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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의 과학 경험, 학습동기, 성취도,
진로의향 간의 구조적 관계 규명

․김영주 ․임현진 ․유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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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국가의 지속적인성장동력으로 과학기술 인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있으며, 이는과학교육 혁
신을통한우수과학인재양성에대한관심으로이어지고있다.이에본연구는진로결정단계에있
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 진로의향과 과학 성취도를 과학교육의 성과 변인으로, 교육의 환경
요소인 과학 경험과 학습자 개인 특성인 과학 학습동기를 핵심 영향 변인으로 선정하여 이들 변인
간의구조적관계와직ㆍ간접영향력을확인하고자하였다. 경기도소재1개고등학교1학년136명
을 대상으로 수집한 설문자료를 구조방정식으로 분석한 결과, 과학 경험은 과학 학습동기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β=.72(t =6.16, p <.05)), 과학 학습동기
는 과학 성취도(β=.66(t =8.73, p <.05))와 과학 진로의향(β=.66(t =8.45, p <.05))에 유의한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아가과학 경험은 과학학습동기를매개로과학 성취도
와과학진로의향에간접영향을주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과학수업에서뿐아니라학교밖에
서의학생들이경험하게되는긍정적인과학경험이내재동기,자기결정성,자기효능감,점수동기
로구성된과학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력을확인한것으로써, 우수 과학인재양성을위해서는학
교에서의 수업과 학교 밖에서의 과학경험을 더욱 의미 있고 긍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고
안되어야함을시사하는것이다. 나아가과학 성취도와과학 분야의 진로를 촉진하기위해서는과
학 학습동기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내재동기를 포함한 하위요소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학 학습전
략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과학 경험, 과학 학습동기, 과학 성취도, 과학 진로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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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벌 과학기술인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전재식 외, 2009). 이에 따라 우리 정부에서도

․

과학기술 인력양성을 위해 초 중등 교육과정부터 우수한 이공계 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을 시행하여 이공계 진로 관련 정보 제공을 의무화 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 2013). 그 결과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업
성취도 국제비교연구(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에서는 과학 분야에서

․

세계적으로 우수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김태일, 2005; 장수명, 서혜애, 2005). 그러나 중 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공계로의 진학 희망은 24.6%에 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
며(한국과학창의재단, 2012), 이러한 이공계 기피 현상은 국내 기업의 미래 산업 준비에서의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중앙일보, 2012).
이에 중등 과학교육의 내실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성취도와 더불어 과학 분야로의 진로지도에도 관
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과학교육의 성과를 과학 성취도와 태도를 넘어 과학기술 진로의
향으로 보고, 그 영향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봉숭아, 이국행, 2012;
Taskinen, Schutte, & Prenzel, 2013). 그 영향 요인 중 하나인 과학 경험은 학습자의 지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Dewey, 1938), 학습자의 과학 지식수준을 높여주고, 성취도를 향상시킬 뿐 아니
라(이문원, 조희영, 1985; Reynolds & Walberg, 1991) 진로 선택을 촉진하는 변인으로 알려져 왔다
(이수영, 2011; Woolnough, 1994). 과학의 다양한 측면을 체험하며 형성된 과학 경험은 과학에 대
한 흥미를 유도하여 학습자의 정의적 영역인 흥미와 자기효능감 등의 과학 학습동기를 촉진하는 것
으로 논의되고 있다(김낙규, 류춘렬, 2010; 이호연, 권치순, 2013).
과학 경험과 더불어 학습동기가 과학교육에서 중요한 이유는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인지적인 노력
이 타 교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요구되므로 학습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하는 동기유
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Schunk, Pintrich, & Meece, 2008). 실제로 과학교과에서 내재동기, 외재
동기, 자기효능감, 흥미와 같은 학습동기의 심리적 요인은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실증연구에서
밝혀졌으며(조선미, 2011; 주영주, 정영란, 이유경, 2011), 진로의향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봉숭아, 이국행, 2012; Nauta & Epperson, 2003; Glynn, Taasoobshirazi, & Brickman, 2009).

