해당 과제의 어
려운 정도를 묻는 하나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따
라서 학생들이 과학 문제를 대면했을 때 ‘나는 이
문제가 어렵다’라는 5단계 리커트 척도 문항으로
학생들이 인식하는 과제난이도 수준을 측정하였으
며, 수치가 높을수록 과제가 어렵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8) 상태호기심(State Curiosity) 및 상태불안(State

Anxiety) 검사

과학 문제 대면 상황에서 유발되는 상태호기심
과 상태불안을 측정하기 위해서 Kang et al. (2020)
이 개발한 과학상태호기심 및 과학상태불안 검사
도구(Science State Curiosity and Anxiety Scale; 
SSCAS)를 사용하였다. SSCAS는 ‘과학 문제 대면’, 
‘결과 확인’, ‘과학 개념 학습’의 각 상황에서 상태
호기심을 측정하는 5문항과 상태불안을 측정하는
5문항,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과학
문제 대면’ 상황에서 상태호기심 및 상태불안을 측
정하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단계 리커
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상
태호기심을 측정하는 5문항의 Cronbach α 값은 문
제①에서 0.908, 문제②에서 0.904로 나타났으며, 
상태불안을 측정하는 5문항의 Cronbach α 값은 문
제①에서 0.882, 문제②에서 0.874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학습자 변인이 과학 문제 대면 상황에서 상태호

기심 및 상태불안 유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가정하였다. 독립변
수는 과학호기심, 흥미, 인지욕구, 과학자아개념, 
과학불안으로, 종속변수는 상태호기심과 상태불안
으로, 매개변수는 사전지식 및 학생이 인식한 과제
난이도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Fig. 2와 같이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

다. 첫날에는 학습자 특성 변인(과학호기심, 인지욕
구, 과학자아개념, 과학불안)을 하나의 검사지로 합
쳐서(총 73문항) 측정하고, 문제①과 문제②를 풀기
위해 알아야 할 기초개념을 묻는 6문제를 풀게 하
였다. 이 과정은 학급당 약 25분 정도가 소요되었
다. 둘째 날에는 문제① 및 문제②에 대한 흥미를
측정한 후, 문제① 또는 문제②를 풀면서 각 문제
에 대면했을 때 학생이 느끼는 과제난이도, 상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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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심, 상태불안 수준을 각각 측정하였다. 또한 문제
를 제시하는 순서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6개 학급의 학생들(남: 151사례, 여: 146
사례; 5학년: 148사례, 6학년: 149사례)에게는 ‘문제
① → 문제②’의 순서로 문제를 제시하였으며, 나머
지 7개 학급의 학생들(남: 191사례, 여: 158사례; 5
학년: 156사례, 6학년: 193사례)에게는 ‘문제② →
문제①’의 순서로 문제를 제시하였다. 이 과정은 학
급당 약 12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모든 검사과정은
본 연구자 및 A 초등학교 5∼6학년 담임교사들이
학생들 수준에 인지적 부담이 가지 않는다고 판단
하여 진행되었다. 학생의 사전지식 수준은 기초개
념을 묻는 6문제(문제① 관련 3문제, 문제② 관련 3
문제)와 열 개념을 묻는 2문제(문제①과 문제②)의
점수를 합산하여 문제①에 대한 사전지식과 문제
②에 대한 사전지식 수준을 각각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전 과정을 마친 후 학생들에게 모든 문제에
대한 과학개념을 설명해 주었으며, 희망학생에 한
하여 학습자 특성 변인 검사결과도 안내해 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여 분석

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은 다수의 회귀모형을 동시
에 검정할 수 있으며, 측정변수 간의 인과관계만
다루는 경로분석과 달리 관찰되지 않는 잠재적 요
인들의 인과관계까지 검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Seong, 2019). 또한 여러 개의 측정변수에서 추
출된 공통분산을 잠재변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측
정오차가 통제된 추정치를 얻을 수 있어 더욱 정확
한 추정이 가능하다(Bae, 2014; Seong, 2019). 특히
본 연구와 같이 두 개의 매개변수와 두 개의 종속

