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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개인주의 ) 내에서 개발되고 발달되어온 학습 신념 이론의 모형과 그 연구 결

과들이 문화를 초월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한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신념 발달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들의 분석을 통해 규명하였다. 학습신념이란 학습자가 믿고 있는 지식의 근원과 확실성

그리고 지식획득 방법에 대한 암묵적 가설들을 말한다. 미국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해진

선행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학습신념이 학생들의 연령, 학교교육 수준 , 그리고 학업의 성취도와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 중다 회귀분석을 통한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 한국

고등학교 학생들 (N=455 )의 학습신념과 학업 성적 변인간에만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한국 학생들의 학습신념과 다른 두 변인들 (학교교육 수준과 연령 )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거나 오히려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본 연구에서는 또한 한국 고등학생들의

학습신념이 개인주의적 자아개념과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반면 , 집단주의적

자아개념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한국과 미국의 대학

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자의 선행연구(Youn, 2000 )인 학습신념에 대한 두 국가간 비교분석결

과와 여러 면에서 일치한 결과였다 . 선행연구에 나타난 한국과 미국의 두 대학생 집단간의 차이점

들을 통해, 본 연구자는 학습신념이 문화 보편적 개념이라기 보다는 문화 특수성을 가진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본 연구 결과, 그러한 해석이 지지된 것으로 밝혀져, 본 연

구를 통해 학습신념의 문화 특수성이 재확인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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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학습에 관한 인식론적 신념(학습신념)에 관한 연구는 1960년대 미국의 William Perry(1968)에

의해 처음 시작된 이래, 그후 최근까지의 많은 연구들을 통해 학습신념이 학생들의 학습과정뿐

아니라 문제 해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들을 밝혀주었다(Schommer, 1994a). Jehng,

Johnson, 그리고 Anderson(1993)은 학습신념은 학습자가 믿고 있는 지식의 근원과 확실성(지식신

념) 그리고 지식획득의 방법(방법신념)에 대한 암묵적 가설들로 정의하였다. 그들은 학습신념이

다음의 다섯 요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밝혔다.

① 지식의 확실성(Certainty of K nowledg e) : 학교에서 습득하는 지식들은 불확실하고 잠정적

인 것이라기 보다는 확실하고 불변하는 것이다. ② 전지적 권위성(Omniscient A uthority ) : 학교에

서 배우는 지식은 학생 스스로 독립적인 사고를 통해 얻는 것보다 선생님들이나 전문가들을 통해

서 얻는 것이다. ③ 규정된 과정(Orderly Process) : 어떤 학과를 배우는 학습법은 때에 따라 변

한 다기 보다 규정되어 있으며, 학습이란 학습자가 자신만의 어떤 견해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기

보다는 이미 형성된 진리를 피동적으로 흡수하는 것이다. ④ 타고난 능력(Innate A bility) : 학습

능력은 획득되어지는 것이라기보다 타고 태어나는 것이다. ⑤ 속성과정(Quick Process): 학습이란

서서히 지식을 쌓아 가는 과정이라기보다 속히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Jehng et al.,

1993: 26).

위의 다섯 요인 중 처음 세 요인인 지식의 확실성, 전지적 권위성, 그리고 규정된 과정은 지식

에 관한 신념(지식신념)이고 마지막 두 요인인 타고난 능력과 속성과정은 지식획득에 관한 신념

(방법신념)이다(Jehng et al., 1993; Schommer, 1989). 학습신념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보면, 학습

신념은 학습자가 학습에 개입하는 적극성의 정도와 관련이 있으며(McDevit , 1990), 또한 어려운

과제에 부딪혔을 때 학습자가 보여주는 끈기의 정도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Dweck &

Leggett , 1988). 이 외에도 학습신념은 문장을 이해하는데, 수학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리고 개념형성

과 확실한 정답이 없는 과제를 해결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Schommer,

1994a, 1994b).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미성숙한 학습신념(naive epistemological

beliefs)은 학습 시 중요한 부분의 습득을 방해하는 반면, 성숙한 신념(sophisticated epistemological

beliefs)은 높은 수준의 학습과 비판적인 사고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Schommer(1994b)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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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했다. 이 연구 결과들은 또한 성숙한 신념의 학습자들은 적극적이며, 독립적이며, 끈기 있고, 융통

성 있을 뿐 아니라, 지식이나 학습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 또한 개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학습신념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면, 학습신념의 발달은, 학생들의

교육 수준과 전공 영역 그리고 교사의 신념 또는 교수철학 등 학교 교육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의 연령, 부모의 자녀교육방식, 학습자가 경험하는 인생의 시련과 심리적 성

숙 등의 일상생활을 통해 얻는 경험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avallee, Gourde, &

Rodies, 1990; Polkosnik & Winston, 1989; Schmidt , 1985; Schommer, 1992).

이 같은 연구들은 그런데 미국에서 시작되고 발달되었을 뿐 아니라 최근까지도 그 연구대상이

모두 미국 학생들에게만 국한되어 행해져왔다. 그런데, 이처럼 미국 내에서 행해진 연구들 중엔,

학생들의 학습신념이 주변의 사회 문화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는 연

구 결과들도 있다 (Jehng et al., 1993; Perry, 1968). 예를 들면, Jehng 등의 연구는 미국 대학생들

의 학습신념이 그들의 전공(인문과학 또는 공학 등) 영역의 학문적 분위기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또한 Perry(1968)는 권위자에 대한 의존에서 시작하여, 개인적 선택

과 헌신, 그리고 책임감으로 발전해 가는 학습신념의 지적 발달양식이 미국의 대학교육, 특히 인

문과학 교육의 산물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학습신념의 발달이 학생들 주변의 사회 문화적 분

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면, 미국 내에서 얻어진 연구 결과들이 미국과 사회 문화적 분위기가 다른

국가의 학습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타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용하려는 그 타문화

권 내에서, 학습신념의 본질을 검증해 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에서 본 연구자는 최근 미국대학생들과 한국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교 연

구들을 통해 학습신념의 모형구조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신념과 대학교육(교육수준과 전공) 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두 대학생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 바 있다(Youn, 1997; Youn, Kim,