․

그러나 이들 영향 요인이 과학 성취도와 과학 진로의향에 미치는 영향력 관련 연구들은 주로 초

중학생에 집중되어 있으며(봉숭아, 이국행, 2012; 윤진, 박승재, 명전옥, 2006; 이수영, 2011) 진로
결정이 필요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구조방정식을 활용
한 변인 간 관계연구는 상관관계 연구와 달리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며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
할 뿐만 아니라(배병렬, 2007) 다중적 측면으로 구성된 학습동기와 같은 변인의 측정에서 더욱 효과
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봉미미, 2000)에도 불구하고 과학 교과에서 과학 성취도와 과학 진로
의향과 같은 과학교육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에서 과학 학습동기와 과학 경험이
미치는 영향은 각각 단편적으로 확인하였는데 그치고 있어 이들 변인 간의 종합적인 구조관계와

․

직 간접 영향 규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 연구들에 비해 구조관계 연구는 이에 본 연구에서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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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교육의 성과를 높이는 변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 과학교과에 대한 교수 설계에서 최적의 학습 방
법과 전략을 구사하여 성공적인 교수-학습으로의 지향을 목적으로 하여, 과학성과 변인으로 과학 성
취도와 과학 진로의향을 선정하고 국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과학 경험과 과

․

학 학습동기의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이들 간의 직 간접적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상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과학 경험, 과학 학습동기, 과학 성취도, 과학 진로의향 간에는 구조적 관계가 성립하는가?

․

연구문제 2. 과학 경험, 과학 학습동기, 과학 성취도, 과학 진로의향 간에는 직 간접효과가 존재
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과학 경험과 과학 학습동기의 관계
과학교과에서 경험이란 과학에 관련된 신체 및 사고 활동에 학습자가 직접 참여해 본 경험으로 학
교 안에서 정규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및 실험실에서의 탐구활동 경험과 그에 대한 학습자의
감정이나 주관적 생각과 그 외에 비형식으로 발생하는 과학과 관련된 과학관, 동물원, 식물원 등 학
습자의 개별적인 현장체험이나 일상생활에서 신문기사, 잡지, 책, 다큐멘터리 시청과 같이 매체를 통
해 접하는 경험 또는 취미경험 등을 포함한다(김낙규, 류춘렬, 2010; 이문원, 조희영, 1985; 최윤희,
최경희, 2012; Reynolds & Walberg, 1991). 반면 과학 학습동기는 학습자가 과학 교과를 학습하는
데 요구되는 요인들을 포괄한 동기로써 학습자가 과학을 학습하고자 행동을 자극하고, 유도하며 지
속하게 하는 내적 상태로 정의할 수 있으며(Glynn, Brickman, Armstrong, & Taasoobshirazi, 2011),
Glynn 외(2011)는 과학 학습동기의 하위요인을 자기효능감, 자기결정성, 내재동기, 점수동기, 진로
동기로 설정하기도 하였다.
경험과 동기 두 변인의 관계를 다루는 선행연구들은 과학 경험이 과학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
고 흥미를 느끼게 하는 핵심요인으로 주목하였다. 먼저 국내의 연구에서 이호연과 권치순(2013)은
초등 5-6학년생을 대상으로 과학 경험과 과학 학습동기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한 결과, 과
학 학습동기의 하위 영역 중 시험불안 영역을 제외하고 내재동기, 외재동기, 자기 관련성, 자기결정,
자기 효능감이 과학 경험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과학 영재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최윤희와 최경희(2012)는 질적 분석을 통해 비형식 학습 활동은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키며, 매체를 통한 과학 관련 경험이 과학 학습과 탐구 동기를 제공한 것을 확인하였다.
외국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Simpkins, Davis-Kean와 Eccles(2006)는 미국의
5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종단연구를 실시한 결과 방과 후에 과학 관련 물품 수집, 실험, 과학 관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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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독서, 과학 키트 경험 등의 과학 경험이 다음 학년의 과학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과학 학습에 대
한 흥미와 같은 내재동기에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Taskinen, Schutte와
Prenzel(2013)이 독일의 9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과학 클럽, 수업 외 과학 프로젝트,
현장체험과 같은 과학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한 학습자가 과학 학습에 대한 내재동기가 높을 뿐만 아니
라 과학 학습에 대한 자기효능감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국ㆍ내외의 연구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학 경험과 과학 학습동기간의 실증적 관계
를 규명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과학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과학 경험
을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어린 시절부터의 과학 경험이 학습자로 하여금 과학
학습을 지속하게 하는 심리적 원동력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하고, 본 연구에서는 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2. 과학 경험과 과학 학습성과와의 관계
현대 과학교육에서 개인의 과학 경험 수준은 과학 학습 성과와 관련하여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왔으며(김낙규, 류춘렬, 2010), 특히 과학 성취도는 지식의 획득여부를 가시적으로 확인하여 교육
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로 널리 활용된다.
Reynolds와 Walberg(1991)가 미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과학 성취도에 대한 구조모형 연구에
서는 독서와 신문 기사 읽기 등의 경험이 과학 성취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수업의 질과 양에 해당
하는 학교 안 경험은 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tohr-Hunt(1996)는 미국
의 8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중 직접적으로 도구를 다루고 실험을 해보는 핸즈온(hands-on) 경
험의 빈도가 높은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은 학생들에 비해 높은 성취도를 보였다.
국내에서는 이문원과 조희영(1985)이 성별에 따른 과학 성취도의 차이에 대해 그 원인을 과학 활
동의 경험도와 과학과 과학자에 대한 태도로 보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
다. 그 결과, 남학생의 과학 성취도가 여학생보다 높았던 것과 같이 학교 안과 밖에서의 과학에 대한
경험도 역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과학 경험이 과학과목의 성취도와 관
련이 있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해당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과학 학습성과 중 하나인 과학 진로의향은 학습자가 향후 과학과 관련된 전공을 선택하여 과학 분야
의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의도로 정의할 수 있으며(윤혜경, 김형석, 정형식, 김정연, 김명순, 2006),
일찍이 영국에서는 과학교육의 목표 중 하나를 학생들의 과학기술 분야 진학과 진로를 촉진시키는 것으
로 삼고, Woolnough(1994)가 13학년 학생들의 과학기술 분야 진로 선택에 영향 요인들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과학 수업과 같은 학교 내 경험은 물리와 화학 분야의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과학 클럽과 대회 등 정규교육과정 외의 경험은 공학 분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미국
에서는 대학 입학 전 학생들의 과학 클럽 활동이나 대회 참여, 과학 분야에 대한 독서, 과학 프로그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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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등과 같은 학교 밖 과학 경험이 진로의향을 예측하는 것을 확인하였다(Dabney et al., 2012).
한편 국내에서도 사회적 이슈인 이공계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 진로의향과 관련된 요인

