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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Study of the Characteristics of Primary Students’
Development of Interest in Science
Yoon-Sung Choi, Chan-Jong Kim, and Seung-Urn Choe*
Department of Earth Science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08826,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how primary school students develop their interest in science. A
survey questionnaire was used to investigate students’ interest, change of their interest, and engagement in science related
activities three times a year. 201 students of two primary schools in Seoul Metropolitan City initially participated in this
study. A follow-up case study was conducted with students who showed an increased interest in science. Finally, seven
students were chosen in the case study. They were asked to keep a photo journal for 12 weeks, and were interviewed in
every other week by one of the researchers. Among these seven participants, two (TK and QQ) were chosen for
analyzing their data in this case study because they showed positive changes in developing science interest throughout the
study. The results of two participants’ survey, photo-journal and interview were analyzed qualitatively. First, TK, whose
science interest developed from situational interest II to individual interest I, engaged in doing experiments at home, doing
mathematics activities, raising pets or plants, observing phenomena, and visiting informal educational centers. He tended to
participate in hands-on activities by himself in out-of-school settings. Second, QQ who developed from situational interest
I to situational interest II, engaged in taking pictures as a representative activity at home and school. He tended to
participate in activities with either his father or one of the researchers. Both students showed personal characteristics such
as doing place-based activities, interaction with others and activity subjectivity. The goal of TK’s interactions with others
on the various places was to develop in cognitive domain. On the contrary, QQ’s goal of interactions with others was to
develop in emotional communication. This study reported the cases of characteristics of students who developed their
interests in science including activities in- and out-of-school settings and their accompanying people.
Keywords: interest in science, development of interest in science, science activity, photo-journal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과학 흥미가 발달한 초등학생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서울 소재 2개의 초등학
교 201명을 대상으로 1년 동안 3차례에 걸쳐서 흥미 변화, 과학과 관련된 활동의 선호도와 참여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차례의 설문조사에서 과학 흥미에 유의미한 변화를 보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례연구 참여 대상자를 모집
하였다. 사례연구 참여에 동의한 7명의 학생들에게 12주에 걸쳐서 매일 과학관련 활동 포토저널을 작성해 줄 것을 요
구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는 2주에 한 번씩 연구자 중 한 명을 만나 총 6차례 반-구조화된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7명
의 사례연구 참여자 중에서 과학 흥미가 상황적 흥미 II 수준까지 발달한 학생 1인과 개인적 흥미 I 수준까지 발달한
학생 1인, 총 2명(TK와 QQ)을 대표 사례로 선정하여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대상 자료는 설문조사 결과와 포토
저널과 면담내용이었다. TK 학생은 상황적 흥미 II 수준에서 개인적 흥미 I 수준까지 발달한 사례로서 주로 집에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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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실험하기, 수학 활동하기, 동식물 기르기, 관찰하기 등을 하였으며, 비형식 교육기관을 방문하는 활동에도 참여하였
다. 이 학생은 과학과 관련된 활동 장소로 학교 밖 환경을 주로 선택하였으며, 스스로 자유로운 형태로 활동에 참여하
는 경향을 보였다. QQ 학생은 상황적 흥미 I 수준에서 상황적 흥미 II 수준까지 발달한 사례로서 사진 찍는 것을 자신
의 대표 활동으로 하였다. 이 학생은 학생의 아버지 또는 연구자 중 1인과 함께 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을 보였다. 두 학
생에게서는 장소 기반 활동, 타인과의 상호작용, 활동의 주체성이라고 하는 개인적 특성을 볼 수 있었다. TK 학생은
다양한 장소를 기반으로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타인과 상호작용의 목적이 인지적인 영역에 도움을 받는 것이었다. 반면
에 QQ 학생은 특정 장소를 기반으로 활동에 참여하였고 타인과 상호작용의 목적은 정서적인 교감이었다. 이 연구는
과학 흥미가 발달한 학생의 사례에서 학교 안과 밖 활동 및 함께하는 사람까지 포함한 특성을 밝혀내었다.
주요어: 과학 흥미, 과학 흥미 발달, 과학 활동, 포토저널

서 론
흥미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로 재미, 즐거움, 호기심 등과 유사하게 사
용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학문적인 용어로 흥미라
는 것에 대해 많은 정의와 관점이 있지만 이 연구에
서는 Renninger and Hidi(2016)가 기존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영역 일반성과 영역 특수성을 모두 고려한
흥미의 개념을 사용한다. 흥미는 수학, 낚시, 음악,
과학 등과 같이 특정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에 개인
의 심리적인 상태와 인지적, 정의적인 영역의 동기변
인 혹은 개인 성향과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결과이다(Renninger and Hidi, 2016).
흥미에 관한 다양한 영역 중에서 이 연구에서는
Renninger and Hidi(2016)의 흥미 개념 중에서 영역
특수성을 고려한 과학 흥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수학과학 성취도 국
제비교 연구(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TIMSS) 2015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
학교 4학년 한국 학생들의 경우 과학 내용영역별(생
명과학, 물상과학, 지구과학) 성취와 인지영역별(알기,
적용하기, 추론하기) 평균 점수가 싱가포르 다음으로
세계 2위를 기록했으며 세부 영역 분포에서 기초수
준 미달 학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는 참여국 47개국 중에 뒤에서 두
번째 46위를 기록하였다. 중학교 2학년의 결과도 같
은 양상으로 과학 내용영역 및 인지영역별 성취도는
전체 국가 중 4위를 기록했으나,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는 참여국 중에 가장 낮았다. TIMSS 2015 결과
뿐만 아니라 선행 연구에서도 학생들의 연령이 높아
지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학 영역에 대한 흥미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은 국내외 적으로도 과학교
육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Kwak et al., 2006; Lim,