& Yang, 1999; Youn, 2000). 모형의 요인분석 결과 두 집단은 모형구조의 성격에 있어서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미국 대학생 집단으로부터 확인된 모형구조의 성격은 Jehng 외

(1993) 연구의 미국 대학생 집단으로부터 확인 된 것과 동일하며 개인주의적인 문화의 성격을 반

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한국 대학생 집단으로부터 확인된 모형구조의 성격은 집단주

의적 문화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변량 공변분석 결과, 본 연구자의 미

국 표본으로부터는 미국 연구인 Jehng 외(1993)의 연구 결과와 동일한 결과인 학습신념이 학생들

의 교육수준 또는 연령 그리고 전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 표본으로부터는 학

습신념이 학생들의 전공과만 관련이 있고 교육 수준 또는 연령과는 관련이 없거나 약간의 부적상

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연구(Youn, 2000)의 미국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학습신념과 문화 자아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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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 측면(개인주의적 자아개념인 독립적 자아개념과 집단주의적 자아개념인 상호의존적 자아

개념)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습신념이 독립적 자아개념과는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반면, 집

단주의적 자아개념인 상호의존적 자아개념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대학생들을 대

상으로 한 연구(Youn et al., 1999)를 통해서도 학습신념과 문화자아개념의 두 측면간에 동일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습신념과 문화자아개념의 두 측면간의 관계를 분석한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들은, 미국과 한

국의 두 대학생 집단간의 비교분석에 나타난 차이점들 (즉 모형구조의 차이 그리고 학습신념과

발달변인간의 관계의 차이점들)이, 두 국가간의 사회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는 실증적 단서를 제공하였다. 다시 말해서, 미국 연구결과들을 보면, 학습신념이 성숙한 학생

들의 학습에 대한 태도는, 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적극적이며, 독립적이고, 끈기 있고, 융통성

있을 뿐 아니라, 지식이나 학습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 또한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러

한 학습에 대한 태도나 신념들은, 집단전체의 복지와 조화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선택, 그리고 개

성을 희생하는 집단주의적 문화를 통해서보다는, 개인의 자유, 선택과 책임감, 그리고 개성을 존

중하고 강조하는 개인주의적 문화 분위기에서 보다 쉽게 획득되어지는 신념과 태도인 것으로 해

석될 수 있다는 결론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습신념이 문화 보편적 개념이라기 보다는 문화

특수성을 가진 개념으로 받아 들여져야 할 것이라고 본 연구자는 선행연구를 통해 논의한 바 있

다(Youn, 2000).

그런데 저자의 이런 선행 연구 결과들을(Youn et al., 1999; Youn, 2000) 한국의 다양한 학생집

단에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첫째,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생 집단들만 포함되었으

며, 그것도 대부분이 서울에 있는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방

대학 학생집단에 대한 선행 연구결과의 일반화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

히 고등학생 집단에 대한 일반화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최근, 특히 90년대 후반이후, 한

국 고등학생들의 학교생활이나 그들의 청소년 문화는 한국 대학생들의 문화와 많은 차이를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최근 몇 년 사이에 매스콤을 통한 중 고등학교 교사들의 학생들

이 더 이상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없다 든지 수업시간에 교사를 무시하는 행동들이 늘어간다 는

등의 불평의 소리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 주요 국가들 사이

에서 현재 중요한 교육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학교붕괴 현상 의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이 외에도 소위 N- generation 등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청소년 문화는 그 변화에 대한 민

감성과 수용성 그리고 변화속도에 있어, 한국의 다른 어떤 성인세대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빠르

게 진행되는 가속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한국의 두 젊은 세대(고등학생과

대학생) 집단간에 분명한 사회 문화적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차이가 그들의 학습

신념발달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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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또 다른 필요성을 살펴보면, Schommer (1994b)는, 사회가 고도의 산업사회로 발전해

갈수록, 고차원적 학습능력(적용, 통합, 평가, 전이 등)과 비판적 사고력의 중요성이 증가하므로

그와 더불어 학습신념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한층 더 필요해 질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점점 더

정보중심 그리고 기술의 고도화와 과학화를 향해가고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고도의

과학기술의 발달을 통한 수준 높은 산업사회로의 도약만이, 한국이 증가하는 국제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일 것으로 생각되는 현 시점에서, 한국이 고도의 정보 산업사회로의 도약을 성공

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교육의 역할은 그 만큼 더 중요해 질 것이다. 만

약 Schommer의 예견이 가까운 미래에 사실로 증명이 된다면 그리고 한국 사회가 점점 더 고도

의 정보 산업사회로 발전되어 간다면, 한국 학생들의 학습신념 발달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

고 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학습신념의 발달이 한층 효과적으로 이

루어 질 수 있으려면, 추상적 사고 능력이나 학습습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그래서 학습에 대한

수용성과 유연성이 성인에 비해 한층 높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

람직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2. 연구의 목적

미국 고등학생들의 학습신념과 그들의 발달변인들(연령, 학교 교육수준, 학업성취 등)과 부모의

자녀양육 방식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Schommer, 1989, 1992, 1994a) 들을 보면, 미국 고등

학생들의 신념과 그들의 발달변인들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

니라 자녀의 책임감, 선택, 그리고 자율성을 존중하고 강조하는 부모의 자녀 양육 방식이 자녀들

의 성숙한 학습신념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chommer, 1989).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조사된 변인들이 고등학생 연구들 보다 더 다양하긴 하

지만, 그 결과들을 보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들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즉 미

국 대학생들의 연령, 학교교육 수준, 그리고 학업성취 등의 발달변인과 그들의 학습신념 간에도

역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Jehng et al., 1993; Schommer, 1994a).

반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아, 저자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보면 한국 대학생들의 학습신념과 그

들의 연령, 학교교육 수준, 그리고 학업성취간에는 아무런 유의미한 상관이 없거나 또는 부적 상

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의 연구결과들과 매우 다른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학습신념과

문화자아개념의 두 측면(독립적 자아개념과 상호의존적 자아개념)간의 관계분석에서는, 두 집단

(미국 대학생 집단과 한국 대학생 집단)에서 모두 학습신념이 독립적 자아개념과 유의미한 관계

가 있는 것으로 그러나 상호 의존적 자아개념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You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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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Youn, 2000). 이 외에도, 학습신념 모형구조에 대한 한국과 미국 대학생 집단간의 비교 분

석 결과를 보면, 한국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형구조의 요인분석 결과가 미국집단의 모형

분석결과와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즉 한국표본으로부터 확인된 모형구조의 성격은 집

단주의적 문화의 영향을 그리고 미국표본으로부터 확인된 모형구조는 개인주의적 문화의 영향을

각각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Youn et al., 1999; Youn, 2000).