변수가 있을 경우, 다수의 분석이 필요한 회귀분석
과는 달리 여러 변수 간의 복합적인 인과관계를 동
시에 추정할 수 있다(Seong, 2019). 
구조방정식모형은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으로 구

성된다. 측정모형은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의 인
과관계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및 오차변수로 구성되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를 검증한다. 구조모형은 잠재변수 간의 인
과관계 및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경로분
석과 회귀분석의 형태를 보인다(Seong, 2019). 본
연구에서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검증은 측정모형
의 타당도를 먼저 검증한 이후, 구조모형의 적합성
을 판단하여 분석하는 Anderson and Gerbing (1988)
이 제안한 2단계 접근법을 적용하였다. 측정모형
검증 과정은 구조방정식 모형에 포함된 측정변수
의 정규성을 확인하고, 상관관계분석과 분산팽창지
수를 구하여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측정모형의 적합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구조모형의 검증 과정은
구조모형의 적합도 및 경로계수를 확인하고, 구조
모형의 변수 간 직접효과(direct effect), 간접효과
(indirect effect), 총효과(total effect)를 산출하여 인과
관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학습자 특성 변인과 상태

호기심 및 상태불안의 관계에서 학생의 사전지식
과 학생이 인식한 과제난이도의 매개효과가 설정
된 다중매개모형이다(Fig. 1 참고). 간접효과의 통
계적 유의성은 변수 또는 추정치의 분포에 정규성
을 가정하지 않으며, 간접효과를 비교적 정확하게

Fig. 2. Process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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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할 수 있는 부트스트래핑(bootstropping) 방법으
로 검증하였다(Preacher & Hayes, 2004). AMOS를
이용한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활용하면 전체 매개
효과(총간접효과)에 대한 검증 결과만 제시될 뿐
각 매개변수의 매개효과를 검증을 할 수 없다(Bae, 
2017). 따라서 두 개 이상의 매개변수가 포함된 경
로가 유의할 경우, 모형적합도나 각종 추정치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팬텀변수(phantom variable)를 추
가로 만들어 각각의 매개변수에 대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AMO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정규성 검증 및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측정변수의 정규성을 검

토하기 위해 Table 1과 같이 측정변수의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를 분석하였다. 상태호기심과 상태
불안을 측정하는 변수는 0∼4점, 나머지 변수는 1
∼5점의 범위에 분포한다. 측정변수의 평균 및 표
준편차를 확인한 결과, 천정효과 및 바닥효과를
보이는 문항은 없었다. Hong et al. (2003)은 정규분
포의 기준을 왜도의 절댓값은 2 이하, 첨도의 절댓