2012; Renninger et al., 2015). 두 번째 이처럼 과학
흥미가 감소하는 지금과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에
는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아갈 다음
세대에게 지난 몇 년간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야기된
과학 기술계의 인력 부족과 같은 또 다른 사회적 문
제를 일으킬 수 있다(Jang and Seo, 2005). 다시 말
해 과학 흥미가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은 학생들의
과학 진로 선택의 감소(Ahn et al., 2017)처럼 향후
과학기술 분야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과학교육을 전공하는 모든 사람들은
과학에 대한 흥미가 감소하는 현상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를 근
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에 대한 흥미를 증
진시키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교육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국내 과학 흥
미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이론적 배경이 될 수
있는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학업 성취도, 학교
생활 및 분위기, 진학 계열에 대한 연구(Kim et al.,
2014; Kim and Lee, 2009; Lim, 2012; Yoon, 2002;
Yoon, 2007), 학생의 정체성, 과학에 대한 자신감과
및 과학에 대한 가치에 대한 연구(Kang et al.,2014;
Kang et al., 2015; Yoon et al., 2017), 과학에 대한 진
로와 자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Ahn et al., 2017; Jo
2014)가 있다. 흥미는 개인의 내적요인과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의 결과물로 정의하고 있는데 국내 과학 흥
미에 대한 탐구적 배경이 되는 위와 같은 선행연구는
과학 흥미의 내적요인만을 다루거나 혹은 외적요인만
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과학 흥미를 증진시키고 실행
을 위한 교육적 차원으로 접근으로 해석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 흥미라는 개인의 내적
요인과 외적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과학 흥미 증진
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 이에 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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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흥미에 관한 최근 Lee(2016)의 연구에서는 생태
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개인적 요인과 환경
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접근하였지만 Hidi and
Renninger(2006)가 제시한 4가지 흥미 단계에 따른 연
속성을 보지 못하였다는 점과 과학 흥미 발달에 관한
교육적인 접근을 보이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따
라서 이 연구에서는 과학 흥미에 관한 내적요인과 외
적요인을 모두 고려할 뿐만 아니라 과학 흥미 발달
단계에 따른 접근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과학 흥미가 감소하는 현상을 이해하고
나아가 과학 흥미가 감소하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학생들이 과학과 관련하여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아
보고자 하였다. 과학과 관련된 활동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학생들은 집이나 학교, 지역
사회 등과 같이 다양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
을 통해 과학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다(Bell et al.,
2009; Dierking et al., 2003). 두 번째 학생들의 모든
삶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구자의 관점에서 학생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통찰할
수 있다. 세 번째 기존의 문헌 연구에서 초등학교 입
학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3년간 종단연구 결과 과학
흥미 발달에 있어서 어린 시절 초기의 과학 흥미가
추후 비형식 과학 학습 기회를 가늠할 수 있음을 밝
혔고(Alexander et al., 2012), 과학 흥미가 높을수록
다양한 활동이 과학과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고 참여
도와 선호도가 높았다(Yang et al., 2013). 그렇기 때
문에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과학과 관련하여 실제로
어떤 활동에 참여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과학 흥미가 발달된 두 명의 사례를 통
해 과학과 관련된 활동을 중심으로 과학 흥미에 대
하여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는 과학교육계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인 과학 흥미가 감소하는 현재 상황
을 이해하고 향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
료로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이를 탐색
하기 위해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과학 흥미가 발달한 학생이 선호하는 과학과 관
련된 활동의 종류는 무엇인가?
2) 과학 흥미가 발달한 학생이 참여한 과학과 관련
된 활동의 특징은 무엇인가?
3) 과학 흥미가 발달한 학생에게서 볼 수 있는 개
인적인 특성은 무엇인가?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및 연구절차
연구 참여자 선정 과정 및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
이 크게 5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과학 흥미 검사, 과학 관
련 활동의 선호도와 참여도를 포함한 설문지를 개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시 관악구 일반 2
개 초등학교 201명 학생들은 4학년 2학기 10월, 5학
년 1학기인 4월, 5학년 2학기인 10월로 6개월 간격
으로 1년간 총 3회 설문조사에 응하였다. 대상 학교
는 연구대상 학교 선별 공문에 응해준 학교이면서
동시에 지리적인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선정하였다.
두 번째 1년 동안 201명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
문조사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인 학생과 지속적으로
흥미가 가장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학생과 가장 낮
은 상태를 유지하는 학생 총 22명을 선정하였다. 그
리하여 사례연구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흥미가 가장
높은 학생, 낮은 상태의 흥미를 유지하고 있는 학생,
흥미가 증가하는 학생, 흥미가 감소하는 학생으로 총
4가지로 분류하여 모집하였다. 세 번째 사례연구에 7
명의 학생들이 동의하였고, 12주간 일상생활에서 과
학과 관련된 활동을 한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 폴
라로이드 사진기로 촬영하고 활동 날짜, 시간, 장소,
같이 활동한 사람, 다음에 같이 활동하고 싶은 사람,
활동에 대한 설명,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등에 대해
서술하였다. 네 번째 연구자 본인과 연구 참여자는 2
주에 한 번씩 만나 심층면담을 총 6회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에서는 과학 흥미 변화를 확인하고 동시에
학생들에게 포토저널(Photo-journal) 내용에 대한 질
의응답과 활동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 참여하였다.
모든 내용은 녹음 및 전사되었다. 다섯 번째 학생들
의 설문조사결과, 과학 흥미 검사 결과, 포토저널과
심층면담 등을 포함한 모든 자료 바탕으로 연구문제
분석 및 해석하는 단계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개인적 흥미 II 수준과 상황적
흥미 I 수준만을 유지하는 학생을 제외하고 최종적으
로 과학 흥미가 발달한 2명의 사례를 소개한다.
Table 1은 설문조사 기간 중 연구 참여자의 과학 흥
미 검사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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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nge of interest in science in the survey
Code

Gender

TK
QQ

Boy
Boy

Results of interest in science for
questionnaire survey (Max. 5)
First survey
2.2
1

Second survey Third survey
2.8
1.6

3.8
2

2. 자료 수집
가. 설문조사
설문지는 Zimmerman and Bell(2014)의 Science
Activity Task (SAT) 36개 활동으로 제시된 것을 한
국 상황과 맥락에 맞게 수정된 SAT 20개 활동 선호
도와 참여도 문항으로 Table 2와 같이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과학교육 전공 교수 5인, 수학교육 전공 교
수 1인과 과학교육 박사 3인의 검토를 통해 내용 타
당도를 확보하였다. 과학 흥미 검사 도구는 PISA
(2006) 문항을 과학 교육의 상황과 맥락에 맞게 번안
및 수정된 Kwak et al. (2006)을 사용하였다. 과학
흥미 검사 도구 문항은 5단계 척도로서 구성되었다.
세부문항은 ‘과학 관련 책이나 글을 읽는 것을 좋아
한다.’, ‘과학 수업은 재미있다.’, ‘과학 수업시간이 기
다려진다.’, ‘내가 과학을 좋아하는 이유는 과학을 좋
아하기 때문이다.’, ‘과학에서 배우는 것들에 대하여
흥미와 관심이 있다.’이다.
나. 사례연구: 포토저널(Photo-journal)
포토저널은 하루 일상생활의 삶에서 학생 자신이
궁금하거나 신기한 것을 포함하여 과학과 관련된 활
동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 폴라로이드 사진기로
촬영하고 내용을 서술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학생
들은 폴라로이드 필름을 공책 가운데에 붙이고 참여
한 활동에 대해 주관적인 감정을 표현할 뿐만 아니

Fig. 1. Example of TK’s photo-journal which observed star.

Fig. 2. Example of QQ’s photo-journal which took photos
with his parents.

라 활동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글로써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1, 2와 같은
예시처럼 초등학교 5학년(예비 초6) 학생의 수준에서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사전에 폴라로

Table 2. Modified science activity task (SAT)
No.

Activity

No.

