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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인식론  신념(epistemological belief)과 비  사고 성향(critical thinking disposition)은 개념

의 유사성 는 하  요소 간 첩되는 부분 때문에, 그동안 수행된 인지학습(cognitive learning) 

 비형식추론(informal reasoning) 련 연구에서 유사한 변인으로 간주되거나 사용되어 왔다. 

이와 더불어, 인식론  신념과 비  사고 성향은 모두 인지  태도 변인으로서, 인지기능과는 

별도로 는 상호작용 으로 실제 학습 과정에의 참여와 궁극 인 학습결과(개념의 변화, 문제해

결, 학업성취 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지면서(Kardash & Sinatra, 2003; Ryan, 1984; 

Schoenfeld, 1992; Schommer, 1990; Schommer, 1993; Stanovich, 1999; Trautwein & Ludtke, 

2007; Vosniadou, 2007), 두 개념의 련성에 한 심이 더욱 증 되었다.

철학의 주요 역 의 하나인 인식론은 지식의 본질과 기원, 앎의 방법과 정당화에 해 연구

하는 학문분야이다. 그러므로 인식론  신념이란 지식의 본질과 앎의 과정에 해 개인이 가지는 

신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Hofer & Pintrich, 2002). 철학의 주요 과제 던 인식론이 교육심리학 

분야에서 본격 으로 연구가 시작된 것은 Perry(1970)가 학생을 상으로, 지식과 앎에 한 

이들의 신념이 학년의 증가와 더불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연구하면서부터이다. 인식론  신념

이 교육심리의 주요 변인으로 연구되는 이유 의 하나는 이 구인이 학습결과에 직ㆍ간 으로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Hofer, 2002). 지식의 본질(지식이란 잠정 인가? 는 인가?)과 

앎의 과정(개인의 독립 인 추론에 의해 구성되는가? 문가에 의해 달받는가?)에 한 신념은 

부지불식간에 새로운 지식의 습득 과정에 향을 미치게 된다. 컨 , 지식이란 불변의 진

리체계라고 믿는 학습자는 검증은 되었지만 아직 유보 단계에 있는 지식에 해 덜 수용 일 것

이다. 학습이란 즉각 으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학생들은 장기 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학습

과정에 극 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성향(disposition)’이란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단하도록 해주는 일 인 

내  동기 상태이다(Facione, Facione, & Giancarlo, 2000). Stanovich(1999)는 성향을 특정 행동을 

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만들어내는 심리  기제로 정의하 다. 따라서 비  사고 성향이란 비

 사고 행 를 유발하는 비교  일 이고 안정 인 내  동기 상태로 정의될 수 있다. 비

으로 사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양한 견해에 개방 이며, 사고 과정에서 정직을 추구하고자 하

고, 자신의 사 신념과 배되는 주장이라도 다양한 증거(근거)를 통합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성

향을 지닌다(Facione et al., 2000). 특정 신념에 편향 이지 않은 균형 인 사고의 표 은 결국 

내재하는 비  사고 성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Stanovich와 동료들은 다양한 증거들을 참

조하여 주장의 진실가 는 타당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사고 성향이 다양한 추론 과제에서의 수



행에 정 인 향을 미침을 여러 연구를 통해 보여주었다(MacPherson & Stanovich, 2007; Sa, 

Kelley, Ho, & Stanovich, 2005; Stanovich & West, 1997).  

그 다면 이들 두 태도 변인은 어떤 계가 있을까? 두 변인의 불가분의 계는 발달심리학자 

Kuhn(1999)의 인식론  이해 모형(the model of epistemological understanding)이 하게 제

시하고 있다. Kuhn은 인식론  이해를 ‘앎의 객  측면과 주  측면을 조율하는 태도’로 개

념화하고, 연령의 증가와 함께 이러한 이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연구하 다. Kuhn은 주장을 

실제의 복사본이라고 보는 실재주의  단계와 앎의 객  측면( 실을 반 하는 사실  정보)

에 을 두는 주의  단계에서, 앎의 주  측면(의견으로서 주장)을 강조하는 다원주의

 단계를 거쳐, 앎의 객  측면과 주  측면(주장이란 다양한 증거와 논증을 통해 평가되어

야 할 상임)을 동시에 고려하는 평가주의  단계로 발달한다고 제안한다. Kuhn과 동료들

(Kuhn & Dean, 2004; Kuhn & Weinstock, 2002)은 인식론  이해의 발달에 필연 으로 련을 

맺는 비  사고 성향을 기술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가장 소박한 수 인 실재주의 단계에서 

비  사고는 불필요하며, 주의  단계에서는 주장과 실재를 비교하여 주장의 진실가를 결

정하기 한 도구로 사용되고, 상 주의  단계에서는 비  사고 자체가 무 하며(모든 개인의 

의견이 모두 동등한 가치가 있으므로 비  사고 자체가 무의미해지며), 평가주의  단계에서는 

타당한 주장을 확립하고 이해를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즉, 인식론  이해 수 에 따라 비

 사고의 활용 가능성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Kuhn과 Dean(2004)은 특히 선행하는 세 단계 

간 이보다 평가주의  단계로의 이가 가장 어렵다고 보면서, 학교에서는 평가주의  단계로

의 이를 돕기 해, 학생들을 의미있는 탐구와 논쟁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비  사고 기술을 

계발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 다.