한국과 미국의 두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선행 비교연구 결과들에 비추어 본다면, 본 연구

의 결과들을 다음과 같이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국 고등학생들의 학습신념과 그들의 발달변인들(연령, 학교교육수준, 그리고 학업성적)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없거나 부적인 상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한국 고등학생 집단으로부터 확인될 학습신념의 모형구조가 미국 대학생 표본들(Jehng,

et al., 1993; Youn, 2000)로부터 확인된 모형구조와는 질적으로 다른 반면, 한국대학생 표본으로

부터 확인된 모형구조와는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한국 고등학생들의 학습신념과 그들의 자아개념의 두 측면간의 관계는, 선행연구

결과들과 동일한 결과인 학습신념이 학생들의 독립적 자아개념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을

것으로 그러나 상호의존적 자아개념과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의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학습환경이나 그들의 사회 문화적 환경이 신속한 변화

추세로 인해 동일하다고 불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예상과 다를 수 있다고 추측이 되었다. 또한

한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학습신념에 관한 연구는 처음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설정 대신 다음과 같은 탐색적 연구 질문들을 설정하게 되었다.

① 본 연구의 한국 고등학생 표본으로부터 확인된 학습신념 모형구조의 요인의 수와 성격은

각각 무엇이며, 그 결과들은 한국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자의 선행연구 결과와 동일한가

또는 다른가? 다르다면 어떤 점에서 다른가? 또한 그 결과들이 Jehng 등(1993)의 미국연구

에서 밝혀진 결과와 동일한가 또는 다른가? 다르다면 어떤 점에서 다른가?

② 본 연구의 한국 고등학생 표본으로부터 확인된 학생들의 학습신념과 그들의 발달적 요인들

인, 연령, 교육수준, 학업성적, 성별, 그리고 문화자아개념의 두 측면 간의 관계는 각각 무엇

이며, 그 관계들은 한국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자의 선행 연구 결과와 동일한가 또는 다른

가? 다르다면 어떤 점에서 다른가? 또한 그 결과들이 Jehng 외(1993)를 포함한 미국연구의

결과들과 동일한가 또는 다른가? 다르다면 어떤 점에서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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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미국과 한국의 문화적인 차이점 및 교사-학생 관계의 비교

1) 미국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점

세계의 문화와 조직이라는 책에서, Hofstede(1991)는 세계 50개국과 3개 지역구들의 문화차이

를 문화비교적 방법으로 분석한 자신의 경험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그는 국가

들간의 문화차이를 다음의 네 차원으로 설명하였다.

① 권력의 편재성(Power Distance): 조직체 내의 권력이 없는 구성원들이 권력의 불균등 편재

에 대하여 인식하고 수용하는 정도.

② 불확실성의 회피(Uncertainty A voidance): 어떤 문화의 성원들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위

협을 느끼는 정도, 즉 불확실성의 수용정도.

③ 개인주의(Individualism ) - 집단주의(Collectivism): 개인간의 유대가 느슨한가, 밀접한가의

정도에 따라 느슨한 축은 개인주의 밀접한 축은 집단주의.

④ 남성가치(M asculinity ) - 여성가치(F emininity ): 남성 가치적 사회는 남녀의 사회적 성역할

이 구분된 사회로, 남성은 독단적이고, 강하며, 물질적인 성공을 해야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반면, 여성은 겸손하고, 부드럽고, 성공보다는 인생의 질적인 면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간주

되는 사회를 말한다(Hofstede, 1991: 261- 263).

Hofstede(1991)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과 한국은 위의 4차원 모든 영역에서 대조적인 문화차이

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미국은 개인주의(Individualism) , 상하간의 적은 권력의 편재성

(small Power-D is tance), 약한 불확실성의 회피(weak Uncertainty A voidance), 그리고 남성가치

(M asculinity ) 중심적인 문화적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한국은 집단주의

(Collectivism ), 상하간의 큰 권력의 편재성(large Power-D is tance), 강한 불확실성의 회피(strong

Uncertainty A voidance), 그리고 여성가치(F em ininity ) 중심적인 문화적 특징을 보인 것으로 밝

혀졌다. 또한 이 4차원 중 미국과 한국이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 것은, 개인주의-집단주의 차

원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즉 조사된 50개국과 3개 지역구들 중, 미국은 개인주의 축에 있어서 그

서열이 1위로 가장 개인주의적인 국가로, 반면에 한국은 집단주의 축에 있어서 그 서열이 11위로

상당히 집단주의적 성격이 강한 나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Hofstede(1991)의 연구 결과는 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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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문화차이에 대한, 특히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이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개인주의는 개인의 사적인 목표를 그 개인이 속

한 집단의 목표보다 중시하나, 집단주의는 개인의 목표보다 집단의 목표를 중시한다는 것이다

(Singelis, 1994). Triandis(1995)는 두 문화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개인주의는 개인을

독립된 존재로 생각하여, 첫째, 개인의 자유와 독립을 강조하며, 둘째, 개인들의 사적인 목표나 이

익을 집단의 그것들보다 우선 생각하며, 셋째,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 감정 개입이 없고, 마지막으

로 개인의 행동은 쾌락 원칙에 입각한 개인적 만족과 이해타산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반면에 집단주의는, 개인을 상호 의존적 존재로 생각하여, 첫째, 집단구성원들 간의 긴밀함과 조

화 그리고 의무와 충성을 강조하며, 둘째, 개인의 목표나 이익보다 집단의 목표나 이익을 먼저 생각

하며, 셋째,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 감정이 개입되고, 마지막으로, 개인의 행동이 집단의 규범과 질서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Markus와 Kitayama(1994)에 의하면, 개인주의적 문화에서는, 문화자아개념의

두 측면 중 주로 독립적 자아개념(independent self- construal)의 발달이 두드러진 반면, 집단주의적

문화에서는 상호의존적 자아개념(interdependent self- construal)의 발달이 우세하다고 한다.