1
2
3

Using electricity; battery, light bulb, electronic products
Disassembling & assembling things
Building things with magnets, legos, or other toy and tools

11
12
13

4

Using computer or doing the internet

14

5
6
7
8
9
10

Taking care of pets or plants
Fishing, camping and hiking
Conducting experiments in school
Doing experiments at home
Observing things in school or other places
Doing math

15
16
17
18
19
20

Activity
Cooking at home
Participating in science events
Going to a museum, zoo, science center
Watching videos related to science or talking about
science in your school classroom
Watching TV programs related to science
Reading science textbooks in school
Going to an after-school-program or club
Studying science at home or out of school
Reading magazines or books related to science
Solving science quiz at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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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 사진 촬영법 및 필름 교환방법 등에 대한 안내
가 있었고 실제로 연구자 본인과 학생들이 직접 예
비 촬영을 하였고 포토저널 작성에 대한 기초적인
안내가 수반 되었다. 연구자 본인은 사례연구 기간
동안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연
구 종료 후 폴라로이드 사진기를 무상제공에 대한
약속과 함께 연구자와 만날 때마다 많은 활동에 참
여한 학생들에게는 추가적인 보상으로 필름을 제공해
주었다. 과학 흥미가 발달한 2명의 학생은 12주간 총
53개 활동에 참여하였다.
다. 심층 면담(반-구조화된 인터뷰)
연구대상자 학생들은 심층 면담을 실시하기 전 과
학 흥미 검사 도구를 먼저 체크하였고 이전과 변화가
있을 시에는 지난번과 다른 이유에 대해 말해보도록
하였다. 포토저널 인터뷰(photo-elicitation interview)는
질적 연구 방법론 접근법 중에 학생들의 삶(life), 관
점(perspectives), 경험(experiences) 등 학생 개인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도구로 선택하여
사회와의 연결점을 살펴보고 뿐만 아니라 연구자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도구로도 활용하기에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Carter et al., 2006; Clark-Ibanez
2004; Epstein et al., 2006; Smith et al., 2012). 이를
적용하기 위해 반-구조화된 인터뷰는 Table 3과 같이
구성하였다. 실제 학생들은 포토저널 작성에 있어서
자신의 글로 표현하는 것에 일부 한계가 있을 수 있
기 때문에 포토저널에 대해 연구자에게 말로서 한
번 더 설명함과 동시에 자신의 활동 내용에 대해 공
유하는 과정으로 본인의 삶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반-구조화된 인터뷰는 포토저널 활동에 대한 설명
을 시작으로 활동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가족 및 친

구 관계, 학원, 매체, 좋아하는 과목, 자아의식, 과학
에 대한 생각, 다른 교과목과의 비교, 좋아하는 교과
목과의 비교, 미래에 대한 계획, 과학을 좋아하는지
의 유무와 그 이유, 과학관 방문 여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심층면담 소요시간은 각 회당 15-20분으로 하
였으며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최대 80분까지 소요되
었다.
3. 자료 분석
첫 번째 연구문제는 과학 흥미가 발달한 두 학생
이 어떤 활동을 선호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설문지에 응답한 활동 중 선호도와
참여도가 모두 높은 것을 일차적으로 선별하였다. 그
런 다음, 설문조사 기간 동안 나타나는 활동의 종류
를 알아보았다. 즉, 설문조사를 진행해가면서 어떤
활동을 선호하고 동시에 참여도가 높은지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것이다. 그리고 사례연구 기간 동안에는 포
토저널에 학생들이 작성한 과학과 관련된 활동을 수
정된 SAT를 사용하여 분류하였다. 이 때 새롭게 드
러난 또 다른 활동이 있을 시에는 분류 목록을 추가
하여 명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설문조사를 포함하여
사례연구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전체 연구기간동안 학
생들의 과학 흥미 검사 결과는 리커트 척도 5점 만
점을 기준으로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이 값은 전체
연구기간동안 학생들의 흥미 변화를 한 눈에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
학 활동이 어떤 흥미 단계에서 드러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사례연구 기간 동안에 학생이
참여한 과학과 관련된 활동의 특징을 찾는 것이다.
Table 4는 Hidi and Renninger(2006)가 제시한 4가지

Table 3. Semi-structure interview list
Domain
Family
Dream
Subjects
Academy
Media
Science center
Friend
Perception of science
Comparisons class
Inquiry
Self-consciousness

Interview lists
Family members, Parents’ job, Supporting of parents
Dream, Selection time, Reason, Parents’ hope
Preference of subjects, Preference of science, Grade of science
Experience of class after-school-programs or other academy
Computer, Smart-phone, TV, Book, etc.
Experience of visiting science center, revisiting science center etc.
Friendship, Activity etc.
Reason whether like science or not, Serve as momentum whthere like science or not.
Comparison class between school and academy, Comparison class between this year and last year
Experience of experiment, How to solve curious things etc.
What do you think about your personality?, Perception of valuable self-consc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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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four phases of interest development (Hidi and Renninger 2006)
Phases of interest development
Situational interest I

Def.

Situational interest II

Individual interest I

Individual interest II

Psychological state resulting Psychological state that involves Psychological state and the
Psychological state and a
from short-term changes in focused attention to a particular beginning of relatively enduring
relatively enduring
cognitive and affective
class of content that reoccurs
predisposition to seek repredisposition to reengage a
processing associated with a
and/or persists over time
engagement with a particular particular class of content over
particular class of content
class of content over time
time

흥미 발달 단계이다. 이 연구에서 본 모델을 사용하
는 이유는 분절된 상태로서 각각의 흥미 단계에서
학생들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시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속적인 상태로서 발달하는 흥미 단계를 동
시에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흥미 발달 단계에서 드러나는 과학과 관련된 활동
의 특징을 찾기 위하여 우리는 수정된 SAT로 활동
종류를 나눈 다음 포토저널과 인터뷰 전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더군다나 두 명의 학생이 과학 흥미가
증가함에 따라 과학과 관련된 활동의 종류가 다를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포토저널에 드러난 활동의
특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더욱이, 포토저널에서 학
생들이 동일한 활동을 얼마나 참여하는지를 볼 수
있었기에 이를 수치화 하여 학생들이 참여하는 활동
의 특징을 찾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심층 면담
에서 반-구조화된 질문과 포토저널 인터뷰를 함께 진
행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활동의 특징을 구
조화 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연구문제는 과학과 관련된 활동에서 드러
나는 학생 개인의 특성을 찾고자 하였다. 앞선 두 연
구문제에서 학생이 선호하는 과학과 관련된 활동을
확인하고, 과학과 관련된 활동의 특징을 찾았다면 이
후에 여기에서 드러나는 개인적 특성을 탐색하는 것
이다. 전체 연구기간동안 두 학생의 과학 흥미가 각
각 다른 단계로 발달되는 것을 대표사례로 하여 과
학 흥미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두 학생의
개인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때 학생들이
보여준 설문지, 흥미 검사 결과, 포토저널 개수, 포토
저널 내용, 포토저널 작성 이유, 상황 설명을 포함한
반-구조화된 질의응답 등 모든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학생의 삶에서 과학 흥미가 발달하면서 보이는 개인
적 특성을 찾고자 하였다. 이는 단순히 과학 활동만
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 활동에 있어서 학생 한
사람의 삶을 간접적으로 통찰하는 것으로 흥미라는
개념이 뜻하는 개인적인 동기 변인과 환경적 요인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선호도와 참여도가 동시에 높게 나타
난 활동은 연구진들과 상호간의 확인하는 과정을 실
시하였고, 과학 흥미 검사 도구 역시 같은 과정을 거
쳤다. 포토저널과 심층 면담 전사 자료를 공유하여
연구진들과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을 실시하였고,
이 때 설문 문항 결과, 검사 도구 결과, 포토저널, 심
층면담 6회분의 모든 전사 자료를 사용하여 의견을
모았다. 상호간의 의견 불일치를 보일 경우에는 불일
치가 드러나는 지점에 대한 자료를 두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합의점을 찾았다. 또한 외부 감사와 동
료 평가를 활용하기 위해서 국내 및 국외 학회에서
총 3차례에 걸쳐 전체 연구 진행에 대해 국문 및 영
문으로 구두 발표를 진행 하였으며 동료 연구자에게
2차례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 결과
1. 과학 흥미가 발달한 학생이 선호하는 과학과
관련된 활동의 종류
첫 번째 TK 학생의 사례이다. Table 5는 설문조사
에서 선호도와 참여도가 동시에 가장 높은 점수를
Table 5. TK’s the highest score preference and frequency
on the surveys
Survey