단일 차원(앎의 객  측면과 주  측면의 조율 여부)으로서의 인식론  이해와 비  사

고 성향의 계를 진술한 Kuhn(1999)과 달리, 인식론  신념을 지식의 본질, 앎의 과정, 학습행동

에 한 신념 등 여러 개의 하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본 Schommer(1990)와 같은 체제

(systematic) 근자들은 인식론  신념의 하  요소로 비  사고 성향의 한 부분인 ‘앎의 방법

과 정당화’에 한 신념을 포함시켰다. 비 으로 사고하는 성향은 결국 자신의 사  신념과 

계없이 정직하게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며 이러한 진리추구 과정에서 다양한 과 증거, 맥락들

을 고려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성향을 포함하기 때문에, 합리  작업을 통한 지식의 구성과 비

 활동을 통한 지식의 평가와 같은 인식론  신념의 하  요소와 어느 정도 복되는 부분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인식론  신념과 비  사고 성향의 련성은 빈번히 주장되어 왔지만(Kuhn & Dean, 

2004), 실제 으로 련성을 검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최근에 외국에서 수행된 연구들(Allen 

& Razvi, 2006; Edman, Robey, & Bart, 2002; Kardash & Sinatra, 2003; Valadnides & Angeli, 



2008)은 서로 다른 이론  근방식(심리측정식 는 발달론  근)과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두 

변인의 계를 분석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일 이지 않다. 를 들어, Allen과 Razvi(2006)의 

연구에서는 교육심리 수업에서 활용된 사례연구 활동 에 발생하는 학생들의 화를 Kuhn의 

인식론  이해 수 에 근거하여 분석한 결과, 상과는 달리, 인식론  이해와 비  사고 성향 

간에 부 인 상 이 있음을 발견하 다. 비  사고 성향의 하  변인인 ‘성숙(반성  사고를 

반 하는)’만이 평가주의  인식론 수 과 약한 상 을 보여주었다. Allen과 Razvi는 학생반응에 

나타나는 인식론  수 이 교사의 질문 수 에 의존하게 되는데, 주장의 타당성을 다양한 증거자

료에 의해 검증하는 활동을 요구하는 교사의 평가주의  질문이 빈번히 학생의 (비  사고를 

요구하지 않는) 다원주의 (multiplisitc) 반응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부 인 상 이 나타났을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주어진 토론활동에서 나타나는 학생의 인식론  이해 수 이 토론맥

락(여기서는 교사의 질문)에 상당히 의존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맥락 독립 인 방식으로 인식론  신념을 측정하여 비  사고 성향과의 련성을 분

석한 연구들은 두 변인간의 부분 인 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를 들어, Schommer의 인식론  

신념 검사를 이용한 Edman, Robey와 Bart(2002)의 연구에서는 특히 지식의 ‘확실성’과 ‘단순성’

에 한 신념이 낮을수록 학생의 비  사고 성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Schommer와 Hutter(2002)의 연구에서도 단순한 지식과 확실한 지식에 한 신념이 사고조망, 복

잡한 지식 추구, 유연한 사고, 반성  사고 성향과 부 으로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에서 비  사고 성향과 련이 있는 인식론  신념의 하  요소는 특히 지식의 본질(안정

성, 구조)과 련된 차원임을 알 수 있다. 주목할 은 이들 연구에서 사용된 Schommer의 인식론

 신념 검사에는 앎의 방법과 정당화와 련된 문항들이 제외되어 있어서, 이들 변인과 사고 

성향의 계를 악할 수 없다는 이다.  

Kardash와 Sinatra(2003)는 인식론  신념과 비  사고 성향간의 상 분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별 문항 신 각 변인의 하  척도를 문항으로 간주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두 변인의 일부 하 변인들이 단일 요인에 부하되는 것으로 나타나 두 변인이 개념 으로 

한 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 지식의 본질 변인(지식의 확실성, 

단순성)은 ‘객  진실의 획득 가능성’에 한 사고 성향과 한 요인으로 묶 으며, 지식습득의 

속도에 한 신념은 개방  사고 성향과 한 요인으로 묶여, 이들 하 변인이 서로 같은 구인을 

측정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CCTDI(Californi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ventory)와 

Schommer의 검사를 이용하여 상 분석을 수행한 Valanides와 Angeli(2008)는 인식론  신념의 

하  차원  특히 ‘빠른 학습’에 한 신념이 비  사고 성향의 부분의 하 요소(진리추구, 

개방성, 분석성향, 체계성, 성숙)와 부 으로 상 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학습이란 진  과

정이라고 믿을수록 진리추구 성향이 강하고 다양한 견해에 해 더욱 개방 이며, 분석 이고 



체계 이며, 자신의 사고과정에 하여 더욱 반성 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연구마다 비

 사고 성향과 련이 있는 인식론  신념의 하  요소가 달라지고 있는데, 이는 사용된 측정도

구(CCTDI, Minnesota CT 등)나 측정에 한 근 방식(맥락 독립 인 측정 vs. 맥락 의존 인 

측정)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좀 더 명확한 결론을 해서는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여 생을 상으로 한 김정섭과 윤경미(2009)의 연구가 유일하다. 이 연구는 서

로 독립 인 인식론  신념(세련된 신념, 소박한 신념)과 비  사고 성향의 계구조를 밝히고 

있는데, 세련된 인식론  신념과 비  사고 성향의 부분의 하  요인들이 높은 상 을 보여주

고 있으며, 세련된 신념 에서도 특히 통합된 지식, 합리  작업, 비  단이 비  사고 성향

의 하  요소  호기심과 진리추구, 자신감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앎의 방법과 정당화에 

한 신념(개인의 합리  작업을 통한 지식의 구성과 비  단을 통한 지식의 평가)은 인식론

 신념 에서도 특히 비  사고가 더욱 요구되는 하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구에 

사용된 비  사고 성향 검사가 원래 고등학생 이상의 성인을 상으로 개발된 도구라는 과 

남학생이 배제된 소수의 여 생(120명)만을 상으로 수행된 연구라는 이 연구결과의 타당성과 

일반화 정도를 약화시킬 수 있는 제한 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  쟁  

사항에 한 민감성이 증가하고 비  사고 성향을 좀 더 발휘할 수 있게 되는 연령 인 학생

을 상으로, 이들의 비  사고 성향과 인식론  신념의 련성을 분석하고자 하 다. 