Table 1. Verification of normality and validity of measurement model

Latent variable Measured 
variable M SD Skewness Kurtosis

Estimate
SE Construct 

reliability AVE
B β

Science 
curiosity

Diversive 3.30 1.06 —0.20 —0.62 1 .930 -
0.920 0.852

Specific 3.27 1.00 —0.26 —0.36  .939*** .924 .026

Need For 
cognition

NFC1 3.23 0.90 0.18 —0.77 1 .884 -

0.928 0.812NFC2 3.16 0.63 0.10 0.63  .631*** .805 .025

NFC3 3.56 0.70 0.10 —0.37  .712*** .807 .028

Science 
self-concept

Competence 3.08 0.80 0.05 —0.14 1 .912 -
0.939 0.885

Incompetence 3.53 0.87 —0.49 —0.25 1.102*** .924 .031

Science 
anxiety

Contents 2.27 0.78 0.53 0.04 1 .910 -

0.951 0.795

Lesson 2.19 0.78 0.36 —0.22  .803*** .749 .033

Experiment 2.01 0.79 0.75 0.58  .940*** .865 .029

Assessment 2.15 0.86 0.47 —0.13 1.028*** .868 .031

Learner 2.64 0.85 0.16 —0.33  .980*** .838 .032

State 
curiosity

SC1 2.16 1.18 —0.05 —0.85 1 .790 -

0.866 0.567

SC2 2.11 1.23 0.04 —0.97 1.058*** .803 .031

SC3 2.87 1.14 —0.85 —0.08  .821*** .671 .047

SC4 2.04 1.18 —0.03 —0.78 1.106*** .875 .046

SC5 1.92 1.14 0.11 —0.64 1.035*** .846 .044

State 
anxiety

SA1 1.75 1.19 0.10 —0.99 1 .645 -

0.838 0.510

SA2 1.33 1.07 0.54 —0.41  .992*** .711 .051

SA3 1.67 1.22 0.27 —0.91 1.361*** .858 .079

SA4 1.35 1.09 0.41 —0.61 1.136*** .802 .069

SA5 1.43 1.20 0.35 —0.96 1.217*** .778 .075

*** p<.001,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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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은 4 이하로 제시하였다. 측정변수의 왜도와 첨
도를 확인한 결과, 모든 변수에서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1 미만의 값을 보여 정규성을 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측정변수를 구조방정
식 모형 분석에 활용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
된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 활용된 변수들 간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흥미는 과학
호기심(r =.625), 상태호기심(r =.652)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과학호기심은 인지욕구(r = 
.638), 상태호기심(r =.620)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인지욕구와 상태호기심(r =.563)도 높
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과학자아개념은 과
학불안(r =—.719)과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지
만, 사전지식(r =.321)과는 정적 상관관계에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과학불안과 상태불안(r = 
.327), 학생이 인식한 과제난이도와 상태불안(r = 
.407)도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변수
들 간의 상관계수가 0.8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의 위
험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0.8 이상의 높은 상관관
계를 보이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utner 
et al. (2004)에 의하면 분산팽창지수(VIF)가 10 미

만일 경우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VIF값을 확
인한 결과, 모든 변수에서 VIF값은 4 미만으로 나
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 참고).

2. 측정모형 및 구조모형 검증
각각의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얼마나 잘 설명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의 적합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상태
호기심과 상태불안 문항은 Kang et al. (2020)의 문
항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측정오차 간 공분산은
Kang et al. 의 연구와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변수들
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는 최대우도법
(maximum likelihood)을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구조
방정식이 개발된 초기에는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
하기 위해 CMIN(χ2)과 CMIN을 자유도로 나눈
CMIN/Df를 이용한 검증이 많이 사용되었다. 하지
만 이 두 지수는 모형이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모
형이 복잡하거나 표본이 커지면 기각되기 쉬운 문
제를 가지고 있다(Browne & Cudeck, 1993; Hong, 
2000).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는 지수로 표본크기

Table 2. Correlation among variables and variance inflation factors (N=646)

1 2 3 4 5 6 7 8 9

1. Interest 1

2. Science curiosity .625**

(.391) 1

3. Need for cognition .476**

(.227)
.638**

(.407) 1

4. Science self-concept .512**

(.262)
.664**

(.441)
.601**

(.361) 1

5. Science anxiety —.412**

(.170)
—.475**

(.226)
—.541**

(.292)
—.719**

(.517) 1

6. State curiosity .652**

(.432)
.620**

(.384)
.563**

(.317)
.525**

(.276)
—.403**

(.162) 1

7. State anxeity .003
(.000)  

—.009
(.000) 