Preference & Frequency

First
survey

Using computer or doing the internet
Taking care of pets or plants
Reading magazines or book related to science

Second
survey

Using computer or doing the internet
Doing experiments at home
Reading magazines or book related to science

Third
survey

Using electricity; battery, light bulb, electronic products
Disassembling & assembling things
Doing experiments at home
Reading magazines or book related to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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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sult of TK°Øs interest in science
Code

Gen-der

TK

Boy

Results of interest in science for research
First survey

Second survey

Third survey

First interview

Sixth interview

2.2

2.8

3.8

4

4.2

Fig. 3. TK’s ratio of photo-journal in the case study.

보여준 활동이다. TK 학생은 설문조사 기간 동안 ‘컴
퓨터를 하는 활동’, ‘과학과 관련된 잡지나 서적을
읽는 활동’을 꾸준히 선호하였고, ‘학교에서 실험을
하는 것’, ‘전기를 사용하는 것’, ‘물건을 분해 및 조
립하여 고장 난 물건을 고치는 활동’이 새롭게 추가
되었다.
Table 6은 과학 흥미 검사 도구 결과로서 5점 만점
을 기준으로 나타낸 것으로 각 차시에 해당하는 과
학 흥미 검사 도구 결과와 흥미 변화 추이를 나타낸
표이다. TK 학생의 흥미 검사 도구 결과는 처음 설
문에서 2.2로 시작하여 사례연구 인터뷰가 종료되는
시점에는 4.2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설문조사
에서는 선호도와 참여도가 동시에 높은 항목을 살펴
보았다면, 사례연구에서는 포토저널에서 나타난 활동
의 종류와 횟수를 보는 것으로 선호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사례연구 기간 동안 TK 학생이 참여한 과학
과 관련된 활동은 Fig. 3과 같다. TK 학생은 12주간
총 34개의 활동에 참여해주었고, ‘집에서 과학과 관
련된 실험을 하는 것’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그리고 ‘수학을 하는 것(수학과 관련된 공부를 한다)’
이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비형
식 교육기관을 방문한다(박물관, 동물원, 과학관, 수
족관 등에 간다).’, ‘동식물을 기른다.’, ‘학교 안팎에
서 현상을 관찰한다.’가 동일하게 세 번째로 높은 빈
도를 보였다. 그 외에도 ‘요리를 한다.’, ‘야외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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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전기를 사용한다.’,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인
터넷을 한다.’, ‘학교에서 실험을 한다.’는 활동이 있
었다.
설문조사와 사례연구에서 나타난 활동의 종류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인터넷을 한
다.’와 ‘과학관련 잡지나 서적을 읽는다.’ 두 활동은
설문조사에서만 선호도와 참여도가 꾸준히 모두 높게
나타났다. 설문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새롭게 나타났
던 ‘학교에서 과학과 관련된 실험을 하는 것’과 ‘전
기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두 활동은 사례연구에서
비교적 낮은 빈도를 보여주었다. 설문조사에서는 ‘집
에서 직접 실험을 하는 활동’, ‘수학을 하는 활동(수
학과 관련된 공부를 한다)’이 보이지 않았었지만 사
례연구에서는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 이처럼 전체 연구기간동안 TK 학생의 과학
흥미가 증가함에 따라 선호하는 활동 또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요약하자면 TK 학생의 과학
흥미가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컴퓨터를 사용하
거나 인터넷을 한다.’, ‘동식물을 기른다.’, ‘과학과 관
련된 서적을 읽는다.’, ‘학교 과학 수업에서 실험을
한다.’, ‘전기를 사용한다.’, ‘물건을 분해, 조립하거나
고장 난 물건을 고친다.’, ‘집에서 과학 관련 실험을
한다.’, ‘수학을 한다.’, ‘비형식 교육기관을 방문한다.’,
‘학교 안팎에서 현상을 관찰한다.’ 와 같이 총 10가지
활동에 대해 선호하고 참여하였다.
두 번째 QQ 학생의 사례이다. Table 7은 QQ 학생
이 설문조사에서 선호도와 참여도가 모두 높았던 활
동을 나타낸 것이다.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인터넷을
한다.’는 활동이 모든 설문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선호
Table 7. QQ’s the highest score preference and frequency
on the surveys
Survey
First survey

Preference & Frequency
Using computer or doing internet

Using computer or doing internet
Second survey Doing experiments in school
Going to an after-school-program or club
Third survey

Using computer or doing internet
Doing experiments in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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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QQ’s the highest score preference and frequency on the surveys
Code

Gender

QQ

Boy

Results of interest in science for research
First survey

Second survey

Third survey

First interview

Sixth interview

1

1.6

2

3

3.6

Fig. 4. QQ’s ratio of photo-journal in the case study.