한편, 인식론  신념과 사고 성향은 모두 인지 성향 변인으로, 이들 변인이 학습의 궁극 인 결

과인 학업성취와 련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두 번째 연구목표이다. 학습에 여하는 여러 요인 

 동기나 정서와 같은 비인지  요소들에 한 연구는 그 역사가 오래되지 않는다. 그것도 주로 

동기, 목표, 자기효능감과 같은 자기조 인 학습 요소에 국한되어 이루어졌다. 반면, 인식론  

신념과 사고 성향은 비교  최근에 연구되기 시작한 변인들이다. 그동안 일부 연구들이 성취 련 

행동을 측하는 변인으로 인식론  신념을 사용해 왔는데(Hofer & Pintrich, 2002 참조), 이들 연

구는 인식론  신념이 하  차원에 따라 학업성취와의 련성이 다름을 보여주거나(Kardash & 

Sinatra, 2003; Schommer, 1993; Trautwein & Ludtke, 2007), 학습 략이나 자기조 과 같은 다른 

변인을 매개하여 학업성취에 간 으로 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문병상, 고종선, 2009; Dweck, 

1986; Ryan, 1984). 즉, 지식이란 학습이나 노력을 통해 증진 가능하다고 믿는 학생들은 어려운 과

제에 직면하더라도 인내를 갖고 과제를 수행하며 극 으로 학습에 참여하고(Dweck, 1986), 

극 인 학습참여와 자기조 은 궁극 으로 더 우수한 성취를 이끌어낸다(문병상, 고종선, 2009). 

고등학생을 상으로 수행된 Schommer(1993)의 연구에서는 언어지능을 통제한 이후 인식론

 신념의 하  차원  ‘빠른 학습’만이 학업성취를 부 으로 측하는 유일한 변인으로 나타났

다. 이 연구에서 학업성취와 련이 없었던 ‘지식의 확실성’ 차원은 Schommer(1990)의  다른 



연구에서는 독해과제에서의 수행과 부 으로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1학년 학

생을 상으로 수행된 Hofer(2000)의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를 부 으로 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

인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을 상으로 수행된 Trautwein과 Ludtke(2007)의 연구에서는 지식의 

확실성 신념이 강한 학생일수록 학업성취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향은 인지능력과 

가정의 문화  자산 변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부 연구들이 학

업성취에 한 인식론  신념의 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향을 주는 하  차원(지식의 확실성 

vs. 빠른 학습)이 연구마다 다르며, 특히 좀 더 포 인(comprehensive) 수행을 요구하는 학에

서의 학업과 인식론  신념간의 련성을 보여주는 근거는 여 히 희박하다.

인식론  신념 연구자들이 신념 변인(의 하  차원)과 학업성취의 련성에 주로 을 두어 

온 반면, 사고 성향 연구자들은 사고 성향과 비형식추론 과제에서의 수행간의 련성에 심을 

가져 왔다. 즉, 자신의 사 신념이나 편견에서 벗어나 자료나 정보를 객 으로 평가하고자 하

는 비  사고 성향은 다양한 비형식추론 과제에서의 추론을 측하는 변인으로 입증되었다(윤

희, 2008; Kardash & Scholes, 1996; Sa, Kelley, Ho, & Stanovich, 2005; Stanovich & West, 

1997). 그러나 비  사고 성향을 반 인 인지수행에 향을 미치는 인지  성향(동기, 성격, 

태도와 비견되는)의 한 측면으로 간주할 때, 이러한 성향이 학업성취, 특히 비  사고와 같은 

고차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수행을 포함하는 학에서의 성취와 어떤 계가 있는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학에서 비  사고는 이제 더 이상 교육과정의 일부 내용이나 활동에 국한되지 

않고(내용으로서 비  사고), 하나의 교육목표가 되고 있다. 학 강좌의 학 은 주어진 정보의 

지 여부에 국한되어 결정되지 않으며, 다양한 사고기능을 요구하는 과제에서의 수행이 학 을 

결정하는 요한 평가 기 이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에서의 학업성취와 비  사고 

성향의 계를 분석하는 것은 재 학교육의 지향 (목표)을 재 검하고 이에 따른 방향을 제

시하기 한 의미있는 과제가 될 것이다.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구체 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

설이 수립되었다. 이  세 번째 가설은 ‘탐색 ’ 성격이 강하다.

첫째, 소박한 인식론  신념은 비  사고 성향과 련이 없지만 세련된 인식론  신념은 비

 사고 성향과 련이 있을 것이며, 특히 앎의 과정과 정당화에 한 신념인 합리  작업과 

비  단이 비  사고 성향과 련이 있을 것이다.

둘째, 지식의 안정성과 학습속도에 한 세련된 신념은 학에서의 학업성취를 측할 것이다.

셋째, 비  사고 성향은 학에서의 학업성취를 측할 것이다.



Ⅱ. 