—.103**

(.011)
—.175**

(.031)
.327**

(.107)
.054

(.003) 1

8. Prior knowledge   .200**   .252**   .281**   .321** —.267**   .267** —.109** 1

9. Perceived difficulty —.305** —.293** —.219** —.371**   .345** —.248**   .407** —.209** 1

VIF 2.086 2.787 2.395 3.021 2.380 2.206 1.392 1.153 1.421

** p<.01, parenthesis: Squared value of correlation coefficient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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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값이 크게 변하지 않으며, 모형의 간명도
를 반영하는 지수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Bae,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본크기에 의한 영향력을
최소화하며, 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하는지, 모형이
간명한지를 동시에 평가하는데 적합한 CFI, TLI, 
RMSEA의 세 지수(Hong, 2000; McDonald & Marsh, 
1990) 및 다수의 통계학자들(Hair et al., 2006; Kline, 
2016)이 적합도 지수로 추천하는 SRMR을 이용하
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CFI와 TLI의 경우, 
0.9보다 클 때(Anderson & Gerbing, 1984; Raykov, 
1998), RMSEA의 경우 하한값은 0(음수로 나올 경
우 0으로 처리)이지만 상한값은 제한이 없으므로
수치가 작을수록 우수한 적합도를 나타낸다. 대략
적인 기준으로 RMSEA 값이 0.08보다 작으면 적정
한다고 판단한다(Browne & Cudeck, 1993). 그리고
SRMR은 0.08보다 작을 때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
한다(Hu & Bentler, 1999). 측정모형의적합도를분석
한 결과, CFI=0.956, TLI=0.948, RMSEA=0.063[90% 
CI: 0.058∼0.068], SRMR=0.049로 나타나 모든 지수
가 모형의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이어서 측정모형의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검증하였다(Table 1 및 Table 2 참고). 잠재변수에서
측정변수에 이르는 경로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p<.001). 잠재변수가 측정변수에 미치는 영
향을 의미하는 표준화계수(β )가 0.5 이상(Anderson 

& Gerbing, 1988),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값이 0.5이상(Hair et al., 2006),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값이 0.7 이상(Hair 
et al., 2006)이면 수렴타당도가 높다고 판단한다. 분
석결과, β, AVE, CR값 모두 기준을 충족하므로 본
측정모형은 수렴타당도를 확보하였다. Fornell and 
Larcker (1981)에 의하면 판별타당도를 확보하기 위
해서는 AVE값이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의 제곱(r2)
값보다 커야 한다(AVE>r2). 본 연구에서는 과학자
아개념과 과학불안의 상관계수(—0.719) 절대값이
가장 높으며, 이 두 변수 사이의 r2값은 0.517이다. 
과학자아개념과 과학불안의 AVE값은 각각 0.885와
0.795이다. 또한 상태호기심의 AVE값이 0.567로 가
장 낮지만, 상태호기심과 다른 잠재변수 사이의 r2

값은 0.162∼0.432 사이의 범위에 있다. 이와 같이
모든 잠재변수에서 AVE값이 잠재변수 간 r2값보다
크므로 본 측정모형은 판별타당도를 확보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그림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독립변수 간의 상관
관계 연결,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연결, 오차는 그림
에서 생략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한 결
과, 모든 지수에서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CFI= 
0.947, TLI=0.936, RMSEA=0.063[90% CI: 0.059∼
0.068], SRMR=0.053). 