도와 참여도가 모두 높았다. 설문조사가 진행됨에 따
라 ‘학교 과학 수업에서 실험을 한다.’와 ‘과학 관련
방과 후 학교나 동아리에 참여한다.’는 활동이 추가
되었다.
Table 8은 전체 연구기간 중 과학 흥미 검사 도구
결과로서 QQ 학생은 처음 설문 조사에서는 모든 항
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였다. 하지만 설문조사 차시가
진행될수록 과학 흥미가 계속해서 증가하였고 전체
연구기간 동안 큰 폭으로 증가됨을 알 수 있다.
Fig. 4는 12주 동안 QQ 학생이 작성한 총 19개의
포토저널에 대한 것이다. 포토저널에는 ‘사진 찍는
활동’이 17개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고, ‘과학과 관
련된 책 읽는 활동’과 ‘독서상 수상’이 각각 한 번씩
동일한 빈도였다. 특히 초등학생들이 인식하는 수정
된 SAT에서는 사진 찍는 활동은 분류되지 않았던 것
인데, QQ 학생은 포토저널에 대다수의 활동을 사진
찍는 활동으로 작성해주었다. 그리고 과학과 관련된
책을 읽는 활동과 학교에서 독서상을 수상한 것을
포토저널에 작성하였다. 요약하자면 전체 연구기간
동안 흥미가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컴퓨터를 사
용하거나 인터넷을 한다.’, ‘학교 과학 수업에서 실험
을 한다.’, ‘과학 관련 방과 후 학교나 동아리에 참여
한다.’, ‘사진 찍는 활동’이 QQ 학생의 대표적인 활
동으로 선호도와 참여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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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 흥미가 발달한 학생이 참여한 과학과 관
련된 활동의 특징
첫 번째 연구문제는 전체 연구기간동안 과학 흥미
가 발달한 두 학생이 선호하는 활동의 종류를 찾아
보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연구문제에서는 선호하는
과학과 관련된 활동의 특징을 포토저널에서 탐색해보
는 것이다.
TK 학생이 사례연구 기간 동안 참여한 활동 중에
서 빈도순으로 세 가지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주었던 활동으로 집에서
과학 관련 실험을 하는 것이다. TK 학생이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집에 돌아와서 직접 실험하는 것을 포
토저널에 작성한 것으로 Fig. 5와 같다. TK 학생은
포토저널에 화재경보기 만드는 과정을 자세히 나타내
었고 미니 화재경보기의 작동 원리도 간략하게 설명
하였다.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보여준 수학 (활동을)
한다와 관련된 예시이다. Fig. 6은 TK 학생이 집에
서 돈 단위를 계산해보는 과정 중 일부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달러, 엔화, 위안, 케네디 기념주화, 지금은
발행되지 않는 옛날 원화 등 다양한 종류의 돈을 구
매한 뒤 각각의 돈을 현재의 원화단위로 바꿔보는
과정이다. 옛날 원화의 경우 현재 어느 정도의 가격
이 되는지 생각하는 과정을 설명했다. 이 활동에서
TK 학생은 자신이 구매한 가격과 현재 이것을 팔면
얼마의 금전적 손실이 생길지 혹은 이득이 되는지를
계산하였다. 화동양행 비회원 구입가, 회원 구입가,
그리고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비교하는 것도 제시하
였고 활동에 대해 전반적인 모든 과정을 설명하였다.
Fig. 7은 비형식 교육기관을 방문한 예시이다. 국립
중앙박물관을 방문하여 포토저널에 역사적 사실을 기
록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보고 온 내용도 함
께 서술하였다. TK 학생은 역사기행 친구들을 포함
하여 어머니와 함께 방문하여 2시간이 조금 넘는 시
간동안 박물관에 머무르며 다양한 전시물을 관찰하였
다. 그 중에서도 인상 깊은 내용을 포토저널에 서술
하였다.
Fig. 5는 ‘집에서 과학 관련 실험을 하는 것’의 대
표 예시이고, Fig. 6은 ‘수학(활동)을 한다.’는 것,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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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xample of TK’s photo-journal which made fire alarm.

Fig. 6. Example of TK’s photo-journal which doing math to compared money.

Fig. 7. Example of TK’s photo-journal which visit informal
educational center.

리고 Fig. 7은 ‘비형식 교육기관을 방문한다.’ 것의
대표적인 사례로 수정된 SAT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포토저널에서 ‘동식물을 기른다.’는

것과 ‘학교 안팎에서 관찰하는 활동’이 있었다. 이처
럼 TK 학생의 경우에 활동 장소의 배경이 되는 곳
은 집, 학원, 지역사회 등과 같이 학교 밖 환경이다.
즉,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상당 부분 학교 밖 환경에서 과학을 접하는 경우
가 많았다.
포토저널에 나타난 활동을 수정된 SAT를 기준으로
분류한 후 높은 빈도의 참여를 보여준 활동은 핸즈
온(Hands-on)을 기반으로 한다. Fig. 5는 직접 실험에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핸즈온 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고, Fig. 6은 다양한 종류의 돈을 직접
구매하고 그것을 스스로 비교하는 과정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핸즈온 활동으로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Fig. 7은 비형식 교육기관, 박물관 등을 방문하여 자
신이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과 추가로 알게 된 것을
비교하는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핸즈온 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핸즈온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이 스스로 참여하여 무언가를 직접 경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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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xample of TK’s photo-journal which observe astronomical things.

Fig. 9. Example of TK’s photo-journal which use stellarium.

있는 과정을 뜻한다.
TK 학생의 포토저널에서 나타난 활동은 안내되어
진 책자와 같이 어떤 특정한 형태를 따르는 것이 아
니라 특별한 제약이나 규약 없이 학생 스스로 방법
을 찾아가는 형태의 활동 참여이다. Fig. 5-7의 예시
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TK 학생이 참여하는 모
든 활동은 정해진 코스를 쫓아가는 형태의 활동이
아닌 자율성이 돋보이는 열린 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 주어진 예시 Fig. 5는 학원에서 배운 미니화재
경보기 내용을 토대로 완성 시키지는 못했지만 TK
학생이 집에서 직접 만드는 것에 도전하였고, Fig. 6

은 다양한 종류의 화폐를 구매한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가격을 비교하는 것을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활동을 꾸려가기 때문에 TK 학생이 보
여주는 자율적인 활동 참여를 보여주었으며, Fig. 7
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자신이 모르고 있었던
것, 도시에 생활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었다는 사실
을 추가적으로 포토저널에 작성하는 것으로서 비형식
교육기관에서의 자율적인 학습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를 토대로 TK 학생이 포토저널에서 보여주는 활동
의 특징은 Table 9와 같이 요약하였다.
다음은 QQ 학생의 사례이다. QQ 학생의 포토저널
에서는 수정된 SAT로 분류할 수 없었던 사진 찍는
활동이 있었기에 이를 새롭게 명명하였고 동시에 가
장 높은 빈도수를 보였다. 그렇기에 포토저널의 예시
로도 이와 관련한 것으로 Fig. 10-12를 제시하겠다.
첫 번째 포토저널 Fig. 10에 대한 것이다. QQ 학생
이 금요일 저녁에 퇴근하고 집으로 오시는 아버지를
찍은 사진이다. 포토저널 내용은 오늘 밤에 아빠가
집으로 돌아오시면서 QQ 학생이 좋아하는 딸기를
샀다는 것으로 QQ 학생의 아버지는 지방에 일하러
다녀오셨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다른 예시 Fig. 11 포토저널은 심층 인터뷰가 끝나
고 연구자 본인과 QQ 학생이 사진을 찍은 것이다.
QQ 학생의 요청에 따라서 연구자 본인이 사진을 찍

Table 9. Characteristics of TK’s photo-journal activity
Code
TK

Characteristics science activity in the photo-journal activity
1. He was participated in outside environment such as home, school, informal educational center(museum, library etc.).
2. Doing hands-on activity.
3. He engaged in activity by himself rather than guided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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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주었고, 이후 다음번 심층면담에서 QQ 학생은 포
토저널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먼저 포토저널에 작
성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심층면담 자료를 제
시하고자 한다.
포토저널에서 QQ 학생은 선생님이랑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이 좋다고 작성하였고, 활동에 대한 재미를
별 다섯 개 만점으로 표시했다. 활동에 참여한 사람
은 연구자와 학생, 그리고 같이 활동하고 싶은 친구
는 없다고 작성해주었다. 그리고 활동 자체에 대한
기분 좋은 표식(emoticon)을 함께 제시하는 등 연구
자와 함께 하는 시간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다음은 심층면담 전사 자료 중 일부이다.
R: 하하, 선생님(연구자)이랑 함께 있는 게 좋아요?

