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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국어 교과와 수학 교과에 대한 가치 인식 비교를 통해 유용가치와
비용이 학습참여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2016년 4월 25일∼5월 20
일 사이에 전국 7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에 대한 가치, 학습참여,
학업성취를 측정하였고, 최종적으로 291명의 학생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어 교과와 수학 교과에 대한 유용가치 지각이 학습에
대한 심층적 참여와 피상적 참여를 정적으로 예측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정서비용
은 두 교과 모두에서 인지적인 비참여를 예측하였으며, 특히 수학에서는 심층적 참
여와 피상적 참여도 함께 낮춤으로써 학습참여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국어 교과와 수학 교과에 대한 노력비용을 지각하는 것은 학업성
취를 부적으로 예측함을 확인하였다. 넷째, 국어 교과에서는 기회비용 지각이 피상
적 참여를 정적으로 예측하였고, 수학 교과에서 높은 기회비용 지각은 비참여를 정
적으로 예측하였다. 다섯째, 국어와 수학 교과에서 모두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 심층
적인 참여를 하게 되면 교과 학업성취가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수학 교
과에서 비참여는 낮은 학업성취로 이어진다. 이 같은 결과를 근거로 향후 국어 및 수
학 교과의 교수·학습 설계 및 실행에서 고려할 점을 논의하였다.
« 주제어: 과제가치, 유용가치, 정서비용, 노력비용, 기회비용, 학습참여,
학업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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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 론