․․

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윤진(2002)은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 진로 선택 요
인으로 과학 학습에 대한 선호, 과학 관련 활동 참여, 과학 관련 진로에 대한 인식을 선정하고, 상대
적 중요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과학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전체 학생들에게 과학 관련 활동 참여
요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과학 경험이 과학 진로의향을 함양하는 진로 교육에 있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이수영(2011)의 연구 또한 과학기술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초등학생이
정규 시간 외 과학학습 활동에 더 높은 비율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것이 과학교과
선호도, 성별과 함께 진로 희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3. 과학 학습동기와 과학 학습 성과의 관계
과학 학습동기는 학습 목표의 성취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성취도와 관련하여 널
리 연구되고 있다. Bryan, Glynn과 Kittleson(2011)은 미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 학습동기의
하위요인인 자기효능감, 내재동기, 자기결정성 각각이 과학 성취도를 유의하게 예측하며 특히 이 중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은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내에서도 과학 학습동기와 학습 성취도 간
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조선미(2011)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과학 학습동기 요인 중 하
나인 과학영역에서의 자기효능감이 과학 성취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과학 학습동기 요인에 있어 과학 학업 자기효능감, 흥미, 외재동기의 순서로 과학 성
취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다(주영주, 정영란, 이유경, 2011).
과학 진로의향을 예측함에 있어 과학 학습동기에 대한 초기 연구는 성차에 따른 진로비율을 문제

․

로 인식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주로 진행되어 왔다. 미국의 중 고등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과학 진로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과학 성취도, 과학 활동 참여도가 포함되었으며
특히 과학에 대한 내재동기인 흥미가 여러 변인 중 과학 진로 선호를 가장 강력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Jacobs, Finken, Griffin, & Wright, 1998). Nauta와 Epperson(2003)도 미국 고등학
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 학습동기의 하위변인인 흥미가 과학 분야 진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과학기술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간접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국내
에서는 남녀의 구별 없이 과학 학습동기와 진로의향 간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윤진, 박승재와 명전옥(2006)은 과학 진로와 관련하여 초 중등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는데, 과학
및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가 과학 관련 진로 희망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봉숭아와 이국
행(2012)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과학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에
높은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외재동기, 자기 관련성, 내재동기, 자기 효능감,
자기결정성 영역 순으로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연구에서는 과학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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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동기와 진로의향간의 상관관계만을 제시함으로써 두 변인간의 인과 관계의 가능성만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증적인 규명이 필요하다.