Fig. 10. Example of QQ’s photo-journal which took photo
with his father.

QQ: 네, 좋아요.
R: 우리 활동 하는 건 어때 힘들지 않니?
QQ: 아니요, 활동하는 거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요즘에 선생
님(연구자)이랑 같이 지내는 게 좋아요.
R: 활동이 재밌다니 다행이구나. 재밌게 해주어서 고마워.
QQ: 오늘도 사진 찍어주실 수 있어요?
R: 그래, 하나 찍자.

마지막 예시 Fig. 12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빠가 먼저 사진을 찍자고 했었고 엄마 몰래 사진
을 찍은 것이다. 비슷한 유형으로 처음에 QQ 학생이
먼저 사진을 찍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QQ 학생 아
버지가 사진을 찍자고 제안하기도 하였고 학생과 아
버지가 서로 반복적으로 사진을 찍는 것을 보여주었
다. 해당 차시 심층 면담 내용은 아래와 같다.

Fig. 11. Example of QQ’s photo-journal which took photo
with researcher.

R: 아빠 사진 찍은 거야?
QQ: 네.
R: 엄마가 그만 찍으라고 했어? 여기 엄마가 찍지 말라 했는
데 엄마 몰래 찍었다고 했네.
R: 네, 엄마가 그만 찍어 라고 해서요. 아빠랑 몰래 찍었어요.
R: 이건 언제 찍은 거야?
QQ: 아빠가 늦게 왔어요. 아빠가 늦게 와서 밤에 찍었어요.

사례연구 기간 동안 QQ 학생이 보여준 대다수의
포토저널 활동을 연구진들은 사진 찍는 활동이라고
새롭게 분류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기존
에 초등학생들이 인식하는 과학과 관련된 활동에 관
한 Yang et al.,(2013)의 연구에서 볼 수 없었던 것으
로 QQ 학생은 대다수의 포토저널 활동을 사진을 찍
는 것에 할애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과학이라고

Fig. 12. Example of QQ’s photo-journal which took photo
his father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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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Characteristics of QQ’s photo-journal activity.
Code
QQ

Characteristics science activity in the photo-journal activity
1. He was participate in photo-journal with his father when his father come back home every weekend or with the
researcher once every two weeks.
2. A specific location environment such as home and the school.

하는 개념에 대해 자신이 선호하는 활동에 참여, 다
시 말해 활동의 참여를 통해 즐거움을 찾는 과정일
수 있다. Fig. 10, 11에서는 기분 좋은 표식과 별표
개수가 4개 혹은 5개 만점인 것을 볼 수 있는 반면
Fig. 12에서는 엄마가 사진을 그만 찍으라고 하여 중
간에 아빠와 몰래 찍게 되어 별표는 3개를 나타내었
지만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다른 표식을 제시하
였다. 이처럼 집에서 아버지와 반복적으로 사진을 찍
는 것과 연구자 본인과 학생의 면담과정에서 사진을
찍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아버지와 사진을 찍거나 학교에서 연구자 본인과 같
이 사진을 찍는 활동에서 연구에 참여하고 사진을
찍는 것 자체에 즐거움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QQ 학생의 활동을 사진을 찍는 활동으로 새
롭게 규정하였다. QQ 학생의 포토저널에는 패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QQ 학생의 포토저널은 금요
일 저녁 혹은 주말에 주로 작성한다는 것이다. 즉,
QQ 학생의 아버지가 평일에는 지방에서 근무를 하시
고 주말에 집으로 돌아오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QQ
학생은 아빠가 돌아오는 날을 기다리고 아버지가 서
울로 돌아오는 날에 포토저널을 작성하는 패턴을 보
여주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사례연구 기간 총 12주에
19개의 포토저널을 작성했는데 주말에 아버지와 함
께 사진을 찍는 활동을 하나씩 하고 이따금씩 연구
자와도 사진을 찍는 활동을 하였던 것이다. 그 외에
도 과학 관련 책 읽는 활동과 학교에서 독서상 수상
한 것을 포토저널에 작성해 주었다. Table 10은 학
생 QQ가 포토저널에 작성한 과학과 관련된 활동의
특징이다.
3. 과학 흥미가 발달한 학생에게서 볼 수 있는
개인적인 특성
세 번째 연구문제는 두 명의 학생에게서 볼 수 있
는 개인적인 특성을 탐색하는데 있다. 단, 이 연구에
서 흥미가 발달하는 과정을 탐색하는 것이 흥미 증
가의 요인과 같이 인과적 관계를 밝혀내는 과정은
아니다. 다시 말해, 흥미가 발달한 학생에게서 보이

는 순환적 양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이
연구문제에서는 과학 흥미가 발달한 사례에서 보이는
학생의 개인적 특성을 알아봄으로서 과학 흥미가 감
소하는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육학
적으로 접근해야 할 방향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두 학생의 사례는 시작점부터
마지막 연구가 종료되는 시점에 이르기까지 흥미가
발달하지만 다른 유형이다. TK 학생은 개인적 흥미
I 까지 발달한 사례, QQ 학생은 처음 과학 흥미 검
사 결과 최저 점수였지만 상황적 흥미 I 에서 시작해
서 상황적 흥미 II 까지 발달한 사례이다. 두 학생의
사례에서 개인적 특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첫 번째
TK 학생의 과학과 관련된 활동과 특징, Table 3에
제시한 반-구조화된 인터뷰에서 TK 학생을 중심으로
두고 학생이 접하는 모든 요소를 만들어보는 것으로
개인적인 특성을 보이고자 한다. TK 학생은 부모님
과 함께 지내고 있으며 가족구성원은 3명이다. 아버
지는 증권회사에 재직 중이며 어머니는 상조 회사를
다니신다. 부모님 모두 TK 학생이 과학과 관련된 활
동을 진행할 때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다고 했다.
예를 들어 과학 문제집을 구입하거나 책을 보고 싶
으면 언제든지 구매를 도와주신다고 했다. 실제로
Fig. 6 활동을 위해서 부모님께서 TK 학생에게 금전
적으로 도움을 주셨다고 하였다. TK 학생의 장래희
망은 야구선수가 되는 것이다. 작년에 처음 야구를
접한 이후로 야구선수들이 멋있어 보였기 때문에 야
구선수가 되기로 결심하였다. 하지만 야구선수가 되
려면 부모님께서 공부도 잘해야 한다고 해서 작년부
터 과학도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가장 좋아하
는 과목은 체육이고 과학은 세 번째로 좋아하는 과
목이다. 수학과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고 주말에 엄
마와 친구들과 함께 과학관에 탐방 프로그램에 참여
하거나 엄마와 함께 도서관 출입증을 만들어서 도서
관에 가기도 하였다. 포토저널에 함께 활동하고 싶은
친구들은 현재 같은 반에 재학 중이고 과학을 가장
잘하는 친구들로서 학원도 같이 다닌다고 하였다. 과
학은 재미있는 과목 중에 하나임과 동시에 학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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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도 평일에는 집 근처 직장에 다니신다. 형과는
두 살 터울로 형은 과학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였고 QQ 학생의 눈에는 형이 매일 게임을 한다고
하였다. 부모님, 형, QQ 학생 모두 관계는 좋지만 게
임 하는 것 때문에 형이랑 자주 다툰다고 하였다. 초
등학교 들어올 때부터 불 끄는 소방관 아저씨가 너
무 멋져서 장래희망을 소방관으로 정하였다. 첫 면담
에서 과학은 어렵고 재미없는 과목이라고 답해주었으
나 마지막 심층 면담에서는 주어진 질문에 대해 다
음과 같이 말해주었다.
Fig. 13. TK’s interest in science factors

R: 요즘에 과학은 재밌어?
QQ: 네, 재밌어요.