학습자가 교과 학습을 잘하고 있다고 간주하려면 학습의 결과로서 해당 교과에 대
한 성취수준이 높거나 이전에 비해 향상되었다는 것 외에 학습자가 해당 교과의 가
치를 인식하고 교과 수업에서 요구하는 학습 태도 혹은 학습참여의 수준 또한 갖추
어야 한다. 이처럼 교과 학습의 결과뿐 아니라 학습 과정의 질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교육학적 탐색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김경희, 임은영, 신진아,
2013; 김아영, 조영미, 2001; 한순미, 2004).
학습자 개인은 각자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과 경험을 통하여 과제가치를 부여하게
되고 그에 따라 해당 과제에 대한 인지적 참여 수준을 결정한다. 과제 또는 교과에
대한 가치는 학업 수행 결과와 학습 지속의향을 예측하는 변인이며(Shin, 2003), 인지
전략 사용과도 유의한 관계를 가진다(Greene, DeBacker, Ravindran, & Krows,
1999). 즉, 학생들이 인식하는 교과에 대한 가치는 해당 교과 학습에 대한 참여 의도
와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교과에 대한 가치 인식이 교과 과제 수행
중에 심층적인 인지전략 활용을 촉발하며,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
구 결과에 비추어볼 때 교과 교육에서 과제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제가치는 주어진 활동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습의
과정과 결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동기 요인이다(Eccles & Wigfield, 2002). 학
습자가 특정 과제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할수록 과제에 대하여 더 많이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그와 관련된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된다(Greene et
al., 1999; 유지원, 송윤희, 2013). 나아가 과제가치를 높게 지각하는 것은 심층적 인지
전략을 매개로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reene et al., 1999).
과제가치는 과제에 대한 흥미를 인식하는 정도(내재가치; intrinsic value), 학생들
이 과제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성취가치; attainment value), 과제 수행이 유용
하다고 인식하는 정도(유용가치; utility value), 비용이 적다고 인식하는 정도(비용;
cost)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된다(Eccles et al., 1983). 과제가치 하위 요인들이 학습
참여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을 살펴보면, 첫째, 내재가치는
개인이 특정 교과나 주제에 대해 느끼는 즐거움 또는 흥미라고 정의된다. 학습자가
특정 교과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되면 지속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게 되고, 학업적 수
행을 높이게 되는 등 내재가치의 긍정적인 역할은 비교적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Hidi & Renninger, 2006; Schiefele, Krapp, & Winteler, 1992).
둘째, 성취가치는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루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지각하는
정도로, 학업수행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다. 그러나 성취가치는 내재가치 또는 유
용가치와의 높은 상관이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어(Conley, 2012; Eccles & Wigfield,
1995; Gaspard et al., 2015), 성취가치를 과제가치의 독립적인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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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 유용가치는 과제가 개인의 목표에 얼마나 유용한가에 대한 판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재동기를 유발하고, 학업성취나 수행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유
용가치의 역할에 대해서는 교과나 학습자의 특성, 시간적인 근접성, 유용성 제공 방
식 등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우연경, 김성일, 봉미미, 2014;
Hulleman, Godes, Hendricks, & Harackiewicz, 2010). 특히, Wigfield(1994)는 초등학
교 저학년 학생의 경우 흥미에 의해 학습 행동이 결정되는 반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유용가치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안하였으므로 초등학생의 학
습참여와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데 있어 교과에 대한 유용가치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
게 검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비용은 과제 수행 결과에 대한 불안 및 두려움, 성공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
하나를 선택함으로 잃게 되는 다른 선택에 대한 기회비용을 포함하여 과제에 참여하
면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Eccles & Wigfield, 2002). 학
생들이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면 해당
과제에 대한 가치를 낮게 지각하게 되고, 특정 과제로 인해 다른 과제나 활동에 참여
할 기회가 제한된다고 생각하며, 과제 수행에 있어 잠재적인 실패 등에 대한 불안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과제가치와 학습 결과 변인들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용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과제가치 하위 요인의 역할
검증과 관련하여 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습자가 지각하는 비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
