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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흥미는 개인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심리 상태로

서,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발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요

하게 인식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흥미의 변화 발달 과

정을 생태학 이론 체계를 용하여 그 양상 기제를 살펴보고,그에

따른 교육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하는 데 그 목 을 두었다.특히

Bronfenbrenner의 생태학 체계 모형인 Process-Person-Context-Time

모형(Bronfenbrenner& Morris,2006)에서 인간 발달의 핵심 요소로 가

정되는 ‘근 과정(proximalprocesses)’이라는 개념을 등학생들의 과

학에 한 흥미의 변화 발달 연구에 용함으로써 그 역할 가능성을

탐색하고 교육 활용을 모색해 보고자 하 다.

본 사례 연구를 하여,서울시 1개 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상으

로 5학년이 될 때까지 1년여 동안 과학 활동 흥미와 련한 설문 조

사를 3회 실시하고,이 기간 특별히 유의미한 흥미 변화 추이를 보인

학생들 8명을 선정하여 심층 면담 등 3개월간의 추가 조사를 진행하

다.이 게 수집한 자료를 토 로,이들의 흥미 발달 수 을 Hidi&

Renninger(2006)의 흥미 발달 4단계 모형에 기 하여 평정한 후,개인

흥미 단계 집단과 상황 흥미 단계 집단으로 양분하고,두 집단의 과학

흥미와 련한 생태학 환경의 양상 근 과정의 특징을 분석하 다.

이러한 질 연구 방법을 통하여, 등학생들의 과학 흥미와 련하

여 실제 사례에서 찰되는 제반 양상을 생태학 에서 해석하고 탐

구한 후,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 다.

첫째,과학에 높은 흥미를 유지하는 개인 흥미 단계 집단은 주체

인 근 과정의 양상을 보이며,반면에 과학에 한 흥미가 변화하는 경

향이 있는 상황 흥미 단계 집단은 주로 의존 인 근 과정의 양상을

보인다.그런데 이러한 근 과정은 의존 인 양상에서 주체 인 양상으

로의 방향성 변화,즉 주체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이 때 흥미

의 증가 상이 나타난다.특히,생태학 환경에 따라 근 과정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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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이 변하는 상황 흥미 단계 집단의 학생들에게서 이처럼 근

과정의 주체 활성화에 의해 흥미가 증가하며 변화하는 상이 실제로

찰되었고,그에 따라 과학과 련한 ‘근 과정의 양상 이’와 과학에

한 ‘흥미의 변화’사이의 상 계를 확인하 다.

둘째,근 과정은 주체 활성화를 통하여 학생들의 과학에 한 흥

미를 증가시키는데,더 나아가 이러한 흥미 증가가 상황 흥미 단계 수

에서는 흥미의 발달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실제 사례로써

확인하 다.즉 비록 상황 흥미 단계 내에서 제한 이기는 하나,근

과정은 흥미의 발달을 야기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교사와 같은 사람을 매개로 하여 근 과정을 주체 으로 활성

화시키고 이를 통해 과학에 한 흥미의 발달 변화를 래할 수 있다

는 사실을 확인하 다.사람에 한 호감 의미 부여로 인해 과학과

련한 근 과정이 주체 으로 활성화되면서 흥미가 증가하고 발달할

수도 있다는 에서,이는 흥미가 인지 속성과 더불어 정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흥미 개념의 이 성(Hidietal.,2004)을 재확인한 것이기

도 하다.

결론 으로,근 과정은 사람을 매개로 하여 주체 으로 활성화될

수 있고,이를 통해 과학에 한 학생들의 흥미가 증가하며,결국 흥미의

발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으로,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할 수 있다.

이는 과학에 한 흥미의 발달에 있어서 의미 있는 타인으로서의 사람의

역할이 매우 요하다는 을 시사해 다.즉 교사가 의미 있는 타인이

되어 학생들의 과학 련 근 과정을 주체 으로 활성화시키고 흥미를

증가시키며 흥미의 발달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따

라서 본 연구는 과학 소양 함양의 기 를 다지는 단계인 등학생들에

게 가정에서의 기 과학문화자본의 결핍을 극복하고 학교 교육을 통하

여 과학 흥미의 발달 가능성을 여 히 열어 다는 측면에서 그 교육

의의가 있다고 본다.

주요어 :과학 흥미,흥미 변화,흥미 발달,근 과정,생태학 체계

모형,과정-개인-맥락-시간 모형

학 번 :2014-20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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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 연구의 필요성 목

흥미는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동기 변인으로서,

학생들의 학습에 있어서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idi

& Harackiewicz,2000;Hidi& Renninger,2006;Schraw etal.,2001).