․

이와 같이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주로 초 중학생에 집중되어 있어 인문계 또는 자연
계와 같이 실제 진로선택과 직결되는 계열 결정 시기인 고등학생으로 연구대상을 달리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변인 간의 단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변인 간의 종합적인 인과관계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과학 경험과 과학 학습
동기, 과학 성취도, 과학 진로의향 간에는 구조적인 관계가 있다는 가설적 모형을 설정하고, 모형 내

․

에 과학 경험과 과학 학습동기가 과학 성취도와 과학 진로 지향에 어떠한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가설적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가설적 연구모형

I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의 일반계 A고등학교 1학년의 4개 학급 1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학년은
인문계와 자연계를 선택하여 향후 자신의 진학과 진로 계열을 결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
적합한 학년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총 2회에 걸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학 및 자
퇴자와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총 136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최종 연구대상의 성별비율은 남
학생이 74명(54.4%), 여학생이 62명(45.6%)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가. 과학 경험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들의 과학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김낙규와 류춘렬(2010)이 개발한 고등학
생의 과학 경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일반 활동에서의 전반적인 과학 경험을 물어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학교 안 경험과 학교 밖 경험에 해당하는 각 10문항씩, 총 20문항이 5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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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1:거의 없다, 2:적다, 3:보통이다, 4:많다, 5:매우 많다)로 측정되었다. 학교 안 과학 경험(예: 과
학 실험 시간에 토론해 본 경험이 있다)은 선행연구에서의 문항내적신뢰도는 .83이고, 학교 밖 과학
경험(예: 과학과 관련된 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의 선행연구에서의 문항내적신뢰도는 .89이다.
본 연구에서 측정도구의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는데, 요인추출방법
은 최대우도 방법을 사용하였고, 요인회전 방법은 직접 오블리민(direct oblimin) 방법을 적용하였
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도 과학 경험 측정도구는 학교 안 과학 경험과 학교 밖 과학
경험의 2 요인 구조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문항내적신뢰도는 학교 안 과학 경험이 .88,
학교 밖 과학 경험이 .93으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나. 과학 학습동기
과학 학습동기는 Glynn, Brickman, Armstrong과 Taasoobshirazi(2011)가 개발한 Science
Motivation Questionnaire II를 미국 조지아 대학에서 한국어로 번안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과학 학
습동기 도구는 내재동기, 직업동기,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점수동기의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으
며, 6점 척도의 총 25문항으로 개발되었다. 원 도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작되었으므로 본 연구
의 대상이 고등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교사 2인과 교육공학 전문가 1인의 검토를 받은 후

․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 후에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의 종속 변인인 과학 진로의
향과 문항의 유사도가 높은 직업동기 하위요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요인, 20문항을 활용하였으며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요인적재치의 유의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30을 적용하여 문항이 속한 요
인이 아닌 다른 요인에 더 높은 적재치를 나타낸 네 문항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요인별 내적 신뢰도
를 저해하는 두 문항을 제거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내재동기 4문항(예: 나는 과학을 배우
는 것을 즐긴다), 자기결정성 4문항(예: 나는 과학을 잘 배우기 위해 학습 전략들을 사용한다), 자기
효능감 2문항(예: 나는 내가 과학 실험과 프로젝트에서 잘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점수동기 4문항
(예: 과학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의 총 14문항을 사용하였고, 문항내적신
뢰도는 각각 .89, .91, .86, .93으로 매우 양호하게 나타났다.

다. 과학 성취도
본 연구에서의 과학 성취도는 A고등학교의 교과별 평가 계획에 따라 2013년도 1학기에 실시되는
과학 교과 지필고사 점수와 수행평가 점수를 반영한 1학기 과학 교과 성적으로 하였다. 지필고사는

․

과학 교과 수업에서 전달된 지식 이해정도를 평가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중간 기말고사에서
각각 100점 만점으로 측정되었다. 수행평가는 과학 탐구활동과 수행태도를 측정하였으며 20점을 만
점으로 측정하였다. 지필고사와 수행평가는 학교의 점수산출기준에 근거하여 중간고사 점수 40%,
기말고사 점수 40%, 수행평가 점수를 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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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과학 진로의향
과학 진로의향은 과학 진로 관련 실태조사를 위해 개발된 설문을 윤혜경 외(2006)가 수정한 도구
를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과학 학습과 진로와 관련된 4가지 범주로 구성되었는데, 과학 진로의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과학 진로 선호도’를 측정하는 4문항을 발췌하였으며(예: 대학을 가게 되면
과학과 관련된 전공을 공부하고 싶다), 기존의 측정도구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제작되었으므
로, 고등학생인 연구 대상의 수준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교사 2인과 교육공학 전문가 1인의 검증을
받았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과학 진로의향은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도구의
문항내적신뢰도는 .93으로 높게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은
시간차를 두어 2회로 실시되었는데, 이는 과학 경험과 과학 학습동기를 먼저 측정하고 이 두 변인이
과학 성취도와 과학 진로의향에 미치는 영향의 인과관계를 보기 위해서이다. 첫 번째 설문조사는
2013년 1학기 4월에 학생들의 과학 경험과 과학 학습동기를 측정하였으며, 두 번째 설문조사는 응답