게 수행되는 경향이 있다(Flake et al., 2015; Perez, Cromley, & Kaplan, 2014).
기대-가치 이론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학업참여와 성취를 고찰한 이전의 연구들은
하위 요인의 독립적인 역할을 검증하기보다는 ‘과제가치’라는 단일한 요인으로 검증
하거나 과제가치 하위 요인의 총합을 하나의 구인으로 만들어 긍정적인 유인가로 사
용함으로써(Anderman et al., 2001), 학습 결과 변인들과 부적인 관계를 가지는 비용
의 측면을 간과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과제가치를 구성하는 하
위 요인에 대한 개인의 인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교과나 학교급에 따라 과
제가치의 하위 요인이 태도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 대두
되면서 하위 요인들 간의 차별적인 역할을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송주연, Jiang, 김성일, 2013; 우연경, 김성일,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제가치
의 하위 요인들 중 이론적으로 일관적인 결과를 보이는 내재가치와 독립적인 요인으
로 간주하기에 경험적인 근거가 부족한 성취가치를 제외하고, 학생이 지각하는 교과
에 대한 유용가치와 비용에 주목하여 과제가치가 학습참여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
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즉, 학생이 교과에 대해 인식하는 유용성과 부담감을 포괄적
으로 포함하여 교과에 대한 가치 인식의 범주를 상정하고자 한다.
교과에 대해 학생들이 가지는 가치 인식은 서로 다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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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는 영역 특수적인 속성을 갖는 변인으로, 개인이 각 교과마다 부여하는 가치가
달라서 교과 간 과제가치의 상관이 낮게 보고되었으며(Bong, 2001; Trautwein et al.,
2012), 과제가치가 발달하는 양상도 교과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등의 결과들이 보고되
고 있다(임효진, 2012; Jacobs et al., 2002; Watt, 2004). 예를 들어, 임효진(2012)의
연구에서는 학생이 갖는 영어와 과학 교과에 대한 흥미의 변화 추이를 종단적으로
분석한 결과 영어에 대한 흥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는 반면, 과학
에 대한 흥미는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고하였다. 또한, Watt(2004)의 연구에서
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른 영역별 유용가치의 발달 추이를 교과 영역에 따라 분석한
결과 수학에 대한 유용성은 급감하는데 비해 언어에 대한 유용성 지각은 비교적 덜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교과의 특성에 따라 과제가치의 양상이 다르다는 연구뿐만 아니
라 학습에 참여하도록 하고 학업성취를 높이는 데 있어 과제가치가 미치는 영향 및
기능이 교과별로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우연경·김성일
(2015)의 연구에서는 영어와 수학 교과에 대한 행동적인 수업참여와 학업성취를 예측
하는 데 있어 유용가치의 역할을 비교한 결과, 영어 교과에서는 유용가치의 역할이
유의한 반면 수학 교과에서는 유용가치보다 자기효능감의 역할이 더 크다는 결과를
보고하며 교과별 교수·학습 전략이 다르게 설계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김경
희·신진아(2014)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의 수업태도(학습 자료나 준비물 챙김, 예습
및 복습, 수업 집중, 수업 관련 질문), 교과태도(즐거움, 흥미, 학습효용가치, 미래효용
가치)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교과별로 다름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학생들이 교
과에 대해 가지는 주관적인 가치 평가는 서로 다를 수 있고, 교과 내용의 특수성에
따라 학습 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학습참여나 학업성취를 증진하고자
할 때 교과 특성을 고려하여 과제가치의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어와 수학 교과로 한정하여 학생들의 과제가치, 인지적 참여, 학
업성취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영어’와 ‘수학’에서 교과에 대
한 가치 인식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보고된 바 있다(Eccles et al., 1983; Watt,
2004). 해당 연구들에서 비교 대상으로 삼은 교과는 ‘영어’와 ‘수학’이었으며, 그 차이
가 유의미하다면 국내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 연
구 결과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려면 그 비교 대상 교과는 우리나라의 모국어 교육에
해당하는 ‘국어’ 교과와 ‘수학’ 교과이어야 한다. 국내에서도 교과에 따라 과제가치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지만 그 비교 대상이 ‘국어’와 ‘수학’ 교
과에 한정되면서 연구 결과를 교과 특성과 연계하여 논의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이 국어와 수학 교과에 대해 가지는 유용가치와 비용 지각이
인지적인 참여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초등 교과교육에 대
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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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 7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 학교
및 학급, 인원에 대한 정보는 <표 1>과 같다. 2016년 4월∼5월 20일 사이에 299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 및 진단 검사를 실시하였고,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최
종 분석에는 291명(남학생 158, 여학생 133명)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표 1> 연구 대상 정보
학교
지역
A
B
C
D
E
F
G