G 역시 종합 사립 학교에서 교직수업으로 ‘교육과정 교육평가’를 이수하는 2학년～4학

년 학생 160명이 연구에 참여하 다. 4개 분반은 동일한 교수자가 동일한 교과내용을 담당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학생수행을 평가하게 된다. 표본은 학년별로 2학년 2명, 3학년 139명, 4학년 19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학생 55명, 여학생 105명으로 구성되었다. 표집된 학생들은 모두 교

직을 이수하고자 하는 일반 학 학생들이며, 2학년 1학기부터 교직 강좌를 이수하게 되고 3학년

으로 진학하면서 교직 이수 여부가 확정된다. 

1) 다차원  인식론  신념

박병기와 채선 (2006)이 개발한 SOPE(Scale of Personal Epistemology)를 사용하여 인식론  

신념을 측정하 다. 이 검사는 지식의 본질과 앎의 방법에 한 개인의 신념을 탈맥락 이고 자

기보고식으로 측정하는 Schommer(1993)의 통을 따르는 검사이다. Kuhn(1999)과 같이 발달  

근을 취하는 연구자들은 인식론이 단일의 축(차원)을 따라, 실재주의, 주의, 상 주의(

는 다원주의), 평가주의 단계로 발달한다고 보는 반면, Schommer는 인식론이 다양한 하  차원

으로 구성되며 이들 차원은 서로 독립 이라는 제 하에, ‘확실한 지식, 단순한 지식, 권 자의 

지식 달, 증진가능 능력, 빠른 학습’의 5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인식론  신념 검사를 개발하

다. Schommer에 의하면, 인식론  신념이 모든 하 차원에서 동일한 수 을 보일 필요는 없다. 

즉, 지식이란 불변의 진리체계(지식은 확실한 것)라고 믿는다고 해서 반드시, 지식은 단순한 

사실들의 집합체라고 믿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박병기와 채선 은(2006)은 Schommer의 다

차원  인식론  신념 검사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한 척도( : 확실한 지식) 상에서 신념이 서로 

반 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확실 vs. 잠정), 척도에 따라 소박한 인식론  신념( : 

확실한 지식)과 세련된 인식론  신념( : 잠정  지식)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즉, 어떤 

지식은 확실한 것이라고 믿는 동시에 어떤 지식은 잠정 이라고 믿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인식론  신념을 연속선상의 어떤 지 으로 특성화하기보다는, 서로 독립 인 차원에서의 독립

인 치로 측정하는 SOPE는 체 12개 차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하 요소와 문항수, 신뢰

도 계수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인식론  신념의 하 요소

검사는 지식의 본질, 지식 획득, 학습행동의 3가지 차원에서 소박한 신념(확실한 지식, 단순한 

지식, 문가의 권 , 권 의  수용, 빠른 학습, 고정된 능력)과 세련된 신념(잠정  지식, 

통합된 지식, 합리  작업, 비  단, 진  학습, 증진가능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박한 

신념을 갖는 사람들은 과학  차를 통해 검증된 지식이란 불변의 진리체계이며 단순한 

사실들의 집합체라고 믿는 반면, 세련된 신념을 갖는 사람들은 지식이란 개인의 주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재수정되는 잠정 이고 통합 인 이론의 집합체라고 믿는다. 각 척도는 3개 문항

으로 구성된 ‘통합된 지식’을 제외하고 모두 4개 문항씩, 총 4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확실

히 아니다’～‘확실히 그 다’의 6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2) 비  사고 성향

비  사고성향을 측정하기 하여 Facione et al.,(2000)이 개발한 CCTDI(Californi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ventory)를 사용하 다. CCTDI는 학생과 성인을 상으로 하며, 진리

추구, 개방성, 분석성향, 체계성, 자신감, 호기심, 성숙의 7개 하  역으로 구성된 체 71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검사이다. 김명숙과 박정(2002)이 번안한 CCTDI를 사용한 윤 희(2008)의 

연구에서 특정 하  요인의 신뢰도가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재번안의 과정을 거쳤

고, 우리말로 번역하기에 애매한 미국의 속담이나 시  변화에 따라 재 상황에는 하지 

않다고 단되는 일부 문항들을 제거하여 체 62개 문항으로 재구성하 다. 척도는 ‘매우 동의

하지 않는다’ ～ ‘매우 동의한다’의 6단계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각 하  요소에 한 설

명, 문항수와 신뢰도 계수는 <표 2>와 같다. 참고로, 하  역별 신뢰도는 윤 희의 연구에서 

보고된 신뢰도와 유사하지만 조 씩 더 높게 나타났다. 



<표 2> 비  사고성향의 하  요소

인식론  신념과 비  사고 성향 검사는 수업시간 에 약 30분의 시간동안 실시되었다. 

교과 성 은 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통합하여 산출된 총 을 기 으로, 학 으로 환산된 수를 

사용하 다. A+, A, B+, B, C+, C, D+, D 학 까지 모두 8개 등 의 학 이 부여되었으며 비율

로는 순서 로 11.3%, 26.3%, 30.6%, 18.8%, 5.6%, 0.0%, 2.5%, 0.6%의 분포로 나타났다. 성 은 

D부터 A+까지 1 에서 8 을 부여하 고 연속변인으로 취 하 다. 자료 분석방법으로, 비

 사고 성향과 인식론  신념의 련성을 악하기 하여 상 분석과 정 상 분석을 실시하

으며, 비  사고 성향과 인식론  신념의 하  척도를 독립변인으로 상정하여 성 에 한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III. 