․

자들의 문 이과 진로에 대해 구체적인 고민이 이루어지는 1학기 말에 과학 진로의향을 측정하였다.
과학 성취도는 학기말에 모든 평가가 끝난 후 산출하였다. 과학 경험과 학습동기에 대한 설문은 특정
교과 내용과 상관이 없으며 학기가 진행되는 동안 연구대상 학교에서 수업시간이나 교내에서 특별히
의미 있는 활동이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학기 초와 학기 말의 과학 경험의 차이는 미미하다고 판단하
였다. 본 연구를 위해 먼저, 과학 경험, 과학 학습동기, 과학 진로의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측정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고,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자료의 정상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분
석하는 데 있어 측정모형에 과도하게 비중이 실리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모수치를 확보하기 위
해 묶음지표(item parcel)를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후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모형의 모수추정방
법으로는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연구문제를 위해 변인들 간

․

의 구조적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고, 변인 간 구조적 관계 및 직 간접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변
수 간의 경로계수를 통해 영향력을 검증하고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변인들의 간접효과 유의성은 부
트스트래핑(bootstrapping)으로 확인하였다. 변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지
에 대해 표본 크기가 작을 경우에 Sobel의 방법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Preacher & Hayes, 2004). 수집된 자료는 SPSS 18.0과 AMO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
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는 CFI, TLI, RMSEA를 사용하였다. CFI와 TLI의 값은 .90이상, RMSEA 값
.10 이하를 기준으로 하였다(배병렬, 20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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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구조적 관계 검증
가.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결과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위해 전제조건인 측정변수들의 정규성을 확인하고자 자료의 평
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확인하였다. <표 1>의 결과와 같이 측정변수의 왜도의 절댓값이 2보다
작고 첨도의 절댓값이 7보다 작으면 다변량정상분포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Curran, West, & Finch, 1996), 본 연구의 자료는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의 적정성이 가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상관분석 결과, 모든 변인들이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측정변수인 과학 진로의향1과 과학 진로의향2 간의 상관은 .8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
나, 단일 구인을 측정하는 변인간의 상관이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 분석 결과(n = 136)

측정변수

1

2

3

4

5

6

7

8

1. 학교 안 과학 경험

-

2. 학교 밖 과학 경험

.56*

-

3. 내재동기

.43*

.56*

*

*

.74*

*

*

.62*

*

*

.63*

*

*

.58*

*

*

.88*

4. 자기결정성
5. 자기효능감

.45

*

.44

*

6. 점수동기

.37

7. 과학 진로의향1
8. 과학 진로의향2

*

.23

*

.20

.47

*

.46

*

.40

*

.37

.73
.71

*

.60

*

.55

.73

.45

*

.46

.52

.46

.53

-

.42

*

.31

*

.52

*

.59

*

.48

*

.63

*

.40

.33*

-

평균

2.0

2.3

2.8

2.7

2.6

3.0

2.3

2.2

56.7

표준편차

.70

.87

.95

.91

1.02

1.11

1.05

1.01

22.54

왜도

.59

.59

.03

.17

.32

.07

.31

.43

.18

첨도

-.59

-.59

-.45

-.36

-.48

-.94

-.68

-.71

-1.20

9. 과학 성취도

*

.48

9

*

p < .05

나. 측정모형의 검증
본 연구의 구조모형 분석을 위해 2단계 접근법에 따라 먼저 측정모형의 적합도와 타당성을 검증하
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χ2(17) = 29.67(p < .05)로 나타나
측정모형이 자료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χ2은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으므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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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적합도지수인 CFI, TLI, RMSEA를 참고하여 확인한 결과 CFI와 TLI 값이 기준값인 .90이상으로
나왔고, RMSEA값은 .074(90% 신뢰구간 .024∼.118)로 나타나 양호한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측정변수의 유의성을 판단한 결과 <표 3>와 같이 유의수준 .05에서 모두 유의하였으며, 모든 경로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은 .68이상으로 확인되어 충분한 부하량을 확인하였다. 또한, 과학 경험의 하위요
인별 영향력을 살펴보면, 학교 밖 과학 경험(β=.81)이 학교 안 과학 경험(β = .68)보다 상대적으로
큰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학 학습동기의 하위요인은 내재동기(β=.88)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자기결정성(β=.84)과 점수동기(β=.84)는 동일하며,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β = .78) 순으
로 상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분석(n = 136)