합계

서울 OO초
서울 OO초
경기 OO초
인천 OO초
대구 OO초
울산 OO초
충북 OO초

학급 수
4
1
2
1
1
1
2
12

분석 대상 인원
90
27
49
23
27
26
49
291

2. 측정도구

교과에 대한 가치와 인지적 참여는 모두 교과별로 측정하였으며, 측정 문항은 ‘전
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가. 교과에 대한 가치

유용가치는 과제가 개인의 목표에 얼마나 유용하고 부합하는가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Conely(2012)에서 사용한 4개의 문항을 교과
에 맞게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문항은 ‘국어/수학 공부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된다’, ‘국어/수학은 미래 나에게 유용할 것이다’, ‘국어/수학 내용은 내 미
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국어/수학을 잘하는 것은 직장을 얻거나 대학을
갈 때 중요하다’로 구성되었으며, 문항에 대한 교과별 신뢰도는 국어는 .83, 수학은
.86으로 나타나 문항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였다.
비용은 과제 수행 결과에 대한 불안 및 두려움, 성공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 하나
를 선택함으로 잃게 되는 다른 선택에 대한 기회비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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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면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가치 판단을 의미한다(Eccles & Wigfield, 2002). 본
연구에서는 Jiang(2015)가 개발한 문항을 교과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교과에 대한 비
용을 3가지(정서비용, 노력비용, 기회비용)로 측정하였다. 첫째, 정서비용은 ‘나는 국
어/수학 공부를 하는 것이 두렵다’, ‘나는 국어/수학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나는 국어/수학 공부 때문에 짜증이 난다’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α =.76/.76). 둘째,
노력비용은 ‘국어/수학을 잘하려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내가 국어/수학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내가 국어/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α =.80/.84). 셋
째, 기회비용을 측정하기 위해 ‘내가 국어/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좋아하는 다른 활
동을 포기해야 한다’, ‘내가 국어/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유 시간을 많이 희생해야
한다’, ‘내가 국어/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즐겨하는 다른 활동들을 포기해야
한다’의 3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신뢰도는 국어에서 .78, 수학에서 .83으로 나타나 신뢰
로운 도구임을 확인하였다.
나. 학습참여