2) 미국과 한국의 교사 - 학생 관계 비교

Hofstede(1986)는 국가간의 문화적 차이에 관한 연구와 국제 교사 프로그램을 통한 자신의 경

험을 토대로 4차원의 문화차이에 따라 기대되는 교사-학생간의 관계 또한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

미국과 한국간의 4차원의 대조적인 문화 차이를 바탕으로 두 나라간의 교사-학생 관계의 차이점

을 정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미국의 교사-학생 관계는 한마디로 학생중심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경험을 스스로 주관하고 통제하도록 허용하고 장려한다. 즉 학생들이 자신들의 학습경험을

독립적이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접근 할 수 있을 만큼 학생들에게 자유를 허용하는

관계다. 이처럼 자유로운 관계이긴 하지만, 교사-학생간의 사적인 또는 개인적인 감정의 개입과

교류는 없다고 한다. 교수- 학습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객관적 진리를 전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가 아닌 어떤 전문가라도 교사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교수-학습의 목적이 이처럼 객관성

을 강조하는 것이고 보면, 교수-학생 관계에 사적인 감정의 개입은 오히려 이런 교수-학습의 목

적 성취에 방해가 될 것으로 추측된다. Hofstede는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비판과 도전이 허용되

고 유익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보고했는데, 이것은 교사-학생 관계가 객관적이고 자유로울 뿐 아

니라 사적인 감정 개입이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미국 학생들은 또한

불확실하거나 복잡한 상황을 잘 수용할 뿐 아니라 그런 상황하에서 오히려 더 성공적인 성취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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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교사-학생(또는 스승-제자) 관계는 교사(스승) 중심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 Hofstede

는 teacher와 정신적 지도자를 뜻하는 guru라는 단어를 겸용했는데, 본 연구자는 교사와 학생대

신 스승과 제자라는 표현이 한국에서의 교사-학생 관계에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문맥에

따라서 이 두가지 용어를 겸용하였다. 학생들은 전지한 것으로 여겨지는 스승의 지도와 명령을 따

를 것으로 간주된다. 즉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주관하고 통제하는 것은 스승 쪽이지 학생 쪽이 아

니다. 학생들은 독립적으로 학습하는 법을 터득(learn how to learn) 하기보다는 교사가 명하고 지

도하는 것을 복종하여 정확하게 따라 하는 것(learn how to do)을 배워야 한다 (Hofstede, 1986:

312). 그러므로 사제 관계는 자유로운 관계라기보다, 스승에 의해 주관되고 통제된 제한적이며 구

속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인 감정의 개입과 교류가 허용되는 사적인 관계라고

한다. 교수-학습의 목적은 스승이나 정신적 지도자로부터 그의 사적이고 개인적인 지혜를 전수

받는 것이다. 이 같은 교수 학습 목적의 성취는, 사제간의 사적이고 개인적인 감정의 교류가 없이

는 불가능하리라고 추측된다. 또한 이런 학습 환경에서는, 즉 교사는 명하고 학생은 복종하여 그

대로 정확히 행하는 것을 강조하는 학습 상황하에서는, 제자가 스승을 비판한다든지, 스승에게 도

전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즉 도리를 저버리는 행동으로 또는 배울 마음이 없는 행동으로 해석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명령과 복종 그리고 정확성을 강조하는 학습환경에 익숙한 학생들은

Hofstede가 보고 한 것과 같이 애매한 과제나 불확실한 상황보다는 정확하고 확실한 과제나 상황을

더 편하게 받아들이고 더 잘 처리 할 거라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2. 학습신념 이론의 발달

Perry(1968)의 1차원 모형과 Schommer (1989)의 5차원 모형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적용된

Jehng, Johnson, 그리고 Ander son (1993)의 5차원 모형이 논의되었다. Kitchener와 King(1990)의

반성적 판단 모형(reflective judgment model)은 Perry의 1차원 모형의 연장이기 때문에 논의에

서 제외되었다.

1) Perry의 성인 지적 발달 모형

미국 Harvard 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지적 윤리적 발달을 연구했던 Perry는 학생들이 학

부 4년 동안 9단계의 지적 발달 단계를 거친다고 지적했다. 그에 의하면, 학생들의 지식에 대한 인

식은 이중적 사고(dualistic think ing)에서 출발하여, 다변적 사고(multip listic reasoning)를 거쳐 마

지막으로 헌신된 상대주의적 사고(ref lective reasoning with commitment)에 도달하게 된다고 한다.

이중적 사고(dualis tic think ing)를 하는 학생들은 지식을 맞다-틀리다 또는 좋다-나쁘다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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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중적 범주로 규정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학생들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권위

자나 전문가들에 의해 밝혀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권위자들 간의 서로 상반된 견해들 그리

고 동료들 간의 다양한 관점들에 노출되는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들은 이중적 범주로 규정 지

을 수 없는 지식들도 있다는 걸 느끼게 되면서, 지식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감지하기 시작한다.

이 단계에서 진전을 계속하게 되면, 그들은 어떤 관점들이나 다 동등하게 좋은 관점들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Perry는 이 단계를 지식에 대한 다변적 관점의 단계라고 했다. 이 단계의

학생들은, 두개의 서로 대립하는 개념들이 같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동일한 타당성을 가지고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Wilkinson, 1989, 재인용). 그러나 이 단계의 학생들은

지식의 불확실성을 잠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예를 들면, 양자 토론이 있을 때, 한쪽의 관점이

결국은 진실로 결정되리라고 믿는다. 이처럼 이 단계의 학생들은 이중적 사고로부터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상태에 있다.