학원에서 수업에 즐겁게 참여하고 있었다. 특히 이
연구에서 직접 실험을 할 때 과학에 대해 가장 흥미
를 느낀다고 표현해주었다. 학교나 학원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궁금한 것이 생기면 과학을 잘하
는 같은 반 친한 동성 친구에게 묻는다고 하였다. 왜
냐하면 이들과 늘 함께 지내고 가장 친한 친구들이
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친구는 연구 대상자에 개인
적 흥미 II 단계에 있는 학생이었고, 다른 한 친구
또한 연구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개인적 흥미 II에 있
는 학생이었다.
과학 흥미는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물로서
정의하였기 때문에 TK 학생을 중심으로 사람 변인과
환경적 변인으로 크게 분류하였다. 이후 사람 변인은
내적 요소와 타인 요소, 그리고 환경적 변인은 비인
적 요소와 외부적 요소로 구분하여 Fig. 13과 같이
나타낼 수 있었다. TK 학생의 과학 흥미가 개인적
흥미 단계까지 발달할 때 보이는 개인적 특성은 사
람 변인과 환경적 변인에서 찾을 수 있다. 사람변인
의 내적요소에는 장래희망, 좋아하는 과목과 탐구호
기심이고 사람변인의 타인요소에서 친구와 부모이다.
그리고 환경적 변인의 외부요소에서는 과학 활동과
지원, 외부요소에서는 학원, 학교, 집, 비형식 교육기
관이 있다. TK 학생의 과학 흥미는 이들 세부적인
요소들의 상호작용 결과물로서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QQ 학생의 과학과 관련된 활동, 반-구조
화된 인터뷰에서 QQ 학생의 과학 흥미를 중심으로
두고 학생이 접하게 되는 모든 요소를 탐색하는 과
정으로 개인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QQ 학생은
부모님, 형과 같이 4인 가족을 구성하고 있다. 평일
에는 아버지가 지방으로 출장을 가서 일을 하시고

R: 과학이 왜 재밌어졌어? 옛날에는 과학 안 좋아하지 않았어
?
QQ: 옛날에는 안 좋아했는데, 사진 찍고 선생님(연구자)도 자
주 보고 하니까 재밌어요. 이거 계속 하면 좋겠어요.
R: 재밌다니 다행이구나.
QQ: 선생님(연구자)이랑 같이 보고 계속 이거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R: 이거 활동하면서 과학이 좋아졌어?
QQ: 네, 더하고 싶어요.

이와 같이 QQ 학생은 과학이 재밌어졌다고 표현
하였고 그 이유는 연구자와 함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았었기 때문이라고 답해주었다. QQ 학생은
학원을 다니지 않고, 컴퓨터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학원은 이전에 다닌 경험이 있으나
재미가 없어서 그만두었다고 하였다. 대신 친구들이
랑 PC 방에서 게임을 하거나 형과 함께 PC 방에 갈
때가 있었고, 스마트폰 게임도 즐겨한다고 했다. 최
근 학교에서 독서상을 수상할 때 기분이 가장 좋았
었고 앞으로 과학과 관련된 책도 많이 읽고 싶다고
하였다. 기존에는 서점에 갈 기회가 적었는데 연구에
참여하고 상을 받으면서 엄마와 같이 서점에도 갈
예정이라고도 하였다. Fig. 14는 QQ 학생의 과학 흥
미를 중심으로 두고 사람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일
어날 수 있는 요소이다. QQ 학생 과학 흥미를 TK의
사례와 같이 사람 변인과 환경적 변인으로 나누었다.
사람변인은 내적인 요소로 재미가 있고, 타인 요소로
연구자 본인(선생)과 부모, 형이 있다. 그리고 환경적
변인에 비-외부 요소로는 사직 찍는 활동과 지지가
있고, 외부 요소로는 학교와 집이다. QQ 학생의 과
학 흥미도 개인과 주변을 둘러싸는 환경을 포함한
모든 요소의 상호작용의 결과물로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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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QQ’s interest in science factors.

두 학생의 개인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Fig. 13과
Fig. 14와 같이 과학 흥미와 관련 있는 요소들을 나
누어보았다. 두 사례는 흥미 발달 단계가 다르기 때
문에 두 명의 학생을 비교 및 대조하는 과정을 통해
흥미 발달 단계에서 보이는 개인적 특성을 알아본다.
첫 번째 TK 학생은 다양한 장소를 기반으로 활동
에 참여하였다. 다양한 장소 기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이 포토저널을 작성할 때 어떤 장소를 기
반으로 활동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서 TK 학생의
경우에는 집, 학교, 지역사회, 인터넷 미디어 기반과
같이 4곳의 장소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Falk(2012)
의 기존의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Community of
Practice(CoP)와 Zimmerman and Bell(2014)의 연구
결과와 일부 일치한다.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지역
사회에서 제공하는 비형식 교육기관으로 박물관, 역
사관 등을 뜻하고 인터넷 미디어 기반이라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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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TK 학생이 할머니 댁에서 하늘에 별을 찍고
스텔라리움으로 천체의 위치를 확인해보는 것, 블로
그 활동에 참여하여 타인과 소통하는 것처럼 인터넷
이라는 장소를 기반으로 활동에 참여했다는 것을 뜻
한다. 반면 QQ 학생의 경우에는 집과 학교에서의 활
동만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과학 흥미가 더 발달한
학생일수록 과학과의 접점이 생기는 장소가 다방면화
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두 번째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다. 타인과의 상호작
용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타인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관심을 갖
는 것이다. 예를 들어 TK 학생의 경우 과학과 관련
된 활동을 함에 있어서 개인의 정의적인 영역에 한
계를 보이는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친구와 상호
작용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개인적 흥미 단계
에 있는 학생은 과학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을 충족
시키기 위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QQ 학생의 경우는 포토저널에서 아버
지 혹은 연구자와 함께 사진 찍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때 QQ 학생은 타인과 정서적인
교감으로서의 상호작용을 한다. 즉, 상황적 흥미 II
단계 까지 발달한 경우에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목적
은 타인과 함께 활동에 참여하고 타인에게 지지받는
것으로 이와 같은 형태로 정서적인 교감을 하였다.
세 번째 과학과 관련된 활동에서 참여의 주체성이
다. 이는 과학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에게
서 드러나는 능동적인 성향을 뜻하는 것으로 학생
개인의 자주성, 자율성을 동시에 말한다. TK 학생의
사례처럼 개인적 흥미 단계에서는 자연 현상에 대한