Fig. 3. Verification of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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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인 간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검증
학생의 사전지식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했던 과학호기심(p=.456)과 흥미(p=.950)
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특정 주제에 흥미가 있는 학생은 그 주
제를 더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흥미는 학생의 사
전지식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Guthrie, 1981). 
하지만 Baldwin et al. (1985)은 특정 주제에 대한 흥
미와 학생의 사전지식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
는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Baldwin et al. 은 성인의 경우 흥미를 느끼는 주제
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흥미가 높을수록
사전지식 수준이 높을 수 있지만, 자신의 흥미와
상관없이 다양한 주제를 학습해야 하는 학생의 경
우에는 흥미와 사전지식 수준은 관련이 낮을 수 있
다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도 Baldwin et al. 
(1985)의 연구와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고 생각된다. 또한 학생의 사전지식은 상태불안을
유발하는데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았다(p=.446). 불안을 느낀다는 것은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수행과 그 결과에 대해 걱정한다는 것(Lim 
& Lim, 2007)으로 학생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한
다(Pekrun, 2006). 본 연구에서 학생의 사전지식은
실제 학생이 알고 있는 과학 지식 수준을 측정한
것으로, 학생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자신의 지식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Spielberger (1972a, 
1972b)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자극이 위협적
이라 판단할 때 상태불안을 느끼며, 그러한 판단은
해당 상황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인지적 평가
(cognitive appraisal)로 결정된다고 하였다. Kang and 
Kim (2020)의 연구에서는 인지에 대한 지각(Feeling 
of knowing, 이하 FOK)이 상태불안과 부적 상관관
계에 있다고 하였다. FOK는 학생이 해당 문제를
실제로 알고 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 스스
로가 특정 개념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메타인지적
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Eysenck, 1979; Hart, 
1965; Schwartz, 1994). 이와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느끼는 상태불안은 학생의 실제
사전지식 수준이 아닌 학생이 주관적으로 인식하
는 자신의 지식 수준과 더 관련이 높을 수 있다. 만
약 학생 스스로 맞다고 생각하는 오개념을 적용하
여 문제를 풀었을 경우, 해당 학생은 자신의 수행
결과가 실패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겠지

만, 학생의 사전지식 수준은 낮게 나올 여지가 있
다. 따라서 학생의 실제 사전지식 수준이 상태불안
을 유발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상
태불안을 느낀다는 이상의 논의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학생이 인식한 과제난이도는 상태호기심

유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p=.354). 이러
한결과가나온이유는 Robinson (2001)이제안한것
과 같이 학생이 과제난이도를 판단하는 데 상태호
기심 유발에 영향을 주는 지식격차 이외의 학생의
정의적 특성(동기, 불안, 자신감 등)이나 학생의 능
력(적성, 지능 등)과 같은 기타 변인들이 영향을 주
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인지욕구(p=.979)
와 과학불안(p=.060)은 학생이 인식하는 과제난이
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연구모형의 변수 간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

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
추정값(Estimate), 표준오차, 부트스트랩 95% 신뢰
구간, 유의확률 값을 확인하였다. ‘인지욕구 → 학
생이 인식한 과제난이도’, ‘과학자아개념 → 학생이
인식한 과제난이도’, ‘과학자아개념 → 상태불안’, 
‘사전지식 → 상태불안’의 경로에서 매개효과는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인지욕구 → 학생이
인식한 과제난이도’ 경로와 ‘과학자아개념 → 학생
이 인식한 과제난이도’ 경로는 매개변수가 ‘사전지
식’ 하나이며, ‘사전지식 → 상태불안’ 경로 역시
매개변수가 ‘학생이 인식한 과제난이도’ 하나이다. 
따라서 ‘인지욕구 → 사전지식 → 학생이 인식한
과제난이도’, ‘과학자아개념 → 사전지식 → 학생이
인식한 과제난이도’, ‘사전지식 → 학생이 인식한
과제난이도 → 상태불안’의 경로에서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과학자아개념 →
상태불안’ 경로에서는 매개변수가 ‘사전지식’ 과
‘학생이 인식한 과제난이도’ 두 개다. 따라서 ‘사전
지식’과 ‘학생이 인식한 과제난이도’의 매개효과를
각각 검증하기 위해서 팬텀변수를 만들어 추가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과학자아개념 → 학생이 인
식한 과제난이도 → 상태불안’(p=.016, β =—.096), 
‘과학자아개념 → 사전지식 → 학생이 인식한 과제
난이도→ 상태불안’경로(p=.018, β =—.008)는 유의
하였지만, ‘과학자아개념 → 사전지식 → 상태불안’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p=.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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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에 사전지식, 학생이 인식한 과제난이도, 
상태호기심, 상태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경로
중 변수 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설명량을
제시하였다. 직접효과는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말하며, 간접
효과는 하나의 변수가 매개변수로 통하여 다른 변
수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의미한다. 총효과는 직
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모두 더한 효과의 총합을 의
미한다. 
학생의 사전지식은 인지욕구(β =.166)와 과학자