인식론  신념과 비  사고 성향의 기술통계치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반 으로 소박

한 인식론  신념(평균 2.32～3.05 분포)보다 세련된 인식론  신념(평균 4.33～4.91 분포)이 더 

높게 나타나,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이 지식과 학습에 해 소박한 신념보다 세련된 신념을 더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박한 인식론  신념은 평균 으로 ‘그 지 않다(3 )’ 수 에 



머물러 있으며, 세련된 인식론  신념은 ‘약간 그 다(4 )’와 ‘상당히 그 다’(5 )‘ 사이에 분포

하고 있다. 비  사고 성향은 반 으로 평균 3.29～4.44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하  요인  

상 으로 ’호기심‘이 가장 높으며(평균 4.44), ’진리추구 성향‘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평균 3.29).  

두 변인의 단순 률상 계수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반 으로, 세련된 인식론  신념과 

비  사고 성향의 계가 유의하며, 호기심, 자신감, 개방성, 분석성향의 순으로 세련된 신념

과 높은 상 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비  사고 성향에서 ‘호기심’과 ‘자신감’이 인식론  신

념  ‘합리  작업’과 ‘비  단’과 높은 상 을 보여주고 있다(각각 r=.44, .43, .45, .42). 소박

한 인식론  신념 에서는 ‘빠른 학습’만이 비  사고 성향의 모든 하  요인과 부 으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호기심’과 높은 부  상 을 보여주고 있다(r=-.47). 소

박한 인식론  ‘확실한 지식’과 ‘권 의 수용’은 ‘개방  사고’와 부 으로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각각 r=-.34. -.29), 지식은 확실한 것이라고 믿을수록, 그리고 권 자가 달하는 지식은 

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믿을수록 다양한 견해에 해 덜 개방 임을 알 수 있다. 반 으

로 비  사고 성향이 세련된 신념과는 높은 정  상 을 보이면서도, 빠른 학습을 제외한 소박

한 신념의 다른 하  요인과 높은 부  상 을 보이지 않는 은 인식론  신념의 두 차원(소박

한 신념, 세련된 신념)이 서로 상반되는 계가 아님을 반 한다. 단지 성숙 요인만이 세련된 

인식론  신념과는 모두 정 으로 유의한 상 이 있으며, 소박한 인식론  신념과는 모두 부

으로 유의한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인식론  신념과 비  사고 성향의 기술통계치



<표 4> 인식론  신념과 비  사고 성향의 단순 률 상 계수 (n=160)

* p<.05, ** p<.01, *** p<.001

계속해서, 두 변인의 계구조를 밝히기 하여 정 함수 유의도 검증을 수행하 다. 먼 , 

정 상 분석의 제 조건으로 다 공선성을 살펴본 결과, VIF 지수는 1.383～3.174로 분포하

으며 모수추정치에 한 허용도(Tolerance)는 모든 변인이 .3 이상으로 나타나 독립변수간의 다

공선성에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 함수 유의도 검증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

다. 정 함수 1, 2, 3이 제거된 이후 2(36)= 35.755, p=.480으로 더 이상 남은 함수들이 유의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3개의 정 함수가 해석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정 함수 1과 

2의 경우, 정 상 제곱이 .55에서 .29로 격히 감소하 고 그 이후 비교  진 인 감소 경향

을 보여 주고 있다. 해석 가능한 정 함수의 선택을 하여, 정 상 제곱뿐 아니라 정 복지

수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정 복지수 값이 격히 떨어지는 지 을 기 으로 정 함수를 

선택할 수 있다. <표 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 함수 1에 비하여 정 함수 2의 복지수 

값이 격히 떨어지고 있어, 정 함수 2와 3은 통계 으로는 유의하지만 실제 인 유의성이 약

한 것으로 단되어 추후분석에서 제외되었다.  

<표 5> 정 함수별 상 계수



<표 6> 정 함수별 정 복지수

<표 7>은 제1정 함수의 정 계수, 정 부하량  정 교차부하량을 나타낸다. 표 화된 정

계수는 정 변인에 한 각 하 변인의 상  기여도를 의미한다. 인식론  신념군에서 정

변인에 한 기여도는 확실한 지식(-.436), 빠른 학습(-.426), 합리  작업(.361), 비  단(.349)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  사고 성향군에서는 호기심(.538), 자신감(.345)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정 함수는 확실한 지식, 빠른 학습, 합리  작업과 비  단을 반 하는 인식론  신념

과 호기심, 자신감을 반 하는 비  사고 성향의 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

만, 확실한 지식과 빠른 학습은 인식론  신념에 부 으로 기여하고 합리  작업과 비  단

은 정 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박한 신념과 세련된 신념이 서로 반  방향으로 체 

인식론  신념에 기여함을 알 수 있다. 

<표 7> 인식론  신념과 비  사고 성향의 정 계수  부하량



개별 변인과 정 변인간의 상 을 나타내는 정 부하량의 경우, 통상 으로 .3 이상을 기 으

로 삼는 을 고려할 때, 인식론  신념군에서는 세련된 신념의 모든 하  요인이 정 으로, 그

리고 소박한 신념 에서는 확실한 지식과 빠른 학습이 부 으로 인식론  신념 정 변인과 유

의한 상 을 나타내고 있으며, 비  사고 성향군에서는 진리추구 성향을 제외한 모든 하  요

인이 비  사고 성향 정 변인과 유의한 상 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지식의 장

성, 통합성, 합리  작업, 비  단, 증진가능 능력, 진  학습에 한 높은 신념과 확실한 

지식  빠른 학습에 한 낮은 신념이 호기심, 자신감, 개방성, 성숙, 분석성향, 체계성을 아우르

는 비  사고 성향과 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 교차부하량은 각 정 변인과 상 변인군

간의 계성을 나타내는 지수이다. 인식론  신념군에서는 비  단, 증진가능 능력, 합리  

작업, 진  학습, 잠정  지식, 빠른 학습(부 ), 통합된 지식, 확실한 지식(부 ) 순으로 비  

사고 성향 정 변인과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  사고 성향군에서는 호기심, 자신

감, 개방성, 성숙, 분석성향의 순으로 인식론  신념의 정 변인과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마지막으로, 상  정 함수에 의해 설명되는 각 변인군의 설명량을 나타내는 복지수

(redundancy)에 의하면, 독립변인군으로 간주되는 인식론  신념군 정 함수는 종속변인으로 

간주되는 비  사고 성향 변량의 15%를 설명하고 있다. 