본 연구에서는 학습참여에 대하여 국어와 수학 교과를 공부할 때 학생들의 인지적
참여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Simons, Dewitte, & Lens(2004)의
문항을 교과에 맞게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며 해당 측정 도구는 심층적 참여 6문항과
피상적 참여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층적 참여를 측정하는 문항은 ‘나는 교과서
나 학습지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공부한다’, ‘나는 배운 내용들을 연결하며 공부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어와 수학 교과에서 보인 문항 내적 신뢰도는 .84와 .87로
나타났다. 피상적 참여에 해당하는 6개의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와 문항
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나는 국어/수학 문제를 반복해서 연습한다’, ‘나는 이해하지
못한 내용은 외우며 공부한다’와 같은 ‘피상적인 참여’와 ‘나는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내용은 넘어간다’, ‘나는 공부를 하다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넘어간다’와
같이 피상적인 참여조차 하지 않는 ‘비참여’의 하위 범주로 다시 구분하여 분석에 활
용하였다. 피상적 참여에 대한 신뢰도는 국어와 수학에서 각각 .73, .74로 나타났으며,
비참여에 대한 교과별 신뢰도는 .70, .80으로 나타났다.
다. 학업성취

학생들의 국어, 수학 교과 학업성취는 진경애 외(2015)에서 개발한 교육과정 이수
진단 검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교육과정 이수 진단 검사는 국어, 수학, 영어 교과
에 대해 학년군별 교육과정 핵심성취기준을 기반으로 개발된 평가 도구이다. 본 연구
에서는 5-6학년군 국어, 수학 교육과정 이수 진단 검사 문항 중에서 5학년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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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항을 선정하여 국어 20문항, 수학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척도간 변량의 비율이 10이상이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Kline, 2011), 원점수를 10으로 나누어 다른 변인의 분산과 비슷해지도록 조정하여
사용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SPSS 12.0을 사용하여 연구 변인들의 기초통계 확
인과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AMOS 16.0을 통하여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을 실시
하였다. 자료의 결측치는 기대최대화 알고리즘(EM: expectation-maximization
algorithm)으로 처리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χ2 검증과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χ2의 경우 표본크기의 영향에 매우
민감하며 영가설이 매우 엄격해서 너무 쉽게 기각되는 경향이 있어 문제가 있다. 한
편, CFI와 TLI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로 독립모형에 비해 이론모형이 자료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보여주며, 두 지수 모두 .90이상이면 수용할 만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RMSEA는 절대적 적합도 지수로서 이론모형이 자료와 얼마나 잘 부합되는지
를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으로 .05 - .08 사이에 있을 때 적정한 수준이라고 간주
된다(Browne & Cudeck, 1993; Hu & Bentler, 1999).

Ⅲ

.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 분석

교과별 연구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연구 변인 간 상관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측
정변인의 상관 분석 중, 유용가치와 비용 간 상관을 살펴보면, 두 교과 모두 유용가
치는 정서비용과 부적 상관을, 노력비용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유용가치와
기회비용의 상관은 수학에서는 정적으로 나타났으나 국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유용가치와 인지적 참여, 학업성취와의 상관 분석 결과 국어와 수학 교과 모두에
서 유용가치는 심층적 참여, 피상적 참여 및 학업성취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비
참여와는 부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의 하위 요인인 정서비용, 노력비용, 기회비용과 다른 변인들의 관계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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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두 교과 모두에서 정서비용은 심층적 참여와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노력비용
과 심층적 참여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비용 지각과 피상적 참여의 관계는 교
과 간 차이를 보였다. 국어 교과에 대한 노력비용과 기회비용을 높게 지각할수록 피
상적인 참여를 하는 반면, 수학 교과에서는 정서비용을 높게 지각할수록 피상적 참여
를 하지 않고, 노력 비용을 높게 지각할수록 피상적인 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회비용이 심층적 참여 및 비참여와 가지는 상관은 국어와 수학에서 동일하게 나타
났다. 그리고 정서비용과 기회비용은 비참여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국어
교과는 노력비용과 학업성취가 부적 상관을, 수학 교과는 정서비용과 학업성취가 부
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기술통계 및 연구변인 간 상관