χ2

df

p

CFI

TLI

RMSEA(90% 신뢰구간)

측정모형

29.67

17

.029

.982

.971

.074(.024∼.118)

기준값

-

-

.05 이하

.90 이상

.90 이상

.10 이하

<표 3> 측정모형의 요인계수 추정값과 개념신뢰도(n = 136)

잠재변인

측정변수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S.E.

t

과학
경험

학교 안 과학 경험

1.00

.68

-

-

학교 밖 과학 경험

*

1.50

.82

.24

6.31

내재동기

.94*

.90

.07

12.65

*

.82

.07

11.15

자기효능감

*

.88

.79

.08

10.49

점수동기

1.00

.82

-

-

과학 진로의향1

1.12*

.97

.24

6.31

과학 진로의향2

1.00

.91

-

-

과학
학습동기

과학
진로의향

자기결정성

.82

개념
신뢰도
.82

.90

.94

*

p < .05

다. 구조모형의 검증
연구문제 1을 검증하기 위해 가설에서 설정된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표 5>와 같이
기준값을 상회한 결과로 나타나서 본 구조모형은 수용할만한 적합도를 갖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
다. 그리고 과학 경험, 과학 학습동기, 과학 성취도, 과학 진로의향 간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모형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과학 경험이 과학 성취도(β=-.06, p>.05)와 과
학 진로의향(β=-.06, p>.05)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제거하여 수정모형을 제안하였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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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초기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n = 136)

비표준화
표준화된
요인계수(B) 요인계수(β)

변수 간 경로
과학 학습동기
과학 성취도
과학 진로의향

S.E.

t

p

6.18*

.000

← 과학 경험

1.26

.72

.20

← 과학 경험

-.15

-.06

.31

-.47

.639

← 과학 학습동기

.95

.71

.17

5.54*

.000

← 과학 경험

-.12

-.06

.29

-.41

.681

.16

*

.000

← 과학 학습동기

.86

.70

5.36

*

p < .05

수정된 모형은 초기 구조모형에서 위계적으로 내재된 모형으로 동일한 잠재변인과 측정변수로 구
성되어 있다. 두 모형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χ2 차이 검정을 실시한 결과, ∆χ2 = 0.38, ∆df = 2,

p = .83로서 두 모형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
측 부합도 지수 중 0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AIC 값을 비교한 결과 수정된 모형
에서 초기모형의 값인 112.581보다 더 작은 값인 108.94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다 간명한 모형인 수
정된 모형을 최종 연구 모형으로 채택하였다([그림 2] 참조).
수정된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표 5>과 같이 CFI와 TLI는 각각 .967과 .953으로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며 초기 모형보다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RMSEA도 기준치인 .10보다
작으며 초기 모형값의.094보다 수정된 모형의 값은 .088로 적합도가 보다 향상되었다. 따라서 수정
된 모형은 초기모형에서처럼 χ2에서 유의수준 .05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χ2
은 표본수의 민감한 지표이므로 다른 기준값을 모두 충족시킨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수정 모형의 적
합도가 수용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수정모형의 경로계수를 확인하였다.
본 수정모형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생의 과학 경험, 과학 학습동기, 과학 성취도와 과학 진로의향
간의 구조적 관계에서 과학 경험은 과학 학습동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과학 학습동기는 과학
성취도와 과학 진로의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간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표 6>과 같이 경로계수 추정치에 따라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과학 경험은 과
학 학습동기에 β= .72(t = 6.16, p < .0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 학습동기는 과학 성취도에 β=.66(t = 8.73, p < .05)의 영향을 미치며, 과학 진로의향에는 β=
.66(t = 8.45, p < .05)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구조모형의 적합도 분석(n = 136)
2

초기 구조모형
수정모형
기준값

χ

df

p

50.58
50.96

23
25
-

.001
.002
.05 이하

CFI
.965
.967
.90 이상

TLI
.946
.953
.90 이상

RMSEA(90% 신뢰구간)
.094(.059∼.130)
.088(.053~.122)
.1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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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수정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n=136)