이러한 흥미의 요성을 인식하고 교육과 련한 다양한 학문 분야의 각

주제 역에서 독자 인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주로 흥미의 유발

에 을 맞추고 있으며 흥미의 변화 발달에 한 연구는 상 으

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이러한 연구 경향으로 인하여,흥미의 발달 과

정에 한 정확한 이해가 결여되고,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과 련하

여 구체 인 흥미의 유지 발달 방안이 제 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우연경,2012).

한 부분의 흥미 연구들은 주로 심리학 에서 흥미라는 변인

과 다양한 요인들 사이의 계를 측정함으로써 흥미의 속성 교육

용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그런데,실제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과 환

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되고 발달하는 흥미의 개념 속성을

고려할 때(Krapp,2002;Hidi& Renninger,2006),기존 연구들의 을

보완하여 개인과 환경의 구체 인 상호작용 양상을 살펴보기 해서는,

생태학 이라는 새로운 근 방법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생태

학 근법은 다양한 환경 속에서 개인들이 다른 상들과 주고받는

향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Bronfenbrenner& Morris,2006).

그런데,본 연구는 이러한 흥미의 발달에 한 생태학 탐구에 있

어서 과학이라는 주제에 논의의 에 맞추고자 한다.사실 흥미는 그

개념 속성을 탐구함에 있어서 일반 이고 포 인 근이 어려우므

로, 실 으로 특정 주제를 심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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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측면에서 볼 때,흥미의 다른 주제 역들 에서도 특히 과학 흥

미에 한 연구가 실히 필요한 까닭은,학생들의 연령이 높아지고 학

년이 올라갈수록 과학 역에 한 흥미가 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곽 순 외,2006;임효진,2012;Wigfieldetal.,1998).즉 과학

흥미의 발달 과정에 한 생태학 탐구를 통하여 학생들의 과학에 한

흥미를 높일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서는 특히 과학이라는 역에 첫발을 내딛는 등학생들을

상으로 실증 인 연구를 시작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 등학생들

의 일상생활 속에서 과학과의 만남과 교류에서 나타나는 내면 변화를

탐구하기 해서는,흥미에 한 양 인 연구와 더불어 질 인 근 방

식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즉 등학생들을 상으로 흥미의 변

화 추이를 조사하고,이를 통해 발견된 주요 사례를 심으로 흥미의 발

달 과정에 한 질 연구를 진행함으로써,기존 연구들이 흥미라는 개

념의 기본 가정으로 깔고 있는 개인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의 실체

양상에 하여 자세히 찰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결론 으로,본 연구는 이와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과학 흥미 연구

의 필요성에 해 정확히 인지하고,흥미의 변화 발달 과정에 한

연구,흥미의 발달을 생태학 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과학 흥

미의 발달에 한 질 사례 연구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는 연구 방향

을 지향하고자 한다.따라서 일상생활 속에서 등학생을 둘러싼 생태학

환경이 등학생들의 과학에 한 흥미의 변화 발달에 어떤 향

을 주는지, 등학생들은 그 환경과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지 등을 질 인 측면에서 악하고,생태학 체계 속에서 과학 흥

미의 변화 발달 과정의 기제를 이해함으로써,과학 학습과 교육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을 기본 인 연구 목

으로 설정하여 본 사례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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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등학생들의 과학에 한 흥미의 발달 과정을 생태학

에서 탐구해 보고,특히 Bronfenbrenner의 표 인 생태학 체계

모형인 과정(Process)-개인(Person)-맥락(Context)-시간(Time)모형에서

인간의 발달을 이끄는 핵심 요소로서 가정되고 있는 근 과정(proximal

processes)1)의 역할을 실제 사례를 통하여 고찰하며,그에 따른 흥미의

발달 기제 교육 함의를 추론하고 과학 교육을 한 시사 을 도출

하고자 하는 데 그 목 을 두고 있다.따라서 이러한 지향 에 도달하기

한 구체 인 출발 으로서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1.일상생활 속에서 등학생들의 과학에 한 흥미의 변화에서 나타

나는 근 과정(proximalprocesses)의 특징은 무엇인가?

2. 등학생들의 과학에 한 흥미의 발달과 생태학 체계 내에서의

근 과정(proximalprocesses)은 어떠한 계를 갖고 있는가?