학생의 학업성취에 한 인식론  신념과 비  사고 성향의 상  측력을 알아보기 

하여 상 분석과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상 분석 결과는 <표 8>과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인식론  신념 에서 특히 잠정  지식과 진  학습이 성 과 유의한 상 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비  사고 성향 에서는 진리추구 성향과 개방성이 성 과 유의한 상 을 

보여주었지만 그 크기는 매우 약한 편이다. 

<표 8> 인식론  신념과 학업성취의 단순 률 상 계수

* p<.05, ** p<.01

<표 9> 비  사고성향과 학업성취의 단순 률 상 계수

* p<.05



계속해서, 회귀분석은 학업성취의 변량을 가장 많이 설명해주는 독립변인의 순서 로 회귀식

에 투입되는 stepwise 방식으로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stepwise 방

식을 사용한 이유는 다른 변인이 통제되고 나서의 각 변인의 고유한 측력을 보기 보다는, 모든 

변인이 동시에 투입되었을 때 이들 변인의 상호상 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어떤 변인의 상 인 

측력이 가장 강한지를 보기 해서이다.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소박한 신념보다는 세련된 

신념이 성 에 향을 미치며, 하  요소 에서 잠정  지식( = .273), 합리  작업( = -.273), 

진  학습( = .202)의 순으로 학업성취 변량을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식론  

신념과 동시에 투입되었을 때, 비  사고 성향의 모든 하  요소는 성 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식의 본질과 앎의 과정에 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특정 사고 성향

보다 학업성취를 더 설명해 다고 할 수 있다. 구체 으로, 지식이란 늘 변화하는 잠정 인 것이

라고 믿을수록, 그리고 학습은 진 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을수록 교과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식은 문가( : 과학자, 연구자 등)에 의해 형성된다기보다는 개

인의 합리 인 추론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고 믿을수록 성 이 낮게 나타난 은 상하지 못한 

결과이다. 이 세 변인이 설명해주는 교과목 성 의 총 변량은 약 12%로 나타났다. 

<표 10> 학업성취에 한 인식론  신념과 비  사고 성향의 stepwise 다 회귀분석 결과

* p<.05, ** p<.01, *** p<.001

Ⅳ. 

이 연구는 학업성취를 포함하는 다양한 유형의 인지수행과 련하여, 인식론  신념과 비

 사고 성향을 개념 으로 연계하는 선행연구(Allen & Razvi, 2006; Edman, Robey, & Bart, 

2002; Kardash & Sinatra, 2003; Valanides & Angeli, 2008)의 연장선에 있다. 한 척도상의 연속

선으로 소박한 신념과 세련된 신념을 상정하고 있는 기존의 인식론  신념( 를 들어, 

Schommer, 1990)을 재개념화하여, 소박한 신념과 세련된 신념이 서로 독립 인 차원으로 존재

한다는 제 하에 개발된 다차원  인식론  신념 검사(박병기, 채선 , 2006)를 사용하여, 이러

한 신념이 비  사고 성향과 어떤 련이 있는지를 분석하 다. 선행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세



련된 신념이 비  사고 성향과 계가 있으며, 특히 ‘합리  작업’과 ‘비  단’과 같은 앎

의 과정과 정당화에 한 세련된 신념이 비  사고 성향과 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 다. 

이에 추가하여, 학에서의 학업성취에 비  사고 성향과 인식론  신념이 어떤 향을 미치

는지를 분석하 다. 구체 으로, 인식론  신념 에서는 ‘지식의 확실성(더불어 지식의 잠정

성)’과 ‘빠른 학습(더불어 진  학습)이 학업성취와 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 다. 연구결과

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소박한 인식론보다 세련된 인식론  신념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

났다. 평균 으로 세련된 신념은 ‘상당히 그 다’의 수 을 보이며 소박한 신념은 ‘약간 아니다’

의 수 을 보 다. 비  사고 성향 한 평균 으로 ‘약간 그 다’ 수  이상으로 나타나, 이들 

학생이 어느 정도 비  사고 성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세상과 사물의 이치에 

한 지  호기심이 강한 반면 진리추구 성향은 낮게 나타나, 비  사고 성향 에서도 ‘편견

없이 공정하게 의견을 평가하고 새로운 증거의 발견과 더불어 기꺼이 자신의 신념을 바꾸고자 

하는’ 성향은 상 으로 이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는 습 화되지 않은 태도임을 알 수 있다. 