아개념(β =.264)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의 인지욕구와
과학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사전지식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과학자아개념의 표준화계수
가 인지욕구의 표준화계수보다 더 크기 때문에 과
학자아개념이 학생의 사전지식 수준에 더 많은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이 인식한 과제난이도에는 인지욕구(β =

—.014), 과학자아개념(β =—.263+—.022=—.285), 사
전지식(β =—.085)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인지욕구는 학생이 인식한 과제난이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사전지

식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부적인 영향(β = 
.166×—.085=—.014)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인지욕구가 높은 학생은 사전지식이 높
으며(β =.166), 사전지식이 높을수록 과제가 쉽다고
인식하는 것(β =—.085)을 의미한다. 한편, 과학자
아개념은 학생이 인식한 과제난이도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β =—.263)을 주며, 사전지식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부적 영향(β =.264×—.085=—.022)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적인 부적 영향은 과학
자아개념이 높은 학생일수록 자신의 과학 학업 능
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과제가 쉽다
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간접적인
부적 영향은 과학자아개념이 높은 학생일수록 사전
지식 수준이 높아지며, 따라서 과제가 쉽다고 인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이 인식한 과제난이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 중 과학자아개념의 영향력이 가
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모형은 학생이 인
식한 과제난이도에 대해 약 16.5%를 설명해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상태호기심 유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학습

자 변인은 학생의 흥미(β =.376), 인지욕구(β =.284), 
과학호기심(β =.214), 사전지식(β =.064) 순으로 나

Table 3.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total effects between the variables

Path
Standardized coefficients (β )

R2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Prior knowledge ←
Need for cognition .166 ㆍ .166

.125
Science self-concept .264 ㆍ .264

Perceived difficulty ←

Need for cognition  ㆍ —.014 —.014

.165Science self-concept —.263 —.022 —.285

Prior knowledge —.085 ㆍ —.085

State curiosity ←

Science curiosity .214 ㆍ .214

.607
Interest .376 ㆍ .376

Need for cognition  .284 ㆍ .284

Prior knowledge .064 ㆍ .064

State anxiety ←

Need for cognition  .157 ㆍ .157

.286

Science self-concept .232 —.104 .128

Science anxiety .515 ㆍ .515

Prior knowledge ㆍ —.031 —.031

Perceived difficulty .366 ㆍ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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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이 네 가지의 변인은 모두 직접적으로 상
태호기심 유발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
과는 과학 문제 대면 상황에서 학생의 흥미, 인지
욕구, 과학호기심, 사전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상태
호기심이 높게 유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 분
야에서 흥미와 호기심은 특정한 대상에 대해 관심
과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며, 탐색활동과 관련된 동
기․정서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둘의 개념
은 서로 관련이 높다(Ainley, 1987; Grossnickle, 
2016; Kashdan et al., 2009; Kim, 2016; Weible & 
Zimmerman, 2016). 학생이 특정 내용에 대해 흥미
를 느낀다면 그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며 자발적으
로 학습에 참여하게 되고, 깊이 있는 사고가 가능
해진다(Hidi, 1990; Schiefele, 1991). 이 과정에서 학
생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알고 싶은 지식의
차이(지식격차)를 인지하게 되며(Shin & Kim, 
2019), 이러한 지식격차를 해소하고 알고자 하는 지
식이나 정보를 탐색하기 위해서 상태호기심이 높
게 유발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지식격차가
작다고 느끼는 학생일수록 그 작은 차이를 좁히기
위해 높은 탐색동기를 가지며, 상태호기심이 높게
유발된다(Kang & Kim, 2020; Litman et al., 2005).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학생의 사전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상태호기심이 높게 유발된 것으
로 판단된다.
과학호기심, 흥미, 인지욕구, 사전지식 중 상태호