1)‘proximalprocesses’를 나타내는 국내 교육학 학술 용어의 부재로 인하여,

연구자는 이 낱말을 ‘근 과정’이라고 번역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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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연구의 제한

본 연구는 연구 진행 과정 연구 결과 용의 측면에 있어서 다음

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본 연구에서 찰하고자 하는 인 상은 ‘등학생’으로서,이

들은 고등학생 성인과는 다른 연령 특성과 인지 ‧정서 발달

양식을 지니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하거나 추론한 결과를

등학생 이외의 인 상으로 확 하여 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둘째,흥미의 개념 속성에 비추어 볼 때,흥미는 매우 다양한 주제

와 역에서 생성되고 이를 찰할 수 있는데,본 연구에서는 그처럼 흥

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 역 에서 오로지 ‘과학’이라는

특수한 주제에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흥미는 흥미의 총체 인 개념 역을 아우르는 일반 인 흥미를 지

칭하는 것이 아니라,단지 ‘과학에 한 흥미’로서 그 개념 범 를 제

한하여 해석해야 한다.

셋째,본 연구에 참여한 등학생들은 도시의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로서,지역 특수성에 따른 표집의 문제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본 연구 결과를 모든 지역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

넷째,흥미가 비가시 인 심리 ‧정서 개념이라는 을 고려할 때,

사례를 통해 찰되는 경험 증거와 이에 기 한 논의 개에서 충분한

사례수의 부족으로 인한 양 측면에서의 근거 지지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섯째,본 연구는 생태학 을 바탕으로 흥미의 발달 과정에

한 질 인 탐구 논의를 시도하고자 한다.따라서 타 학문 에서

는 이러한 흥미 발달 과정의 해석에 하여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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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 배경

제 1 흥미

1.흥미의 개념 유형

Dewey는 학습과 련하여 흥미가 갖는 역할의 요성을 처음으로

강조했는데,그는 노력 그 자체보다도 오히려 흥미로 인해 더 깊이 있는

학습으로 이어진다고 믿었고(Schraw etal.,2001),개인과 환경은 흥미

를 높이기 해 상호작용한다고 주장하 다(Schunketal.,2008).

그런데,이러한 흥미는 하나의 명확한 개념으로 정의하기에는 흥미

연구들 사이의 통합 인 련성이 부족하고(김성일,1996),흥미를 연구

하는 학자들도 각자의 연구 에 따라 흥미의 정의를 다양하게 내리고

있다(Schunketal.,2008).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흥미에 하여

가장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학자들의 정의와 생태학 에 가

장 합한 흥미의 개념을 찾아서 이를 채택하고자 한다.

가장 표 인 흥미 연구 학자들인 Hidi와 Renninger에 따르면,흥미

는 일종의 동기 변인으로서,특정한 부류의 물체,사건,생각 등에 계속

사로잡히는 성향 는 이에 몰두하는 심리 인 상태를 일컫는 것으로 정

의된다(Hidi& Renninger,2006). 한 이들에 의하면,흥미는 특정한 주

제 내용에 계속 심을 갖는 심리 상태 성향으로서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달한다고 한다(Renninger& Hidi,2011).즉 흥미

는 개인과 환경을 양극으로 삼는 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Krapp,

2002).

따라서,흥미에 한 탐구를 생태학 측면에서 근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그와 같이 개인과 그를 둘러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

하여 발달하는 흥미의 개념이 생태학 과 상응하므로,이를 기본

개념으로 채택하여 흥미의 변화 발달에 한 탐구를 진행하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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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런데,흥미를 바라보는 이러한 에서,흥미는 크게 상황 흥미

(situationalinterest)와 개인 흥미(individualinterest)의 두 가지 유형

으로 구분할 수 있다(Hidi& Renninger,2006).

상황 흥미(situationalinterest)는 환경 자극에 의해 순간 으로

발되는 일시 인 주의 집 정서 반응을 일컬으며,반면에 개인

흥미(individualinterest)는 비교 지속 이고 안정 으로 특정 내용

에 몰두하는 개인 성향을 의미한다(Hidi& Harackiewicz,2000;Hidi

& Renninger,2006). 한 상황 흥미는 내면화(internalization)의 과정

을 거치면서 개인 흥미로 발달하게 된다(Krapp,2002).