점차적으로 인식이 더욱 발달함에 따라, 학생들은 지식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수용하게 되며,

지식의 옳고, 그름은 상황에 좌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지식을 이중적 범주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상황에 따른 지식의 논리성, 일관성, 그리고 내적 통일성의 여지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Wilkinson, 1989, 재인용). Perry는 이 단계를 상대적 관점의 단계라고 하였다. 이 단계의 학생들

은 독립적 사고를 할 수 있다. 그들은 권위자의 지지와 지도를 받으며 자신들 속에 내재하는 진

실을 추구하게 된다. 즉 그들은, 권위자들을 더 이상 절대적 진리의 원천으로 보지 않는다. 대신,

권위자들을 자신의 독립적인 진리 추구를 위해 필요한 지지와 지도, 그리고 해석 등을 줄 수 있

는 근거로 생각한다. Perry에 의하면, 이 마지막 발달단계에 이른 학생들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내릴 수 있는 의사 결정들은 복잡하고 불확실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고 강한 개인적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 Perry는, 권위자에

대한 의존에서 시작하여, 개인적 선택, 헌신, 그리고 책임으로 발달되어 가는 이런 지적 발달 양

식을 미국의 대학교육 특히 인문과학 교육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2) 5차원 모형과 Jehng, Johnson, 그리고 Anderson(1993)의 연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Jehng, Johnson, 그리고 Ander son(1993)의 5차원 모형의 원형은

Shommer (1990)의 5차원 모형이다. Perry의 1차원 모형을 사용한 연구 결과들이 일관성이 없

는 것을 발견하고, Schommer는 학생들의 학습신념과 학습의 여러 측면들과의 관계를 자세하

고 명확하게 포착하기엔 Perry의 1차원 모형은 너무 제한된 모형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학

습신념을 몇 개의 독립된 차원들로 구성된 신념 체계로 보는 학습신념의 재 개념화를 시도하였다

(Shcommer, 1989: 13). 먼저, Schommer는 Perry의 이론을 단순지식(S imp le K nowledg e) , 지식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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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성(Certainty of K nowledge) , 그리고 전지적 권위성(Omniscient A uthority) 의 세 차원으로 세분

하였다. 그리고 지능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 및 신념들을 다룬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지식의 획득

방법과 관련된 차원들인 타고난 능력(Innate A bility)과 속성과정(Quick Process)의 두 차원을 더

확인하였다. Jehng 외의 오 차원 모형은 Schommer의 단순지식(S imp le K nowledg e) 차원만을 규

정된 과정(Orderly Process)으로 대치한 모형이다. Schommer의 단순지식은 지식 내용의 단순- 복

잡성에, Jehng 외의 규정된 과정은 학습과정의 단순-복잡성에 각각 초점을 둔 개념이다. Jehng 외

(1993) 연구결과를 보면, 학습신념 모형이 위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다섯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 대학생들의 학습신념은 그들의 연령, 교육수준, 그리고 전공영역과 관련이 있다는 것

을 보여주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두 단계-계층 편의 표집법(a two- stage, stratified convenience sampling technique)

을 사용하여 서울 근교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수준에 따른 세 계층(1학년- 3학년) 그리고

성별에 따른 두 계층(남·녀), 모두 6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여 표집했다. 사용된 척도 중 요

인분석을 요하는 학습신념 척도의 문항수가 모두 61개였으므로, 요인분석을 위해서는 최소인

305(61×5)명 이상의 표집이 필요했다.

2. 측정도구

설문지 package는 학습신념척도, 문화자아개념 척도, 그리고 인적사항에 관한 문항(연령, 성별,

교육수준, 학업성적 등) 들로 구성되었다. 학습신념 척도(Jehng et al., 1993)와 문화자아개념 척도

(Singelis, 1994) 모두가 대학생들을 위해 제작된 것이었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에게 맞도록 몇 개

의 단어들(예를 들면, 교수님 대신 선생님 )만을 수정한 후 사용하였다. 두 척도 모두 영어로

제작된 척도들이었으나, 저자의 선행 연구를 통한 번역-재변역의 과정을 거쳐 한글로 번역 된 후

이미 선행연구들(Youn et al., 1999; Youn, 2000)을 통해 사용된 바 있어, 간단한 단어수정을 제외

한 다른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되었다.

학습신념 척도는 6단계 Likert식의 6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Jehng 외(1993) 모형의 다섯 차

원(지식의 확실성, 전지적 권위성, 규정된 과정, 타고난 능력, 그리고 속성과정)을 대표하는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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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 구성되었다. 저자의 선행연구에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는 영문 원판의 경우 내적 일관성 계

수(Cronbach alpha)가 .83이었으며, 한국판의 경우 .78이었다(Youn, 2000).

문화자아개념 척도는 Markus와 Kitayama(1994)의 문화자아개념 이론을 기초로 Singelis(1994)에

의해 개발된 7단계 Likert 식의 3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 15개씩의 독립적 자아개념 문항과

상호의존적 자아개념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선행 연구들(Singelis, 1994; Youn at al., 1999;

Youn, 2000)을 통해 밝혀진 척도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62 - .73이었다. 또한 Singelis(1994)는

Hawaii 대학재학중인 일본, 중국, 한국, 필리핀 등의 아시안계 미국 학생들과 미국 백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척도의 구인 타당도 검증을 한 결과, Markus와 Kitayama(1994)의 이론대로, 아시안계

미국학생들이 백인학생들에 비해 상호 의존적 자아개념이 훨씬 발달한 반면, 백인 학생들은 아시

안계 학생들에 비해 독립적 자아개념이 더 발달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고한 바 있다.

3. 연구절차와 방법

설문조사는 서울근교의 남자 고등학교와 여자 고등학교에서 실시되었다. 학생들의 자율시간을

이용해서 조사를 실시했다. 수집된 설문지 중, 잘못 응답되었거나, 불성실한 응답 또는 응답을 끝

까지 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남은 455개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455명 중 남학생

이 261명 그리고 여학생이 194명이었다. 고등학교 1학년이 142명, 2학년이 135명, 그리고 3학년이

178명이었다. 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16.85(편차=.93)세였고, 연령 범위는 15- 19세였다.