국어 수학
평균 평균
(표준편차) (표준편차)
3.52
3.75
1. 유용가치 - -.36*** .24*** .12* .43*** .36*** -.27*** .26*** (.84)
(.88)
1.92
2.18
2. 정서비용 -.27*** - .04 .28*** -.38*** -.27*** .51*** -.25*** (.82)
(1.00)
3.59
3.73
3. 노력비용 .20** .01 - .27*** .15* .16** -.05 -.07 (.88)
(1.00)
2.18
2.40
4. 기회비용 -.02 .42*** .17** - .01 .08 .24*** -.08 (.86) (1.00)
3.24
3.37
5. 심층적 참여 .48*** -.18** .19** .01 - .73*** -.42*** .38*** (80)
(.85)
2.91
3.27
6. 피상적 참여 .42*** -.05 .25*** .15** .71*** - -.33*** .33*** (.85)
(.89)
2.42
2.26
7. 비참여 -.18* .34*** -.06 .22*** -.26*** -.19** - -.31*** (.80) (.84)
71.53 75.67
8. 학업성취 .14* -.06 -.12* -.11 .15* .06 -.05 - (14.50)
(19.02)
*p < .05, **p < .01, ***p < .001 대각선 위쪽은 수학, 아래쪽은 국어 교과 내 변인간의 상관을
의미
1

2

2. 구조방정식 모형

3

4

5

6

7

8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모형의 적합도는 국어(χ2(162) = 288.56, p < .001, TLI
= .928, CFI = .945, RMSEA = .052)와 수학(χ2(162) = 368.178, p < .001, TLI =
.907, CFI = .928, RMSEA = .066)에서 모두 수용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나 연구의 모
형이 자료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모형을 통해 추정된 교과별 경로계수는
<표 3>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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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국어
수학
경로
비표준화 표준 표준화 비표준화 표준 표준화
계수 오차 계수 계수 오차 계수
심층적 참여 ← 유용가치 .53*** .07
.55
.37*** .08
.35
심층적 참여 ← 정서비용 -.04 .07 -.04 -.24*** .06 -.30
심층적 참여 ← 노력비용 .07 .06
.09
.06 .05
.07
심층적 참여 ← 기회비용 .04
.08
.05
.01
.07 -01
피상적 참여 ← 유용가치 .50*** .08
.48
.27*** .08
.26
***
피상적 참여 ← 정서비용 -.01 .08 -.01 -.16
.06 -.21
피상적 참여 ← 노력비용 .12
.06
.13
.07 .05
.09
*
피상적 참여 ← 기회비용 .19
.09
.18
.12 .08 -11
*
비참여 ← 유용가치 -.15
.07 -.16 -.16* .08 -.14
비참여 ← 정서비용 .21** .08
.24
.40*** .06
.49
*
비참여 ← 노력비용 -.12
.06 -.15 -.04 .05 -.05
비참여 ← 기회비용 .12
.08
.12 .21** .08
.18
학업성취 ← 심층적 참여 .92* .46
.43 .73* .36
.31
학업성취 ← 피상적 참여 -.62 .42 -.31 -.01 .34 -.01
학업성취 ← 비참여 .11
.16
.05 -.43* -19 -.19
학업성취 ← 유용가치 .32
.18
.15
.26
.19
.10
학업성취 ← 정서비용 .19
.17
.10
.06
.16
.03
*
**
학업성취 ← 노력비용 -.30
.13 -.17 -.33
.12 -.18
학업성취 ← 기회비용 -.18 .19 -.09 .14
.18
.05
*p < .05, **p < .01, ***p < .001

교과에 대해 가지는 유용가치는 국어와 수학 교과에서 모두 인지적으로 심층적 참
여(βs = .55, .35)와 피상적 참여(βs = .48, .26)를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며, 비참여를
부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s = -.16, -.14). 반면, 국어와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 드는 정서적인 비용의 예측력은 교과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국어 공부에 대
한 정서적 비용의 예측력은 심층적 참여와 피상적 참여를 예측하지 못하였으나, 수학
을 공부하는 데 있어 정서적 비용이 많이 든다고 지각할수록 심층적인 참여(β =
-.30) 및 피상적인 참여(β = -.21)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회비용 역시 교과 간
차이가 나타났다. 공부를 함으로써 다른 활동을 포기 또는 희생해야 한다고 지각하는
것은 국어 교과의 피상적 참여를 정적으로 예측(β = .18)하는 반면, 수학 교과에서는
비참여를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18).
학업성취에 대한 유용가치와 정서비용 및 기회비용의 예측력은 국어와 수학 교과
에서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은 반면, 노력비용은 국어와 수학 교과의 학업성취를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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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s = -.17, -.18). 마지막으로, 학업성취에 대한 심층
적인 인지적 참여의 예측력은 두 교과 모두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βs= .43,
.31), 피상적 참여의 예측력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비참여의 예측력은 수학에서만 유
의하게 부적으로 나타났다(β = -.19). 이와 같은 경로계수를 [그림 1]과 같이 제시하
였다.