[그림 2-1]상황 흥미에서 개인 흥미로의 이행(Krapp,2002)

Hidi,Renninger,Krapp등에 따르면,이러한 흥미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여 정리할 수 있다(Hidietal.,2004).첫째,

흥미는 특정한 내용이나 주제에 한 심이나 참여라는 에서 내용

상 특수 이다.따라서 수학에 흥미를 느끼는 학생이 과학에는 흥미를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둘째,흥미는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

생한다.따라서 흥미 유발에 한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환경 인 요소

에 향을 받을 수 있다.셋째,흥미는 정서 요소와 인지 요소의 이

인 속성을 지닌 복합 인 개념이다.특히 정서는 흥미의 필수 인

구성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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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흥미 발달 4단계 모형

흥미의 발달 단계 구분과 련하여 여러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나(Hidi& Renninger,2006;Krapp,2002),본 연구는 흥미의

정서 인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면서도 좀 더 세분화된 발달 단계

별 특징을 제시하고 있는 Hidi와 Renninger의 모형을 채택하고자 한다.

Hidi와 Renninger는 흥미 발달의 4단계 모형을 제시하 는데,그 발

달 단계는 발된 상황 흥미(triggeredsituationalinterest),유지된 상

황 흥미(maintained situational interest), 출 한 개인 흥미

(emergingindividualinterest),잘 발달된 개인 흥미(well-developed

individualinterest)등의 순서이다(Hidi& Renninger,2006).

이 흥미 발달의 4단계 모형은 정서 인지 과정의 측면에서 상

황 흥미와 개인 흥미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으며,상황 흥미가 개

인 흥미의 출 에 기 가 된다는 을 확인하고 있다.흥미 발달 기

에는 주로 주의 집 과 정 인 느낌이 주가 되는 반면에,후기로 갈수

록 축 된 가치와 지식이 포함된 정 느낌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한 각 흥미의 단계에 따라 개인의 노력,자아효능감,목표 설정,자기조

능력 등에서 다양한 차이가 드러난다(Hidi& Renninger,2006).

[그림 2-2]흥미 발달의 4단계 모형(Hidi& Renninger,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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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ninger(2009)는 이러한 각 단계별 차이 을 고려하여 흥미 발달의

4단계 모형에 부합하도록 각 흥미 발달 단계별 학습자 특성을 제시하

다.본 연구에서는 이 학습자 특성 기 을 학생들의 흥미 발달 단계

정에 용하고자 한다.

[표 2-1]Hidi& Renninger의 흥미 발달 단계별 학습자 특성(Renninge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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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생태학 체계 이론

1.Bronfenbrenner의 생태학 체계 모형

본 연구에서 생태학 근 방법의 이론 토 로 삼고자 하는 생태

학 체계 이론을 표하는 학자는 Bronfenbrenner이다.그는 거시체계,

외체계, 간체계,미시체계 등으로 구성된 기존의 생태학 체계 이론

(ecologicalsystemstheory)을 평생에 걸친 지속 인 연구를 통해 더욱

발 시켜서 과정(Process)-개인(Person)-맥락(Context)-시간(Time)모형

(PPCT 모형)으로 변되는 인간 발달의 생태학 모형(Bioecological

modelofhumandevelopment)을 제시하 다(Bronfenbrenner& Morris,

2006).이 이론 틀은 개인과 개인을 둘러싸는 환경 맥락들 사이에서

의 방향 향으로 개인의 발달을 설명하고 있다.이 모형에서 발달

이란 인간의 생리심리학 특징에 있어서의 지속(continuity) 변화

(change)의 상으로 정의되는데(Bronfenbrenner& Morris,2006),이를

흥미의 변화 발달 연구에도 그 로 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3]Bronfenbrenner의 생태학 체계 모형(Bronfenbrenner&

Morris,2006;Tudgeetal.,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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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nfenbrenner의 생태학 체계 모형을 구성하는 네 가지 주요 요

소는 과정(Process),개인(Person),맥락(Context),시간(Time)이며,이들

은 역동 인 상호 계를 이루고 있다(Bronfenbrenner& Morris,2006).

우선,이 모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과정(Process)요소인

데,좀 더 구체 으로 이야기하자면,근 과정(proximalprocesses)이라

고 일컫는,개인과 환경 사이의 특별한 형태의 상호작용이다.이 근 과

정은 인간 발달을 야기하는 동력(engine)으로 가정된다(Bronfenbrenner

& Morris,2006).본 연구에서는 이 근 과정이라는 요소에 을 맞

추어 흥미의 변화 발달에 한 탐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다음으로,개인(Person)요소는 사회 상황에서 드러나는 개인의 생

물학 ‧유 특성과 련된 개인 특질을 의미한다(Bronfenbrenner,

1995;Bronfenbrenner& Ceci,1994).이러한 개인 특질은 나이,성별,

외모 등과 같은 신분 특성(demand),경험,지능,기술,물질 자산 등과

같은 자원(resource),동기,끈기 등과 같은 기질(force 는 disposition)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Bronfenbrenner& Morris,2006;

Rosa & Tudge,2013; Tudge et al.,2009).Bronfenbrenner &

Morris(2006)는 이 개인(Person)요소가 근 과정의 방향과 힘에 향

을 미치고 발달의 과정에 개입한다고 한다.