진리추구 성향은 논증의 문가라 하더라도 의식 인 훈련이나 성찰, 연습이 없는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취하기 어려운 태도이다. 그동안의 연구는 청소년과 성인들이 자신의 사 신념을 지

지하는 증거는 수용하고 거스르는 주장에는 극 으로 반론을 제기함으로써 논증과정에서 편

향된 추론을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윤 희, 2009; Klaczynski, 1997; Klaczynski & Gordon, 1996; 

Stanovich & West, 1997; Toplak & Stanovich, 2003). 이러한 연구결과는 진리추구를 해 극복

해야 할 사 신념의 향이 얼마나 강한 것임을 보여주며, 진리추구 태도는 개방  사고(다원주

의  사고)나 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의 신 함보다 더 많은 훈련과 의식 인 노력을 요구하는 

사고 성향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식론  신념과 사고성향의 상 분석 결과, 개방  사고, 분석  성향, 자신감, 호기심, 성숙

이 세련된 신념의 모든 하 요소와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식의 본질(지식은 잠정

이며 통합된 실체), 앎의 방법(지식은 개인의 합리  작업을 통해 구성되며 비 으로 단하

여 그 타당성을 결정해야 함), 그리고 학습행동(능력이란 증진 가능하며 학습이란 진  과정

임)에 해 세련된 신념을 가질수록 지  호기심이 높고 자신의 사고력에 한 자신감이 높으며 

다양한 견해에 개방 이고 반성  사고가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 결과

와 부분 으로 일치한다. 다만 소박한 신념만을 사용한 선행연구에서는 사고 성향이 인식론  

신념의 일부 하  요인과만 유의한 상 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를 들면, Edman, Robey와 

Bart(2002)와 Schommer와 Hutter(2002)는 인식론  신념  특히 지식의 본질(안정성, 구조) 차

원이 비  사고 성향과 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이들 연구에서는 지식의 확실성과 단순

성을 믿을수록 비  사고 성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는 Schommer의 인식론  



신념 검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검사는 단일차원의 연속선으로 세련된 신념과 소박한 신념을 

상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를 들어, 확실한 지식 차원에서 높은 수를 받으면 세련된 신념으로 

평가되고 낮은 수를 받으면 소박한 신념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이 척도에서의 수와 비

 사고 성향의 부  상 은 척도의 본질상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본 연구

에서는 세련된 신념과 소박한 신념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제 하에 두 신념과 비  사고 

성향의 동시 인 계를 악한 결과, 소박한 신념보다는 세련된 신념이 비  사고 성향과 유

의하게 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약한 소박한 신념보다는 강한 세련된 신념이 비

 사고 성향을 측해 다고 할 수 있다. 

소박한 신념 에서는 유일하게 빠른 학습만이 비  사고 성향의 모든 하  요인과 유의한 

부  상 을 보여주었다. 이는 Valanides와 Angeli(2008)와 김정섭과 윤경미(2008)의 연구결과와 

부합한다. Valanides와 Angeli(2008)는 호기심과 자신감을 제외한 비  사고 성향의 모든 하  

요소가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빠른 학습에 한 신념과 부 으로 련이 있음을 보여 주었고, 

김정섭과 윤경미(2009)는 체계성과 성숙을 제외한 사고 성향의 모든 하  요소가 빠른 학습에 

한 신념과 부 으로 상 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비  사고는 모든 안들을 고려하여 신

한 단을 하고 특정 주장에 한 증거와 반증을 모두 수집해서 종합 으로 평가해야 하므로 

신속한 과정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비  사고에 동반하는 이러한 시간  속

성이 기본 으로 ‘학습(지식의 구성 는 알아가는 과정)은 진 으로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불

가분의 계를 맺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정 상 분석 결과, 앎의 과정(합리  작업, 비  단)을 반 하는 세련된 인식론  신념과 

자신감, 호기심, 개방  사고, 성숙을 반 하는 비  사고 성향의 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첫 번째 가설이 지지되었다. 이는 김정섭과 윤경미의 연구(2009)와도 일치한다. 반면, 김정섭과 

윤경미의 연구에서 사고 성향 정 함수에 유의하게 기여하는 진리추구 성향이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CCTDI의 척도개발자들은 진리추구 성향을 “진리를 추구하

고자 하며, 질문하는 것을 개의치 않고, 자신의 견해에 배되는 증거를 만나더라도 진리를 추구

하는 데 있어 객 성과 정직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성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Facione et al., 

2000). 진리 추구자들은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는 (객 ) 진리를 추구하는 데 더 심이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주장에 변경이 요구되는 한 증거를 하게 되면, 주장을 다시 검하고 심

지어 자신의 견해를 수정할 수 있는 융통성을 보인다. 이러한 성향이 체 비  사고 성향에 

기여하는 정도가 낮게 나타난 은 실제 수행으로 옮기기 어려운 진리추구에의 의지가 사고 성

향의 다른 하  요소와는 독립 인 별개의 태도로 간주될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즉, 지  호기심

이 강하고 자신의 사고 과정에서 반성 이며 타인의 의견에 개방 이라고 해서 편견없는 공정

한 태도를 갖는 것은 아님), 이것이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환경의 학생들에게도 해당되는지는 추후 연구를 통해 밝힐 필요가 있다. 분명한 것은 다

른 하  요소가 평균 으로 ‘그 다’ 이상의 수 을 보인 반면, 진리추구 성향은 ‘아니다’ 수 을 

보여, 다른 태도에 비하여 상 으로 취하기 어려운 태도라는 이다. 이러한 이 체 사고 

성향에 한 진리추구 성향의 상  기여도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을 수 있다. 결론 으로, 

인식론  신념과 비  사고 성향은 서로 불가분의 계를 맺고 있음이 밝 졌으며, 이는 인식

론  이해의 발달은 필연 으로 비  사고를 수반한다는 Kuhn(1999)의 인식론  이해 모형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학업성취에 한 인식론  신념의 측력 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며(Hofer, 2000; 