비표준화
표준화된
요인계수(B) 요인계수(β)

변수 간 경로
과학 학습동기
과학 성취도
과학 진로의향

← 과학 경험
← 과학 학습동기
← 과학 학습동기

1.25

.72

.88

.66

.71

S.E.

t

.20

6.16*

.000

.09

*

.000

*

.000

.66

p

7.60

.10

8.73

*

p < .05

[그림 2] 최종모형 및 표준화 경로계수

․

2. 직 간접효과 검증
위 연구결과에서 과학 학습동기는 과학 경험에게 영향을 받으며, 과학 성취도와 과학 진로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학 경험은 과학 성취도와 과학 진로의향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과학 학습동기는 과학 경험과 과학 성취도, 과학 경험과 과
학 진로의향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과학 경험이 과학 학습동기를
매개로 과학 성취도(β = .47, p < .05)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확인한 결과, 과학 성취도에 미치는 총
영향력 β = .66(p < .05)이고 과학 경험과 과학 학습동기는 과학 성취도의 43.4%(R2=.434)를 설명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 진로의향에도 과학 경험은 간접효과를 가지며(β=.47, p<.05) 과학 경험과
과학 학습동기로 설명되는 과학 진로의향의 분산은 43.4%(R2=.434)이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

<표 7> 최종모형의 직 간접효과 분석(n = 136)

변수 간 경로
과학 학습동기
과학 성취도
과학 진로의향

비표준화 요인계수(B)
전체

직접

← 과학 경험

1.25

← 과학 경험

1.10

← 과학 학습동기

표준화 요인계수(β)

간접

전체

직접

간접

1.25

-

.72

.72

-

-

1.10

.47

-

.47

.88

.88

-

.66

.66

-

← 과학 경험

.89

-

.89

.47

-

.47

← 과학 학습동기

.71

.71

-

.66

.66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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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력
(R2)

과학 학습동기

51.7%

과학 성취도

43.4%

과학 진로의향

43.4%

*p < .05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 고등학교 재학 중인 고등학교 1학년생들을 대상으로 과학 경험이 과학 학습동기,
과학 성취도, 과학 진로의향에 영향을 미치며, 과학 학습동기는 과학 성취도와 과학 진로의향에 영향