학습신념의 모형구조 분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SPSS package의 Principal Axis 절차)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에 앞서 각 문항의 신뢰도 검증이 실시되었다. 총 61개의 문항에서, 내적 일

관성 계수(Cronbach alpha)와 문항 변별력 검사를 거쳐 탈락되고 남은 문항들만이 요인분석에 투

입되었다. 학습신념과 학생들의 연령, 학교교육 수준, 학업성취, 성별, 그리고 두 측면의 문화자아

개념간의 관계분석은 중다 회기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Ⅳ. 연구결과

1. 학습신념의 모형구조 분석

주축요인 분해법을 사용한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얻은 Cattell의 scree test 결과, 두 요인이

추출되었고, 두 요인에 의해 전체 분산의 24.58 %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요인은 방법

신념 그리고 두번째 요인은 지식신념으로 각각 명명되었다. 지식신념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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섯 차원 중 처음 세 차원에 속하는 지식신념(지식의 확실성, 전지적 권위성, 그리고 규정된 과정)

에 속한 문항들이었기 때문이었다. 방법신념 요인 또한 모두 방법신념(타고난 능력과 속성학습)

에 속한 문항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방법신념으로 명명하였다. 최종 남은 25개 문항의 학습신념

척도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79였으며, 12개 문항의 방법신념 요인은 .75, 그리고 13개 문항의 지

식신념 요인은 .67이었다.

한국 고등학생 표본으로부터 확인된 모형은 이처럼, Jehng 외(1993)에 의해 확인된 5차원 대신

2차원 모형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결과는 선행연구의 두 표본, (미국과 한국의 두 대학생 집

단)의 결과와 동일한 것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모형의 구조를 보면, 그 성격이 미

국 표본의 모형들과 동일한 반면, 한국대학생 표본모형의 성격과는 달랐다. 즉 한국 대학생 모형

에서는 지식신념에 속하는 전지적 권위성을 대표하는 문항들이 지식신념 문항들 대신 방법신념

문항들과 군집되어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고등학생 표본과 대학생 표본으로부터 각기 추출된 두개의 모형들을 비교

해 보면, 둘 다 2차원 모형으로 그 차원의 수는 동일하지만, 그 성격구조가 다르게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른 점이란 바로, 전지적 권위성차원으로, 이는 교사-학생간의 관계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와 신념을 주로 다루고 있는 차원이다. 한국대학생 모형에서는 이 전지적 권위성

차원이 개인적이고 사적인 성격을 갖는 방법신념차원들과 군집된 반면, 본 연구의 한국 고등학생

모형에서는, 미국모형에서처럼, 비개인적인 지식신념 차원들과 군집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Ⅴ. 결론 및 논의 부분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루게 될 것이다.

2. 학습신념과 발달 변인들과의 관계

중다회귀분석에 앞서, 문화자아개념 척도의 신뢰도 검증이 실시되었다. 전체 30문항 중, 7문항이 신

뢰도 검증과정에서 탈락되었다. 남은 23문항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68이었으며, 11개 문항의 독립적

자아개념 하위척도의 계수는 .61, 그리고 12개 문항의 상호의존적 자아개념 계수는 .63이었다.

중다회귀분석 결과, 연령, 학교 교육수준(학년), 학업성적, 성별, 그리고 독립적 자아개념과 상

호의존적 자아개념이 방법신념요인과 지식신념요인에 미치는 영향은 <표 1>과 <표 2>와 같다.

<표 1>의 Pearson 상관분석 결과를 보면, 학년변인과 방법신념 요인간에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

왔는데, <표 2>의 중다회귀분석 결과의 beta 값을 보면 의의 있게 나오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Pearson 상관분석에서는 학생들의 연령변인과 학년변인이 모두 방법신념 요인과 유의미

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온 반면, 중다회귀분석에서는 의의 있게 나오지 않은 이유는, 두 독립변

인인 연령변인과 학년변인간의 상관이 너무 높은 관계로 방법신념 요인에 대한 학년변인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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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량을 연령변인이 다 가져갔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표 1>과 <표 2>를 보면, 한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방법신념(지식획득의 방법에

관한 신념)은 학생들의 연령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그리고 학생들의 지식신념은

그들의 학업성적 또는 독립적 자아개념과 각각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한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별이나 집단주의적 자아개념인 상호의존적 자아개념은 학생들의

학습신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두 신념요인(학습신념과 지식신념 )과 여섯 발달요인 간의 Person 상관분석

학습신념 지식신념

연령 -1.250** - .013
학년 -1. 110** - .030
성별 . 072 .070
학업성취 . 036 . 185**
독립적 자아개념 . 018 . 138**
상호의존적 자아개념 . 063 - .036

** p< .01, 학년=학교 교육 수준

<표 2> 두 신념요인(학습신념과 지식신념 )과 여섯 발달요인 간의 중다회귀분석

β

학습신념 지식신념

연령 -1.250**

학년

성별

학업성취 . 185**

독립적 자아개념 . 138**

상호의존적 자아개념

R2 .016 .052

F 7.212** 15.982**

** p< .01. 학년=학교 교육 수준, 유의미한 β값만 표시되었음 (N=455).

V. 결론 및 논의

1. 연구 질문들에 대한 결론 및 연구의 시사점

(1) 본 연구의 한국 고등학생 표본으로부터 확인된 학습신념 모형구조의 요인의 수와 성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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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무엇이며, 그 결과들은 한국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자의 선행연구 결과와 동일한가

또는 다른가? 다르다면 어떤 점에서 다른가? 또한 그 결과들이 Jehng 등(1993)의 미국연구

에서 밝혀진 결과와 동일한가 또는 다른가? 다르다면 어떤점에서 다른가?

연구결과를 통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요인분석 결과, Jehng 외(1993)의 5차원 모형대신, 저

자의 선행연구 결과들과 동일한 2차원 모형이 확인되었으나, 그 모형구조의 성격은 선행연구의

한국대학생 표본으로부터 확인된 모형구조의 성격과는 다른 반면, Jehng 등의 미국표본에서 확인

된 모형구조의 성격과는 동일했다. 이처럼 한국의 두 표본 집단(선행연구의 대학생집단과 본 연

구의 고등학생집단)에서 다른 개념으로 밝혀진 문제의 전지적 권위성 차원은 교사-학생 관계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와 신념을 주로 다루고 있는 차원이다.