한편,맥락(Context)요소,즉 환경은 서로 련된 4개의 체계로 구성

된다.가정,학교,친구 등과 같이 개인의 발달 과정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활동하고 상호작용하는 미시체계(microsystem),부모와 교사

간의 계처럼 이 미시체계들 간의 계에 해당하는 간체계

(mesosystem),부모 직장의 일정처럼 학생에게 직 인 향을 주지는

않는 외체계(exosystem),학생이 속한 사회의 가치,문화 등과 같은 거

시체계(macrosystem)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Tudge et al.,2009;

Krishnan,2010).본 연구는 이 에서 학생과 가장 가까이에서 직

으로 향을 미치는 미시체계에 을 두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시간(Time)요소는,특정한 활동 상호작용을 하는 미

시 시간(micro-time),개인의 발달 과정에서 지속 인 상호작용을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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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간 시간(meso-time),평생에 걸친 거시 시간(macro-time)등으로

요약된다(Bronfenbrenner& Morris,2006;Tudgeetal.,2009).

Bronfenbrenner의 Process-Person-Context-Time모형을 다음 [그림

2-4]와 같이 정리하여 표 할 수 있다(Bronfenbrenner, 1994;

Bronfenbrenner& Morris,2006;Christensen,2010;Krishnan,2010;

Tudgeetal.,2009).

[그림 2-4]Process–Person–Context–Time모형 개요(Bronfenbrenner

& Morris,2006;Tudgeetal.,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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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근 과정(proximalprocesses)

본 연구에서는 생태학 체계 모형 속에서 특히 미시체계 내에서의

근 과정을 심으로 흥미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근 과정

(proximalprocesses)이란 개인이 자신을 가까이 둘러싼 환경 속에서 사

람,사물,상징 등과 이루어가는 차 복잡해지는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Bronfenbrenner& Morris,2006). 를 들면,부모 자식 간 활동,친구

들과의 활동,여러 가지 놀이,독서,새로운 기술 학습 등이다.

근 과정의 속성을 살펴보자면,개인은 환경 속에서 일단 활동에 참

여해야 발달이 이루어지는데,그 활동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주기 으로

발생할 경우에 발달이 효과 으로 이루어진다. 한 이러한 활동들은 단

순한 반복에서 벗어나 진 으로 복잡해져야 하며,이 때 근 과정이

방향이어야 한다.근 과정은 사람(persons)간의 상호작용에 한정되

지 않고 사물(objects) 상징(symbols)과의 상호작용까지도 포함한다

(Bronfenbrenner& Morris,2006).

[그림 2-5]근 과정의 개념도

본 연구가 생태학 체계 내의 다양한 요소들 에서 특히 이러한 근

과정에 주목한 이유는,Bronfenbrenner& Morris(2006)가 근 과정

을 인간 발달을 야기하는 동력(engine)으로 가정하 듯이,근 과정이

실질 으로 흥미의 발달을 진하는 힘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 때문이다.

근 과정은 때로는 개인에게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본 연구에서는 개인에게 있어서 교육 으로 정 인 향을 주

고받는 의미에서의 근 과정으로 그 개념 범 를 한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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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선행연구 고찰

앞에서 흥미 생태학 체계 모형에 한 기본 개념을 간단히 살펴

보았다.그런데,본 연구는 생태학 에서 등학생들의 과학에 한

흥미의 변화 발달 과정을 탐구하는 데 그 목 을 두고 있으므로,이

와 련한 국내외 연구 경향을 같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흥미에 한

연구는 주로 동기심리학 발달심리학을 심으로 이루어졌으며,교육

심리학에서도 다수의 학자들이 학습 동기와 련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Schunketal.,2008).

우선,흥미의 특성,흥미 유발 상황,흥미 유발 략 등의 주제에

심을 두고,흥미의 유발 측정에 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를 들어,Schraw & Lehman(2001)은 상황 흥미가 학습을 증진시킨

다는 가정 하에 교실에서 텍스트 기반 상황 흥미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연구함으로써,의미 있는 선택 제공,잘 조직된 텍스트의 선별,배경지식

근 조력 등의 략을 제시하 다. 한 Linnenbrink-Garcia etal.