기심을 유발시키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변인
은 흥미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과학호기
심과 인지욕구는 특정 내용에 대한 호기심이나 인
지욕구가 아니지만, 흥미의 경우 문제① 또는 문제
②의 내용에 대한 흥미를 측정한 것이다. 상태호기
심은 문제① 또는 문제②를 대면한 상황에서 학생
이 느끼는 호기심이기 때문에 문제의 내용과 직접
적인 관련이 있다. 따라서 다른 학습자 변인과 달
리 흥미가 상태호기심 유발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호기심을 느끼는 대상에 대한 흥미가 학생의 특성
호기심 또는 인지욕구보다 호기심 유발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며, 학생의 상태호기심
을 높게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학생이 흥미 있어 하
는 주제나 내용을 다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는 것을 암시한다. 어떤 대상에 호기심을 느끼는 학
생은 그 대상에 흥미가 있는 것이라 주장한 Gardner 

(1987)의 의견도 본 연구결과와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모형은 상태호기심 유발에 대해
약 60.7%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어 학습자 변인이
상태호기심 유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적 잘 예측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태불안 유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변인은 학생의 과학불안(β =.515), 학생이 인식한
과제난이도(β =.366), 인지욕구(β =.157), 과학자아
개념(β =.232+—.104=.128), 사전지식(β =—.031) 순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과학 문제 대면 상
황에서 학생의 과학불안, 인지욕구, 과학자아개념
수준이 높을수록, 학생이 과제가 어렵다고 인식할
수록, 그리고 학생의 사전지식 수준이 낮을수록 상
태불안이 높게 유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는 인지욕구와 상태불안은 낮은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Olson et al. (1984)의 연구 결과를 고려하
여 인지욕구가 높을수록 상태불안은 낮게 유발될
것이라 예상하였다. Olson et al.의 연구에서는 대학
생을 대상으로 인지욕구와 관련된 여러 구인을 다
양한 검사도구로 측정하는 과정에서 상태불안도
함께 측정하였으므로 실제 학습 상황에서 상태불
안을 측정한 것은 아니며, 단순히 인지욕구와 상태
불안의 두 변수 간 상관관계만 파악하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제 과학 문
제를 해결하는 상황에서 상태불안을 측정하였으며, 
인지욕구와 상태불안 변수는 여러 학습자 변수와
함께 통계분석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
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과학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상태불안도 높게 유발되었다. 과학자아개
념은 상태불안 유발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β
=.232)을 주었으며, ‘학생이 인식한 과제난이도(β =
—.263×.366=—.096)’와 ‘사전지식에서 학생이 인식
한 과제난이도(β =.264×—.085×.366=—.008)’를 매개
로 하여 간접적으로 부적인 영향(β =—.096+—.008= 
—.104)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의 사전
지식은 상태불안 유발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주지는 않았으나, 과제난이도 인식을 매개로 하
여 간접적으로 부적인 영향(β =—.085×.366=—.031)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의 사전지식이
부족할수록 과제가 어렵다고 인식하며(β =—.085), 
과제가 어렵다고 인식할수록 상태불안이 높게 유
발된다는 것(β =.366)을 의미한다. 본 연구모형에
서 독립변수 및 매개변수가 상태불안 유발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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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은 약 28.6%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V. 결론 및 제언

효과적인 과학 학습 지도를 위해서는 학습 상황
에서 학생의 정서적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
다. 과학 학습과 관련된 정서 중 상태호기심과 상
태불안은 학업 수행 및 성취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습 상황에서 학생의 정서적 상태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는 상태호기심과 상태불안을 고려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학 문제 대면 상황에서 유
발되는 상태호기심 및 상태불안은 적절한 교육적
개입을 통해 그 수준을 변화시킬 수 있고, 과학 학
습의 전 과정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과학 문제 대면
상황에서 상태호기심 및 상태불안이 어떤 학습자
변인에 의해 유발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
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 문제 대면 상황에서 상태호