Ⅱ.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된 Hofstede(1986)의 연구를 통해, 미국의 교사-학생관계는 자유로우

나 감정개입이 없는 비개인적이고 객관적인 관계인 반면, 한국의 교사-학생관계는 제한적이고 구

속적이나 감정개입이 허용되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관계임을 보았다. Schommer (1994a)에 의하면

전지적 권위성을 포함한 지식신념에 속하는 차원들(지식의 확실성, 전지적 권위성, 그리고 규정

된 과정)은 학생들이, 자신의 사적인 감정개입이 필요치 않은 비개인적인 차원들로 지각하는 반

면, 방법신념인 타고난 능력과 속성학습은 자신들이 밀착되어 개입되는 사적이고 개인적인 차원

들로 지각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므로 저자의 선행연구의 미국모형 요인분석에서, 전지적 권

위성이 비개인적인 차원들인 지식신념과 함께 확인된 반면, 한국모형 분석에서는, 개인적이고 사

적인 차원들인 방법신념과 함께 확인된 것은, 미국의 사제관계가 감정개입이 없는 비개인적이고

객관적인 관계인 반면, 한국의 사제 관계는 감정개입이 허용되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관계이기 때

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결론을 저자는 선행연구를 통해 내린바 있다(Youn, 2000).

이러한 설명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의 요인분석 결과는, 한국 고등학생들은 사제 관계를 비인

간적인 관계 또는 사적인 감정의 개입이 필요치 않는 관계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해 주

고 있다. 반면 한국대학생의 경우, 좀더 전통적인 반응인, 사제 관계를 개인적인 감정이 관여되는

사적인 관계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밝힌바 있다. 이러한 한국 고등학

생들의 사제관계에 대한 비인간적인 태도 경향이 지나치게 되면, Ⅰ. 서론에서 언급한 바 와 같

이, 교사 앞에서 존경심 없고, 제멋대로 하는 행동으로까지 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

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같은 한국의 두 젊은 세대간의 차이는 Ⅰ. 서론에서 언급한 대로 빠

르게 변하는 젊은 세대간의 문화의 차이일수 있겠다. 그 문화적 성격의 차이가 어떤 것이라고 꼬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다음의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는 있을 것 같다.

그 하나는, 세계화라는 세계적 시대흐름에 따른, 국가간의 울타리가 사라지고, 문화교류가 한층

활발해 짐에 따라, 경제 자본주의 대국들인 미국을 비롯한 서양의 개인주의적 문화에 한국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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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한층 더 노출되게 되었고, 그러한 변화에 가장 쉽게 동화될 수 있는 층이 바로 청소년

층일 것으로 생각되며, 결과적으로 청소년 문화가 한국의 다른 어떤 성인세대 문화보다 더욱 빠

른 속도로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한국대학생 집단과 고등학생집단으

로부터 각각 추출된 두 학습신념 모형구조간의 차이는, 그러므로 이러한 두 젊은 세대간의 사회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또 다른 설명으로는, 현재 한국의 청소년 세대는 한국의 다른 어떤 성인 세대들보다, 컴퓨터 문화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컴퓨터 하나면 거의 모든 욕구들이 해결된다고 해도 지나

치지 않을 것이다. 친구도, 놀이도, 게임도, 청소년들이 얻고자 하는 대부분의 즐거움을 컴퓨터가 제공

해 주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에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별로 중요치 않게 되고, 그래서 자신만을

생각하는 세대가 되기 쉬운 상황에 놓여있다. 즉 그들의 문화를 개인주의적이라고만 하기보다는 이기

적인(egoistic), 더 나아가서는 자아도취적인(narcissistic), 그래서 공주와 왕자가 많은 Narcissistic-

generation 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성인세대가, 이처럼 빠른 속도록 변하고 있는

외부환경에 민감한 청소년들을, 그들의 입장과 안목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당연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성인세대의 한계는 필연적으로 학교붕괴 현상 을

낳게 되어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간단히 말해서, 위의 두 가지 설명들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본 연구 결과 확인된 두한국학생 집단간의 차이는 바로 다름 아닌한국의 두 젊은 세대간의

서로 다른 사회 문화적 분위기와 환경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 본 연구의 한국 고등학생 표본으로부터 확인된 학생들의 학습신념과 그들의 발달적 요인들

인, 연령, 교육수준, 학업성적, 성별, 그리고 문화자아개념의 두측면 간의 관계는 각각 무엇

이며, 그 관계들은 한국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자의 선행 연구 결과와 동일한가 또는 다

른가? 다르다면 어떤 점에서 다른가? 또한 그 결과들이 Jehng 등을 포함한 미국연구의 결

과들과 동일한가 또는 다른가? 다르다면 어떤 점에서 다른가?

본 연구에서는, 한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연령변인이 그들의 방법신념 발달과 유의미한 부적 상

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등학생들의 학업성적변인과 독립적 자아개념변인은 각각 그

들의 지식신념 발달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 고등학교 학생들

의 교육수준, 성별, 그리고 상호의존적 자아개념 변인들은 학생들의 학습신념 발달에 어떤 유의미

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한국 고등학생들의 학업성적 변인과 지식신념간의 정적 상관관계를 제

외하고,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저자의 선행연구의 결과와 거의 일치한 결과였다(<표 3>

참고). 저자의 선행연구에서는, 한국대학생들의 학업성적 변인과 학습신념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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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연구 결과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점들은, 한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연령과 방법신념간에

부적상관이 있다는 점 그리고 학생들의 학교 교육 수준과 학습신념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

들이다. 미국 연구의 경우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포함한 모든 연구에서 학생들의 연령과 학교교육

수준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학생들의 학업성적과 학습신념간에 도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고).

그런데, 한국대학생 집단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학업성적과 학습신념간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한국 고등학생 집단에서 나타난 이유를 다음의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첫

째, 요즘 고등학생들의 공부 방향을 강력하게 결정하는 수능 검사의 성격이 점점 더 학생들의 고

차원적 학습능력(이해, 적용, 평가, 통합 등의)과 비판적 사고력의 측정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

일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학습신념은 학생들의 이러한 고차원적 학습능력 그리고

비판적 사고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Schommer, 1994b).