[그림 1] 연구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주. 국어/수학 순서로 표기하였으며 교과 간 다른 경로는 굵은 선으로 표기함

Ⅳ

.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어와 수학 교과 비교를 통해 교과에 대하여 학생들이 인식하는
유용가치와 비용이 학습참여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림 1]에 제
시한 연구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
안하고자 한다. 교과에 대한 가치 인식이 학습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교과에 대한 학
습참여가 교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나누어 논의하고자 하며, 먼저 전자와 관련
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어와 수학 교과에 대한 유용가치는 공통적으로 심층적 참여와 피상적 참
여를 정적으로 예측하였고, 비참여는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이 결과는 학생들이 교과
공부가 자신의 직업 선택을 포함한 미래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면 해
당 교과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Hulleman et al.,
2010). 유용가치는 내재가치와는 다르게 학습자 외부에서 가치 부여가 가능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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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교수·학습 상황에서 교과에 대한 유용가치를 높일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교과 학습에 대해 정서비용을 지각하는 것이 비참여를 예측하는 결과는 국
어와 수학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국어와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 정서적으로 비
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할 경우 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학생들이 그간 국어 및
수학 학습을 통해 좌절이나 실패를 경험한 바 있고, 그러한 정서적 비용에 대한 지각
이 학습에 도전하려는 시도 자체를 막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생들의 정서비용이 교
과 공부에 대한 참여를 막는다면, 학생들이 교과에 대한 정서비용을 높게 지각하게
된 원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그러한 원인의 영향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반면, 심층적 참여와 피상적 참여에 대한 정서비용의 예측력은 교과별로 차이가
있었다. 수학 교과에서는 높은 정서비용이 인지적인 비참여를 예측할 뿐 아니라 심층
적 참여와 피상적 참여까지 낮춤으로써 학습참여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Jiang(2015)에서도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 정서비용을 높게 지각하면
학업행동을 지연하거나 교과 수업에 대해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학 교과에서 정서비용에 대한 인식을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김
현미·강완(2006)은 수학 학습과 관련된 불안감, 두려움, 신경 및 신체적 증세를 ‘수학
불안’으로 정의하고 ‘수학불안’의 요인을 분석한 결과, 시간부족, 학습동기 및 흥미와
같은 학생들의 직접적 경험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수학
에 대한 정서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교사는 학생들이 수학 교과에서 긍정적인 경험,
성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여서 학생들의 스트
레스 및 불안 요소를 낮추어야 한다. 또한 한세호·고상숙(2016)에서와 같이 수학에
대한 불안을 줄이기 위한 심리적 처치 프로그램의 개발 및 현장 적용도 학생들의 수
학에 대한 정서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 국어와 수학 공부를 성공적으로 해내는 데 필요한 노력비용을 높게 지각하
는 것은 학업성취를 부적으로 예측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
와 낮은 학습자 모두 학습하는 데 있어 노력이 많이 든다고 지각할수록 학업성취를
낮게 예측한다고 보고한 이전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Jiang, 2015), 학생들의
교과 학습 및 교과 성취를 높이기 위해 교과 수업에서 요구되는 노력비용을 낮출 필
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넷째, 국어 교과에서의 기회비용 지각은 피상적 참여를 예측하는 반면, 수학 교과
에서 높은 기회비용 지각은 비참여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학습장면에서 피상적인
수준으로 인지적 참여를 한다는 것은 해당 교과의 내용이나 문제를 반복해서 연습하
거나 복습하고, 또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외우는 정도의 참여에 그친다는 의미이다.
국어 교과에서의 피상적 참여는, 자신이 잘 이해하지 못했던 교과서 텍스트를 반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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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읽거나 문법적 지식을 암기하는 방법 등으로 실현될 수 있는데, 모국어 이해와 표
현이 자유로운 학생들에게 이러한 피상적 참여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일정
수준까지는 시도해 볼 만하다는 인식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국어 학습
에 대한 기회비용을 높게 인식하더라도 국어 교과와 관련된 피상적 수준의 참여까지
는 어렵지 않게 시도해 보는 것이다. 반면 수학 학습에서는 반복해서 연습하거나 암
기하는 등의 피상적인 수준의 참여에 있어서도 학생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
다. 동일한 유형의 수학 문제를 반복해서 해결하는 경우에도 연산의 절차를 떠올려
연산을 수행하고, 공식을 적용하는 등의 과정이 요구되므로 학생들의 인지적 부담이
증가한다. 기회비용에 대한 인식이 두 교과 학습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국어 교과에 비해 수학 교과 학습으로 진입하는 장벽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학 교과와 관련된 기회비용을 높게 인식하
는 학생들은 피상적 참여조차 시도하지 않고 비참여로 이어지므로 수학 교과에서는
학생들의 기회비용에 대한 지각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다음은, 인지적인 참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결과이다. 먼저, 학습
과정에서 심층적인 참여는 국어와 수학 교과에서 모두 학업성취를 정적으로 예측하
였다. 심층적 참여란 학습 내용 요약, 배운 내용 연결, 주요 내용과 세부 내용의 구별
등 학습 과제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학습 전략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생들이 반복하고, 기계적으로 외우면서 학습에 참여하는 피상적 수준에서
나아가 학습 과제들을 관련짓고, 학습 내용에서의 중요도와 경중을 평가하는 등의 심
층적 학습이 이루어질 때 학업성취가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Simons et al.,
2004).
그리고 수학 교과에서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내용은 넘어가거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넘어가는 등 비참여적 태도를 보이는 학생들은 학업성취가 낮아짐을 확
인하였다. 수학은 위계성이 분명한 학문이므로 특정한 내용에 대해 충분히 학습하지
않고 넘어가면 다음 단계에서 그와 연결된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 수학 학습을 포기하기에 이를 수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기계적으로 암송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원리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점검해 볼 필요
가 있으며, 학생들이 어려워하거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여 해당 내용에 대해
충분한 보충 설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국어 및 수학 교과에 대한 과제가치, 학습참여, 학업성취 간의 관계에
근거하여 향후 국어 및 수학 교과의 교수․학습을 설계하고 실행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국어 교과 학습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학생들이 국어에 대한 유용가치를 높게 지각하면 심층적 참여와 피상적 참여가 모두
높아지고 이는 학업성취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 또 국어 교과와 관련된 정서비용을
높게 지각하면 인지적으로 비참여적 전략을 사용하게 되며, 노력비용에 대한 지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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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국어 학업성취를 예측하였다. 또한, 기회비용에 대한 지각이 피상적 참여를 정