(2010)은 상황의 요소들이 흥미에 미치는 향력에 한 일련의 연구들

(Ainley,Hidi,& Berndorff,2002;Durik& Harackiewicz,2007;Hidi&

Harackiewicz,2000;Hidi& Renninger,2006;Hoffmann,2002;Krapp,

2002)에서 흥미 측정 도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고등학생 학생들

의 교실 수업에서의 상황 흥미를 측정하는 양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상황 흥미를 측정하는 검사 도구의 개발을 시도하 다.

최근에 들어 와서는,흥미의 ‘발달’에 한 주제에도 연구의 심이

서서히 이어지고 있는데(Alexanderetal.,2008;Alexanderetal.,2012;

Bulunuz & Jarrett 2010;Frenzelet al.,2010; Harackiewicz &

Hulleman,2010;Hidi& Renninger,2006;Hofer,2010;Krapp,2002;

Krapp,2005;Renninger,2009),아직은 흥미의 변화 발달에 한 심

층 연구가 여 히 부족한 실정이다.이 과 련하여,Schunk et

al.(2008)은 흥미가 시간과 경험에 따라 어떻게 발달하는지에 한 연구

는 별로 찾아볼 수 없다고 하 으며,우연경(2012)도 흥미 련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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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을 종합 으로 분석한 결과,학생들의 학습을 효과 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흥미 발달에 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 다.

특히 본 연구는 흥미의 다양한 주제 역 에서도 ‘과학’에 한 흥

미의 발달에 을 맞추고 있는데,과학 흥미의 발달과 련한 연구 역

시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련된 국외 연구로,Alexanderetal.(2012)

은 등학교 입학 이 의 학생들을 상으로 3년간의 종단 연구를 통하

여,과학 흥미의 발달에 있어서의 성차를 탐구하고,과학 흥미와 과학 학

습 기회 사이의 계를 검증하 는데,어린 시 기의 과학 흥미가 추

후 비형식 과학 학습 참여 기회를 강하게 측한다고 밝혔다.한편,

Bulunuz& Jarrett(2010)의 연구는,성인인 비 등교사를 상으로 과

학 흥미와 과학 배경 경험 사이의 계를 조사하 는데,어린 시 기

의 과학 흥미가 높고 낮음에 따라 등학교 때의 과학 학습과 등학교

밖 비형식 과학 활동을 기억함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 다.

국내에서는 과학 흥미의 발달에 한 연구를 더욱 찾아보기가 어려운

데,참고로, 등학생들의 과학 흥미의 발달 과정을 조사하는 본 연구의

탐구 배경으로서는, 등학생들이 인식하는 과학 활동,과학 련 활동

선호 참여 요인,과학 련 진로 선택 이유,과학 진로 포부와 과학

정체성의 계 등을 다룬 연구들(강은희 외,2014;강은희 외,2015;김은

숙 외,2014;양찬호 외,2013;양찬호 외,2014)이 있다.

무엇보다도,과학에 한 흥미의 발달 과정을 ‘생태학 ’에서 통

합 으로 근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생태학 에서의 근은 주로 발달심리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데,이 에서 흥미의 발달과 련한 연구로서는 학습생태학 에서

흥미를 탐구한 Barron(2006)의 연구를 들 수 있다.그는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 변화가 야기된다는 Bronfenbrenner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개인의 발달을 이끄는 매로서의 흥미(interest)와 자율

지속 학습(self-sustainedlearning)에 을 맞추고 청소년들의 학교 안

에서의 실증 학습 사례를 조망함으로써 흥미의 발달에 이르는 다양

한 경로를 제시하 다(Barron,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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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생태학 체계 속에서 개인이 다른 상과 주고받는 상호작

용에 해당하는 ‘근 과정(proximalprocesses)’에 을 맞추어 과학에

한 흥미의 발달 과정을 설명하는 연구는 아직 없으므로,본 연구를 통

하여 그에 한 탐구를 시도하고자 한다.본 연구는 과학 흥미의 발달

과정과 이와 련한 생태학 체계 내의 근 과정의 특징 양상에서

실증 인 사례를 심으로 교육 시사 을 추출함으로써,흥미의 발달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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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 방법

제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서울 학교 학원 과학교육과 연구진이 공동으로 진행하