기심 및 상태불안 유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
는 과학호기심, 흥미, 인지욕구, 과학자아개념, 과
학불안, 사전지식, 학생이 인식한 과제난이도를 학
습자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초등학교 5∼6
학년을 대상으로 학습자 변인이 과학 문제 대면 상
황에서 상태호기심 및 상태불안 유발에 미치는 영
향과 이 과정에서 사전지식과 학생이 인식한 과제
난이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생
의 인지욕구와 과학자아개념이 높을수록 학생의
사전지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
의 인지욕구, 과학자아개념, 사전지식 수준이 낮을
수록 주어진 과제가 어렵다고 인식하였으며, 이 세
변인 중 과학자아개념이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과학 문제 대면 상황에서 유발되는
상태호기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흥미, 
인지욕구, 과학호기심, 사전지식 순으로 나타났으
며, 이들 변인은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수
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특성호기심이 높을수록 상
태호기심도 높은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었으며, 호
기심과 유사한 개념인 흥미와 인지욕구도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다만 흥미가 과학호
기심과 인지욕구보다 과학 문제 대면 상황에서 상
태호기심 유발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주

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과학호기심과 인지
욕구는 특정한 내용이나 주제를 대상으로 하지 않
지만, 흥미의 경우 문제① 및 문제②의 내용이 대
상이 된다. 학생이 과학 문제를 대면했을 때 느끼
는 상태호기심은 문제의 내용이나 주제와 직접적
인 관련이 높다. 따라서 흥미가 과학호기심과 인지
욕구보다 상태호기심을 유발하는데 더 많은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과학 문
제 대면 상황에서 상태호기심을 높게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문제의 내용이나 주제에 대한 흥미
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미로써 상태호기심 유발
에 대한 흥미의 역할을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중요
한 의미를 지닌다. 과학 문제 대면 상황에서 유발
되는 상태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과
학불안, 학생이 인식한 과제난이도, 인지욕구, 과학
자아개념, 사전지식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전지
식만 상태불안 유발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 나머
지 변인들은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학생의 과학불
안과 학생이 인식한 과제난이도는 상태불안을 유발
시키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성불
안이 높은 학생은 낮은 학생에 비해 어떤 상황에서
든 더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과학불안이 높을수
록 상태불안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과제
난이도는 과제 수행에 대한 성공 또는 실패의 기대
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신의 학업
수행에 대해 실패가 예상되고, 그러한 실패가 좋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상태불안이 유발된다. 따라서
과제가 어렵다고 인식할수록 상태불안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학생의 사전지식은 학생이
인식한 과제난이도를 매개로 하여 상태불안 유발
에 간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사전지식
수준이 낮을수록 과제가 어렵다고 인식하며, 과제
가 어렵다고 인식할수록 상태불안 수준이 높아진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와 같이 과학 문
제 대면 상황에서 상태호기심 및 상태불안 유발에
영향을 주는 학습자 변인을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
는 과학 학습 지도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며, 
과학 학습에서 학생의 정서적 상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과학 학습에서 유발되는 상태호기심
및 상태불안 연구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연구모형에서 상태호기심 유발에 대한

설명력은 60.7%이었지만, 상태불안 유발에 대한 설
명력은 28.6%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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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유발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선정한 학습자
변인 이외의 다른 변인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된다. 학습은 학습자 변인뿐 아니라, 교
사, 학습자료, 학습 환경 등 다양한 변인들의 역동
적인 상호작용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
작용 과정에서 상태호기심 및 상태불안은 학업수
행 및 성취에 대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양한 학습 변인들 사이의 관계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학 문제 상황에서 유발
된 상태호기심 및 상태불안이 과학 학습의 전 과정
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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