적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어 교과 학습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국어 교과 학습이 미래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를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그 긍정적 영향에 동의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 초등학교 6학년에서 국어 교과와 관련된 비용을 높게 지각하는 학생들이 나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런 현상이 국어 교과 학습 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면
초등학교 고학년의 ‘국어 학습과 관련된 비용 인식 수준’에 대한 점검과 처방이 필요
하다. 교과에 대한 정서비용을 크게 지각하여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부정적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면 학생들의 불안을 낮추고 도전감을 자극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예를 들어, 국어 공부에서 정서비용을 크게 느끼는 학생들의 경우 말하기나 쓰기
과제 등을 수행할 때 학생 경험을 반영하여 친숙한 주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담
화 표현 형식이나 분량 등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 국어 교과와 관련하여 노력비용을 높게 지각하는 학생의 경우, 고학년이 되면서
국어 학습에서 과업 요구가 복잡해짐에 따라 수업 활동에서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
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과제를 단계
화하여 제시하거나 예시나 시범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
다. 초등학생 시기에 인식한 국어 교과에 대한 가치가 직업군을 선택하는 데까지 영
향을 준다는 결과(Durik, Vida, & Eccles, 2006)는 어린 시절 국어 교과에 대한 긍정
적 가치를 인식하게 하는 것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교사가 국어과 교수․학습을 설계
하고 실행할 때 학생이 국어 교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가치를 수용, 인정할 수
있도록 언어 및 언어 능력의 영향력, 언어와 세계의 관련성을 탐색하고 스스로 그 영
향력과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수학 교과에 대한 시사점이다. 본 연구의 결과 학생들이 수학 교과에 대해
유용가치를 높게 지각하면 심층적 참여가 높아지고 이는 높은 학업성취로 이어지고
있다. 비용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수학 교과에 대해 정서비용을 높게 지각하면 심층
적 참여 및 피상적 참여는 낮아지고 인지적인 비참여를 하게 되며, 높은 기회비용은
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결과를 예측하였다. 또한 수학 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태도는
낮은 학업성취로 이어짐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수학 교과 학습과 관련하여 참여와
성취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학 교과에 대한 학생들의 유용가치와 정서비용 및 기회비
용에 주목해야 한다. 학생들은 수학이 직업 및 대학 선택, 자신의 미래에서 유용하다
고 인식할수록 학습에 깊이 있게 참여하므로 교사들은 교수·학습 상황에서 수학의
유용가치를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다만 수학의 유용성을 지나치
게 직접적으로 혹은 당위적으로 강조하면 오히려 그 중요성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
혹은 반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스스로 수학의 유용성을 탐색하여 발견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Hulleman et al., 2010). 또한 수학 교과에 대해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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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등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수록 학습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데, 초등학교 시기
부터 이러한 부정적 감정을 가지게 된 학생은 이후에도 수학 학습에 소극적으로 참
여하거나 수학 학습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교사들은 수학에 대한
성공 경험을 제공하며, 문제해결에서 실패했을 때 충분히 격려하고 이해하지 못한 내
용에 대한 질문을 허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정서
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수학에 대한 기회비용을 높게 지각하면
학습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고려하여 학생들이 기회비용을 낮게 인식할 수 있
도록 도와야 한다. 학생이 수학에 대한 기회비용을 높게 지각한다는 것은 수학을 잘
하려면 수업 시간 이외에도 추가적인 노력과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는 의미이다. 이런 기회비용에 대한 인식을 낮추는 방법으로 수업 시간 내에 목표로
설정한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수학은 특
정 내용에 대한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에 다른 내용을 학습할 때 어
려울 뿐 아니라 제때 학습하지 못한 내용을 복습하려면 더 많은 기회비용이 필요하
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해당 차시 내용을 충분히 학습했는지 확인하고, 특정 단원, 학
기가 마무리 될 때마다 학생들의 학습 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향후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연구 주제를 두 가지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확인한 변인들 간의 관계가 상급 학교에서는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하
는 연구와 교과를 달리하여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안할 수 있
다. 둘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교과 가치 인식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보다
정밀하게 살피는 연구를 제안해 볼 수 있는데, 이는 면담이나 수업 관찰 등의 질적
연구 방법을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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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omain Specificity of Task Value in Predicting Students’
Cognitive Engagement and Achievement

Yeon-kyoung Woo․Seong-kyeung Kim․Young-in Choi

(Associate Research Fellow, KICE)
We aimed to test how perceived task value would differently predict students’
cognitive engage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across domains. We thus compared
students' perception of utility value and cost between Korean and Mathematics. For
this end, data from 291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collected and tested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sults revealed that utility value positively predicted deep
and surface engagement and negatively predicted disengagement across both domains.
Effort cost, on the other hand, emerged as a negative predictor of achievement in both
domains. However, we also found that the predictive patterns of emotional cost and
opportunity cost on cognitive engagement and achievement differ depending on the
subject domain. For instance, opportunity cost positively predicted disengagement in
Math domain whereas negatively predicted surface engagement in Korean domain.
Emotional cost was also found to negatively predict deep and surface engagement, but
only in Math domain. Findings from the present study suggest the importance of
differentiating the domain specificity of utility value and cost in predicting engagement
and achievement.
Key words: task value, utility value, emotional cost, effort cost,
opportunity cost, cognitive engagement,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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