둘째로는, 한국 청소년의 개인주의-집단주의 경향에 관한 연구보고에 의하면, 부모의 학력 또

는 경제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그 부모의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며, 그 자녀들의 성적과 개

인주의적인 성향 또한 높다는 것이다(Kim, 1995). 이러한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추측이 가능하다고 본다. 즉 한국 고등학생들의 학업성적과 그들의 독립적 자아개념이 그들의 지

식신념과 정적인 상관을 보인 것은, 부모들의 배경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 이유는 한국의 일반부모들이 생각하는 자녀 교육의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는 바로 좋은 대학의 입

학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대학 입학을 위해 한국의 부모들이 가장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는

시기가 바로 고등학교 3년간의 시기이다. 이 기간동안, 학생들은 부모의 모든 관심과 지지, 즉 물질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지원들을 한꺼번에 받게 된다. 자연적으로 부모들과 가장 빈번하고 깊은 교류를 갖게

되고, 따라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되는 시기일 것이다. 수능 고사에서 자신의 자녀가 높은 점수를 받

기를 원하는 부모의 열성으로 인해 부모의 모든 것들(물질적인 투자 뿐 아니라 자녀양육 방식까지)이,

자연스럽게 그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나타난 결과라고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본 한국 고등학생들의 학습신념과 그들의 발달변인간의 관계분석

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한국 학생들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에 대한 그들의 신념인 방법신념이 유의미하게 미숙해 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국 고등학교 학생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신들의 학습능력이 노

력을 통해 획득되어진다고 믿기보다는 타고 태어나는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고, 또한 학습이란

서서히 지식을 쌓아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보다 속히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믿

는 경향이 있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한편, 성적이 높거나 또는 독립적 자아개념이 높은 고등학생들의 경우, 지식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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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은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지식은 변할 수 있으며, 선생님을 통해서보다 자신이 스스로 독

립적인 사고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며, 학습법은 어떤 규정된 절차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유연성과 융통성, 그리고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2. 학습신념의 문화 특수성에 대한 규명

학생들의 학습신념과 발달변인들간의 관계를, 본 연구 결과와 미국과 한국의 선행연구 결과들

을 종합해 본다면 <표 3>과 같다. 표를 보면, 다른 여러 발달 변인들 중, 독립적 자아개념 변인만

이 한국 미국의 모든 연구에서 학생들의 학습신념 발달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

혀진 것을 알 수 있다(미국 고등학생집단의 경우 아직 연구가 실시되지 않은 상태임).

<표 3> 학습신념과 발달변인들간의 관계

학습신념

한국 미국

고등학생 대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연령 - * - + * + *
학년 no - + * + *
학업성취 + * no + * + *
성별 no no no no
독립적 자아개념 + * + * ? + *
상호의존적 자아개념 no - ? -

* : p <. 05, no : 상관없음, ? : 실시된 연구 없음.

저자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미국과 한국의 두 대학생 집단간의 비교분석의 차이점들을, 본 연

구자는 학습신념이 문화 보편적 개념이라기 보다는 문화 특수성을 가진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본 연구 결과 다시 확인된 학습신념과 독립적 자아개념간의 정적 상관관

계는, 저자의 그러한 해석이 지지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다시 한번 제공한 셈이 되어, 본 연구를 통

해 학습신념의 문화 특수적 성격이 재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3.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연구에 대한 제안

첫째, 본 연구는 연구설계상,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기술연구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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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밝혀진 변인들간의 관계를 인과 분석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둘째, 본 연구는 피험자 표집에 무작위 표집 대신 편의 표집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체계적

오차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통제 할 수 없었다. 또한 본 연구의 피험자들은 서울 근교의 한 남

자 고등학교 그리고 한 여자 고등학교로부터만 표집 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본 연구

에 포함된 표본과 특징이 비슷한 고등학생 집단에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고등학생들의

학습신념에 대한 더 폭 넓고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미래의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고등학생집

단을 대상으로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래 연구에서는 한국 고등학생들의 청소년 문화와 대학생들의 문화에 대한 직접 측정을

시도함으로, 본 연구에서 유추 설명된 두 집단간의 연구결과의 차이를 경험연구를 통해 증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화자아개념 척도는 개인 내에 존재하는 개인주의-집단주의적 경향

을 측정하는 것이었다. Triandis(1995)는 최근 기존의 개인주의- 집단주의 개념에 수평-수직관계

차원을 첨가했다. 미래의 연구에서는 종래의 개인주의-집단주의 개념에 한 차원의 변인을 더 추

가한 Triandis의 수평-수직 개인주의-집단주의 개념을 미래의 연구에 사용한다면, 본 연구 결과

보다 좀더 상세하고 정확한 학습신념의 문화적 성격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고등학생들의 학습신념과 문화자아개념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본 연구가 처

음이다. 미래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한국표본을 통한 본 연구의 반복연구(replication study)뿐

아니라, 일본, 중국, 그리고 미국 등 다양한 문화권 내에서의 반복연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미래의 좀 더 다양한 연구결과들에 의해 본 연구 결과가 재검토 평가될 때까지 논의된

본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들에 대한 조심스러운 평가가 바람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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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vestigation of the Nature of Epistemological Belief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Epistemological

Development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Youn- Inn*2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lture specific nature of epistemological beliefs

about learning (or learning beliefs) by analyzing the type of factors involved in the epistemological

development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N=455). Learning beliefs are implicit assumptions held by

learners about the source and certainty of knowledge and the ways to obtain knowledge. Studies on the

epistemological development of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showed that American students learning

beliefs are positively related to their, age, amount of formal educ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is study, however, showed that no such relationships were found from

the present Korean sample except between students beliefs and their academic achievement. In addition,

the present study showed that Korean students learning beliefs were related with their independent-self

construal (individualistic self-view) but not with their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collectivistic

self-view). These results reconfirmed culture specific nature of epistemological beliefs which was

identified from previous studies with Korean college students (Youn, 1999; 2000).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resent Korean results and previous US findings will be further discussed in terms of the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well as Korean youth society's sub-cultural variations and

cultural change.

Key Wor ds : Epi s t emi l ogica l be l i e fs about l ear ni ng, Lear ni ng be l i e f s , At t i t udes for l ear n

int e l l ec t ua l devel opment , Indi vi dual i sm-col l ec t i vi sm, Refec t i ve t hi nking,

t hinki ng, Mul t ipl i s t i c t hi nking, Rel at ivi s t i c t hinki 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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