Table 12. Results of two cases
Code/
Phases of
interest

TK/
Situational interest II → Individual interest I

QQ/
Situational interest I → Situational interest II

Types of
• Doing experiments at home, Doing math, Visiting
Representative informal education center, Taking care of pets or plants, Take a photo shoot
activity
Observing things in and out of school
• Out of school environments
Characteristics
• Hands-on activity
of activity
• Engage in by oneself

Specific environment such as school and home
Have patterns which do activity with his father or researcher

• Various places based on activity-He engaged in science• Specific environment-He engaged in science-related
related activity based on various places such as home,
activity based on school and home.
Individual
school, social community, and Media.
• Interaction with others-He got emotional sympathy
Peculiarities • Interaction with others-He got help in affective domain
with his father or researcher.
during research through interaction with peers or other people.
• Identity-He reengaged in take a photo persist over
• Identity-He reengaged in science-related activity
time.
continuously over time by him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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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움직이며 활동에
참여하였다. 이렇듯 학생 개인이 과학적인 호기심에
서 시작하여 이를 알아가고자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간섭 혹은 수동적인 자세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능동적으로 움직이며 답
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직접 실험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일련의 모든 과정을 학생 개인의 주체성이 드
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QQ 학생의 사례에서도
연구자에게 사진을 함께 찍자고 제안하거나 아버지와
집에서 함께 사진을 찍는 활동이 있었다. 이렇듯 사
례연구 기간에 보여주었던 사진 찍는 활동에서 학생
자신이 스스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참여라는 점에서
주체성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례 모두에게서 학생의 주체성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장소 기반 활동, 타인과의 상호
작용, 주체성으로 이와 같이 세 가지 개인적 특성을
제안하는 바이며 두 사례를 중심으로 모든 연구결과
를 Table 12에 요약하였다.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의 목적은 과학 흥미가 발달하는 초등학교
두 학생의 사례를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과학 흥미가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타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
하여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두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는 점과 해당 학생의
삶을 직접적으로 관찰하지 못하였다는 점으로 인해
현상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 흥미가 감소하고 있는 과학 교육 상
황(Osborne et al., 2003)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에 도
움을 주기 위해서 실제 흥미가 발달하는 사례를 중
심으로 두 학생의 삶을 간접적으로 통찰하고자 하였
고, 향후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
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결론과 제언을
하는 바이다.
첫 번째 처음 설문조사에서 과학에 대한 흥미 결
과가 가장 낮은 상태였던 QQ 학생은 연구 종료 시
점에 상황적 흥미 II 수준까지 발달하였다. 특히 사
례연구 기간 동안 QQ 학생은 사진 찍는 활동을 가
족 혹은 연구자 본인과 함께 지속적으로 참여하였고,
심층면담 과정에서 최근 과학이 재밌어진 이유가 이
연구에 함께 참여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해주었다. 즉,
과학과 관련된 활동에 타인과 함께 지속적이고 반복

적인 상호작용이 상황적 흥미 발달과 상관관계의 가
능성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
흥미가 상황적 흥미 단계에 있는 학생일수록 학교
현장에서 교사, 연구자 혹은 모든 과학교육자들이 학
생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학과 관련된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것뿐
만 아니라 학생들이 선호하는 활동을 함께 지속적으
로 참여하는 것이 상황적 흥미 단계에 있는 학생들
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을 말해준다.
두 번째 개인적 흥미 I 수준까지 흥미가 발달한
TK 학생은 학교 실험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
학 활동, 동식물을 기르는 활동, 비형식 교육기관의
방문과 학교 안팎에서 궁금한 자연 현상에 대한 관
찰과 호기심을 해결하는 과정 등 다양한 장소를 기
반으로 과학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였다. 예를 들어
Fig. 1, 8, 9와 같이 별을 직접 관측하고 이를 촬영하
여 포토저널을 작성한 사례, 천문관을 방문하여 천문
관측 시뮬레이션 이미지를 촬영하여 포토저널로 작성
한 것, 그리고 스텔라리움을 활용하여 천체의 위치를
확인하고 자신이 관측한 것을 확인하는 활동 등과
같이 천문학에 대한 견문을 스스로 넓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TK 학생은 자신이 재미있어 하는
천문학에 관한 활동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참여하
였고, 전체 연구기간 동안 개인적 흥미 I 수준까지
과학 흥미가 발달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이는 천
문학뿐만 아니라 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의 연속
적인 참여와 과학 흥미간의 상관관계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TK 학생의 사례에서처럼 과
학 흥미가 개인적 흥미 수준까지 발달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학교라고 하는 특정 환경 속에서 과학과
의 접근만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안팎으로 동
시에 다양한 환경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말해주는 것
이다. 더욱이 TK 학생은 과학과 관련된 활동의 참여
에 있어서 타인과 상호작용의 목적이 지식적인 부분
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었다. 그렇
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사 혹은 과학 흥미가 높은 또
래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지식적인 부분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면 과학에 대한 흥미가 개인적 흥
미 수준까지 발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과학 흥미라고 하는 것은 과학에 대한 개
인의 성향과 과학 영역이라고 하는 환경적인 변인과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 그런 점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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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다양한 장소 기반 활동은 과학 흥미를 매개로
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즉, 다양한 장소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 개인의
삶에서 과학이라는 영역과 만남이 생길 수 있는 환
경인 것이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개인의 삶에서 사
람 변인으로서 사람들 사이에서 과학이라는 영역을
함께 공유하는 연결고리 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과
학과 관련된 활동에서의 주체성은 개인적인 특성으로
분류한 요인 중에 동기변인 중 하나로서 상호작용의
결과물이자 또 다른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모
른다.
네 번째 이 연구에서는 과학에 대한 활동에 참여
로서 과학 흥미가 감소하는 현상에 대해 처방 가능
한 수단이 될 수 있을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과학 흥
미가 발달한 다른 유형의 두 학생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과학과 관련된 활동의 참여는 과학 흥미에
대한 사람 변인과 환경적 변인을 자극할 수 있는 기
회의 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변인과의 매개체로서 존재할 수 있을지
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에게서 나타나
는 과학 흥미가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학교 안팎에서 과학과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인 참여 유도가 필요할지도 모
른다.
다섯 번째 이 연구는 흥미 중에서도 과학 흥미라
고 하는 영역 특수성을 보이는 흥미를 살펴본 것으
로 과학 흥미 발달에 관한 사례를 탐색하였다. 특히
과학 흥미가 처음 감소된다고 보고된 초등학교 고학
년을 대상(Renninger et al., 2015; Renninger and
Hidi, 2016)으로 과학 흥미에 관한 사례를 분석하였
다는 점과 과학 흥미를 다루기 위해 하위 요소들을
추출하고 개인적 특성과 과학 흥미 발달과의 상관관
계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향후 연구에는 이 연구에서 제시된 각각의 변인
과 과학 흥미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혀낼 수 있다면
과학 흥미가 감소하는 현상을 실질적으로 다루는데
유익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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