는 과학 련 활동 흥미에 한 종단 연구(청소년의 형식/비형식 교

육 공동체 활동과 STEAM 련 흥미, 심,참여,지향의 변화‧발 과

정 연구:복잡계 모형 개발 용,2013년 9월~2015년 8월)에 기 하고

있다.우선,서울특별시 악구에 소재하고 있는 1개 등학교 4학년 학

생들 129명을 상으로,이들이 5학년 2학기에 이를 때까지 1년여 동안

3번에 걸쳐 과학 련 활동 흥미에 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그

결과를 토 로,학생들의 과학 흥미의 변화 추이를 고려하여 가장 유의

미한 변화를 보이는 학생들 9명을 선별하고,이들 에서 본 사례 연구

에 참여하고자 희망하는 학생들 8명을 본인‧학부모의 동의 기 생명

윤리 원회(IRB)의 승인을 거쳐 연구 참여자로 최종 선정하 다.그들의

약 1년간의 흥미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1]과 같다.

[표 3-1]연구 참여자

학생

코드명
성별

설문 조사 기간

과학 흥미 수
흥미 변화

증감

흥미 변화 추이

분석 결과
1차 2차 3차

AG 남 5 5 5 ++ 높은 흥미

CZ 남 5 5 5 ++ 높은 흥미

DF 남 5 5 5 ++ 높은 흥미

FK 여 5 5 5 ++ 높은 흥미

DV 여 2.2 3.4 4 -+ 흥미 증가

EM 여 4 3.8 2.6 +- 흥미 감소

FQ 여 3.8 3.2 2.8 +- 흥미 감소

FJ 여 1 1.2 2.4 -- 낮은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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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자료 수집 조사

앞서 1년간의 설문 조사 결과에 기 하여,8명의 참여 학생들과 함께

추가 인 심층 사례 연구가 2014년 12월 12일부터 2015년 2월 26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과학에 한 흥미의 발달 과정을 생태학

에서 조망할 수 있는 질 자료를 수집하는 데 주안 을 두었다.

추가 사례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 항목은 과학 활동기록장,개인별 면

담,과학 흥미 변화 측정을 한 면담 질문 등이다.학생들은 일상생

활을 하는 동안 ‘과학 련 활동’ 는 ‘자신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활

동’의 장면들을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촬 하여 활동기록장2)에 사진을 붙

이거나 색연필로 직 그린 후,활동에 한 설명이나 자신의 생각과 느

낌 등을 기록하 다.연구자는 약 2주 간격으로 총 6회에 걸쳐 해당

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개별 으로 만나서 10분 내지 30분 동안 그간의 활

동 내용에 한 면담을 실시하고 면담 내용을 녹음하 다.면담은 등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딱딱한 일문일답 형식을 지양하고 허용 인

분 기에서 학생이 직 작성한 활동기록장의 내용을 심으로 반구조화

형식으로 진행하 으며,매회 면담 직 에 과학 흥미 변화 측정을 하

여 과학을 좋아하는지,과학 수업이 재미있는지 등의 과학 흥미에 한

5개 문항의 질문을 구두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 다.

한 본 사례 연구의 기 자료로서,1차 정기 설문 조사(2013년 11

월),2차 정기 설문 조사(2014년 5월),3차 정기 설문 조사(2014년 11월)

등 1년여 동안의 정기 설문 조사 결과들도 참고함으로써 흥미 변화의 원

인과 과정을 폭넓게 탐색해 보고자 한다.특히 본 사례 연구와 시기 으

로 가장 인 한 3차 정기 설문 조사(부록: 등학생의 과학 련 활동에

한 경험 생각 조사 설문지)결과를 심으로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논의를 개하고자 한다.

2)활동기록장의 일상생활 속 사진 등에서 노출될 수 있는 연구 참여자의 사생

활을 보호하기 하여,서울 학교 생명윤리 원회(IRB)의 공개 제한 심의에 따

라,본 연구에서는 이를 직 인 증거 자료로 수록하거나 게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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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과학 흥미 변화 측정을 한 면담 질문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이