․

을 미칠 것으로 모형을 상정하여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 변인간의 직 간접효과를 분석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 경험, 과학 학습동기, 과학 성취도, 과학 진로의향 간의
구조적 관계는 양호한 적합도를 보임으로써 가설적 구조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달리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과학 경험에서 학습
동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수업모델 개발이 과학교과 학습 성과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우선적으로 학생들의 과학적 경험을 풍부하게 해 주고 이를 토대로 학습 동기를 고취시키는 전략이
학습 성취도와 진로의향을 높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과학인재양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최종모형에서 변인 간에 상정된 3개 직접경로(과학 경험→과학 학습동기, 과학 학습동기→
과학 성취도, 과학 학습동기→과학 진로의향)가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학 경험이 과학 학습동
기를 통해 과학 성취도와 과학 진로의향에 미치는 간접효과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습
자의 과학 경험은 과학 학습동기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행연구(이
호연, 권치순 2013; 최윤희, 최경희, 2012)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즉, 학교 안팎에서 과학과 관
련한 경험이 풍부할수록 학습자들은 과학 학습에 대한 자신감, 자율성, 내적 동기, 성적에 대한 의지
등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학습자의 과학교과에 대한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풍부한 과학관련 경험이 학교 밖과 안에
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경험이 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창의재량활동 시간에 전문기관의 방문 등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과학현상의 관찰과 실험 및 전문가와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경험해 볼 것을
제안한다. 또한 실험뿐만 아니라 수업을 통해 학습자들이 교과내용을 유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과학적 현상과 원리에 대한 팀 별 토론 및 질의응답시간을 마련하여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을 제안한다. 과학교과에서는 최근에 유의미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
로 과학과 다른 영역을 융합한 STEAM(Scei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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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이시예, 이형철, 2013), 수업시간에 학습자들이 간단한 실험을 진
행하여 즉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Small-Scale Chemistry(SSC)활동(유미현, 윤희숙, 홍훈기,
2007)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학습동기가 과학 성취도와 과학 진로의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는 결과는 이전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데(Glynn, Taasoobshirazi, & Brick, 2009), 이는 학습과정에 어려움이 있어
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도록 학습동기가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과학 학습동기는 과학 진로의향에도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학에 대한 학습동기가 높은 학습자는 과목에 대한 만족과 긍정적 성취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여
진로에 있어서도 유사한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이 내재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청소년 시
기에 과학에 대한 진로의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청소년들의 과학 학습동기를 높여
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내재동기가 과학 학습동기에서 가장 큰 설명력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교과 자체를 즐기고 매력적으로 느낄 때 발현되는 학습자들의 내재동기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우선적인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내적 동기를 높기이 위한 전략의 예로 게임이
나 멀티미디어 요소를 접목시킨 수업이 활용되고 있으며 수업 운영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법
을 적극 활용하여 소집단으로 구성된 실험 및 체험활동이 권장되고 있다(이미경, 정은영, 2004).
한편, 과학 경험은 과학 성취도와 진로의향에 간접효과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본 연구
에서 과학 경험은 학교 안팎의 경험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현 교과내용과 관계없는 경험이 다수 포함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Stohr-Hunt, 1996). 따라서 현재의 성취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과학 학습동기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과학 진로의향과 관련해
서는 현 입시제도로 인해 학생들이 대학입시에 유리한 계열을 선택하게 되면서 학습자 자신의 요구
와는 다르게 진로의향을 선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윤진, 2002). 그러나 학습에 대한 내적동기가 높
을수록 학습자는 학습에 충실하게 되고 결국 어려움이 있어도 원하는 것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진로의향도 학습자가 원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과학 학습동기
를 매개로 하여 과학 경험이 과학 진로의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과학 진로의향을 높이기 위해서
는 학습자들에게 유의미한 경험의 기회를 높여 학습동기를 보다 강하게 형성해야 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대한 한계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편의표집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대한 일반화에 어
려움이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 다양한 지역, 성별, 연령별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
히 과학 경험의 경우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권치순, 허명, 양일호, 김영신,
2004), 지역별로 보다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다집단 분석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측정한 과학 경험은 전 생애에 걸친 일반적인 경험을 토대로 수량화 된 자기보고식 설문을
활용하였으나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보다 의미 있는 과학 경험의 내용과 속성을 밝히는 것도 의미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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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별과 학년에 따라 과학에 대한 흥미요소가 다르게 나타나므로(정영란, 권혜
영, 2002), 그에 따른 과학 경험의 효과도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수업에서 이루어진 과학 경
험의 순수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설계기반연구(design-based research)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과학 성취도와 진로의향에 보다 핵심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을 밝히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과학 경험뿐만 아니라 학습과정에서의 나타나는 변인들을 추가하여 구조적 관
계를 살펴본다면 과학 학습의 성과를 높이는 데 보다 발전된 이해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의 과학교과에서 수행되었던 연구에서 과학 학습의 성
과를 성취도와 함께 진로의향을 추가하여 다각도로 분석하였으며, 과학 경험과 과학 학습동기와의
복합적인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학교현장에서 학습 성과를 높이는 요인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
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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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vestigati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cience Experience, Learning Motivation, Achievement
and Career Orient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Kang, Myunghee (Professor, Educational Technology., Ewha Womansl Univ.)
Kim, Youngju (MA, Ewha Womans Univ)
Lim, Hyunjin (Ph D. Student, Educational Technology, Ewha Womans Univ.)
Yoo, Young Ran (BK21 Post-doctoral Researcher, Ewha Womans Univ.)

Due to the importance of talented scientists and engineers for the sustainable growth of the
country, attracting and nurturing talented individuals in the field of science have been drawing
attention through innovation of science education. Based on the current situa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cience experience, science learning motivation,
science achievement and science career orientation for high school students in South Korea. One
hundred thirty-six 10th grade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participated in the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was employed to validate the hypothetical model and analyze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As a result, the proposed model was acceptable with a good fit,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rect and indirect effects with all the paths of the model. That is, science
experience positively influenced science learning motivation, and science learning motivation
positively influenced both science achievement and science career orientation. Furthermore, science
learning motivation plays a significant mediating role between science experience and both science
achievement and career orientation. The result implies that various science experiences have an
effect on science learning motivation including intrinsic motivation, self-determination, self-efficacy,
and grade motivation. Based on the results, it is suggested that appropriate strategies for supporting
in-class or out-of-class science experiences would be needed for nurturing talented science human
resource. It is also crucial to study strategies which facilitate science learning motivation including
intrinsic motivation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 science experience, science learning motivation, science achievement, science career orient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