Schommer, 1993; Trautwein & Ludtke, 2007),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을 지지한다. 선행연구에

서는 인식론  신념  특히 ‘지식의 확실성’과 ‘빠른 학습’이 학업성취를 부 으로 측하는 변

인으로 나타났는데, 소박한 신념과 세련된 신념을 모두 사용한 본 연구에서는 같은 측면의 세련

된 신념(잠정  지식, 진  학습)이 학업성취를 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잠정  지

식이 측력이 가장 큰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지속 인 탐구를 통한 지식의 수정 가능성을 믿

는 학습자는 그 지 않은 학습자보다 효과 인 략을 사용하여 정보를 처리하고 학습과정에 

더욱 극 으로 참여하며, 결과 으로 더욱 우수한 수행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찬

가지로, 학습은 진 인 과정이라고 믿는 학습자는 장기 인 노력과 인내가 수반되어야 하는 

학습과정에 더욱 극 으로 참여하고, 결과 으로 더욱 좋은 수행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 을 더욱 명료히 하기 해서는 세련된 신념 에서도 특히 지식의 잠정성과 진  

학습에 한 신념 변인을 사용하여. 이들 변인이 효과 인 인지 략 사용과 인지  여를 매개

하여 학업성취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가설  경로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반면, 합리  작업에 한 신념과 학업성취간의 부  련성은 상하지 못한 결과이다. 이는 

개인의 합리 인 작업을 통해서 지식이 구성된다고 믿을수록 학업성취가 낮음을 의미한다. 합리

 작업이란 ‘일반인이라도 합리 으로 추론해서 사실을 새롭게 해석하여 의미있는 지식을 만들 

수 있다’는 신념으로, 본 연구에서 상 으로 낮은 수 을 보인 인식론  신념의 하  요소이

다. 인식론  신념은 주로 비구조화된 과제에서의 수행과 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Schraw, Dunkle, & Bendixen, 1995), 본 연구에서의 교직수업은 보고서나 로젝트 평가보다

는, 교수자가 달하는 지식을 장했다가 평가 시 다시 인출해서 사용해야 하는, 비교  기본

인 정보처리를 요구하는 구조화된 과제에서의 수행을 강조하게 된다. 즉, 교수자가 달하는 정

보를 교수자의 의도 그 로 입력하여 장했다가 이와 가장 유사한 정보를 인출하는 학습자가 

우수한 성 을 받게 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활동이 오히려 개인의 추론을 통한 지식 구성보

다는 교수자에 의해 달되는 지식의 요성에 한 신념을 암묵 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

다. 보다 명확한 결론을 해서는 추후 다양한 과제에서의 수행을 평가하여 결정되는 학업성취 



변인을 이용하여 그 련성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  사고는 학에서의 학업성취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세 번째 가설은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 한 학교육의 하나

의 목표가 비  사고력 증진이라 하더라도 이를 평가하는 방식은 여 히 기본 정보처리과정

에 한 평가로 일 하고 있어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하고 추론하게 된다. 

이 연구는 비  사고의 토 로서 는 상호작용 인 기제로서 인식론  신념을 분석하

다. 그동안의 연구는 두 변인이 모두 인지수행에 향을 미치는 태도 변인으로서, 개념  유사성 

뿐 아니라 학습과정( 는 학습결과)에 유사한 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두 변인의 

개념  련성은 밝혔지만 이들이 향을 주는 인지수행의 유형은 다를 수 있음을 제안한다. 즉, 

내용의 이해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에서와 같이, 비교  기본 인 정보처리과정이 요구되는 수행

에서는 지식의 안정성과 학습의 속도에 한 세련된 신념은 향을 주지만, 비  사고 성향은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추후에는 구조화가 다른 과제에서의 수행에 한 인식론  

신념과 비  사고 성향의 동시 ( 는 고유한)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교육  시사 으

로, 학교육 장에서 지식이란 과학  탐구를 통해 입증되는 불변의 ‘사실들’의 집합체라

기보다는 개인의 합리  추론을 통해 구성되는 잠정 인 실체이며, 학습이란 즉각 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 인 노력과 인내가 수반되어야 하는 진 인 과정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한 고차  사고력을 요구하는 다양한 과제를 통해 학업수행을 평가함으로써, ‘우수한‘ 

학습자에 해 학생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정보처리식 (우수한 학습자란 문가가 만든 지

식을 교수자가 달해주면 기억 속에 지했다가 평가 시 인출하는 데 성공하는 학생들)을 극복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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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of Epistemological Beliefs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as Predictors for College Course 

Achievement

This study, based on Kuhn's developmental model linking levels of epistemological 

understanding and critical thinking,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of epistemological 

beliefs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and also to analyze the effects of epistemological beliefs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on college course achievement which requires a variety of 

thinking skills of college students. The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showed that sophisticated 

belief rather than naive belief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and among 

sub factors of naive belief, especially 'quick learning'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all sub 

factor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The results of canonical correlational analysis indicated 

tha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representing curiosity, confidence, openness, maturity, and 

analytic disposition were strongly related to sophisticated epistemological beliefs representing 

beliefs in critical evaluation, incremental ability, rational process, and gradual learning.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inking disposition was not a significant predictor 

of college course achievement while epistemological belief was a significant predictor. Beliefs 

in tentative knowledge and gradual learning positively predicted achievement, but rational 

process negatively predicted achievement. Based on the results, the implications for increasing 

sophisticated epistemological beliefs were discussed.

Key words : epistemological belief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college course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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