다
그 다

매우

그 다

과학 련 책이나 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 □ □ □ □

과학 수업은 재미있다. □ □ □ □ □

과학 수업시간이 기다려진다. □ □ □ □ □

내가 과학을 하는 이유는

과학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 □ □ □ □

과학에서 배우는 것들에 하여

흥미와 심이 있다.
□ □ □ □ □

[표 3-3]면담 질문 내용

질문 역 질문 시

가족 가족 구성원,부모 직업,부모님의 지원 동행

장래희망 본인의 장래희망,선정 시기,선정 이유,부모님의 희망

과목 교과목 선호도,과학 선호 순 ,과학 성

학원 학원(공부방,방과후학교 등)수업 경험 기간

매체 컴퓨터,스마트폰,TV,책,도서실,서 등

과학 과학 련 비형식 기 경험,동행자,재방문 희망 여부

친구 친구와의 교류, 화,활동

과학에 한 생각 과학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이유,계기

수업 간 비교 학교와 학원 수업 비교,4학년과 5학년 수업 비교

탐구 개인 실험 발명,호기심 해결 방법

자아인식 자신의 성격 표 ,자아의 소 함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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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연구 집단의 편성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 8명들은 1년여 동안 3회에 걸친 정기 설문 조

사 결과에서 각기 다른 흥미 변화 추이를 보 는데,지속 으로 높은 흥

미를 유지한 학생 4명,흥미가 증가한 학생 1명,흥미가 감소한 학생 2

명,지속 으로 낮은 흥미를 유지한 학생 1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이 학생들의 개인별 흥미 발달 단계 수 을 평정한 결과,비

록 세부 인 발달 단계는 다르지만,크게 개인 흥미 단계와 상황 흥

미 단계의 두 집단으로 나 수 있었다.흥미 단계의 평정은 신뢰도 확

보를 하여 본 사례 연구자를 포함한 총 3명의 과학 련 흥미 조사 연

구원들이 Hidi& Renninger의 흥미 발달 단계별 학습자 특성 기 표

(Renninger,2009)에 의거하여 학생별 과학 활동기록장,면담 내용,흥미

변화 측정을 한 면담 질문,정기 설문 조사 등의 자료들을 종합

으로 분석하고 검토하여 이루어졌다.

각 학생들의 흥미 발달 단계를 평정한 결과는 다음의 [표 3-4]와 같으

며,본 연구는 이와 같이 개인 흥미 단계(4명)와 상황 흥미 단계(4

명)로 구분하여 편성된 두 집단을 심으로 연구 문제에 한 탐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표 3-4]흥미 발달 단계 평정 결과

학생

코드명

성별

설문 조사 기간

과학 흥미 수
흥미

변화

흥미 변화 추이

분석 결과

흥미 발달 단계

평정 결과
1차 2차 3차

AG 남 5 5 5 ++ 높은 흥미 개인 흥미 1

CZ 남 5 5 5 ++ 높은 흥미 개인 흥미 2

DF 남 5 5 5 ++ 높은 흥미 개인 흥미 2

FK 여 5 5 5 ++ 높은 흥미 개인 흥미 1

DV 여 2.2 3.4 4 -+ 흥미 증가 상황 흥미 2

EM 여 4 3.8 2.6 +- 흥미 감소 상황 흥미 2

FQ 여 3.8 3.2 2.8 +- 흥미 감소 상황 흥미 1

FJ 여 1 1.2 2.4 -- 낮은 흥미 상황 흥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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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자료 분석 방법

이상의 연구 차를 다시 정리하자면,우선 과학 련 활동 흥미에

한 1년여의 설문 조사 결과를 기 로 유의미한 흥미 변화 추이를 보이

는 8명의 학생들을 선별하 고,이들을 상으로 심층 면담 등 3개월간

의 추가 인 사례 연구 조사를 실시하 으며,여기에서 수집된 자료

기존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Hidi& Renninger의 흥미 발달 단

계 양상 기 에 따라 이들을 개인 흥미 단계와 상황 흥미 단계의 두

집단으로 편성하 다.

다음으로,Bronfenbrenner의 Process-Person-Context-Time 모형을

생태학 에서의 분석틀로 삼아서,개인 흥미 단계 집단과 상황

흥미 단계 집단의 일상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과학 련 활동을 각각 분

석하고,두 집단의 생태학 양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추출하여 이를

질 으로 구조화시키고자 한다.

[그림 3-1]Bronfenbrenner의 Process-Person-Context-Time모형

(Bronfenbrenner& Morris,2006;Tudgeetal.,2009)

단,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생태학 환경의 범 와 련하여,연

구의 편의상,일상생활 속에서 학생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미시체계 가정,학교,친구,학원,매체,기 등 총 6개의 핵심 인

환경 단 에 한정하여 질 인 탐구와 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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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 결과 논의

제 1 두 집단의 생태학 환경과 근 과정

개인 흥미 단계 집단과 상황 흥미 단계 집단의 일상생활 속 생태

학 환경에서 과학과 련한 근 과정의 핵심 환경은 어느 곳일까?본

연구에서는 미시체계를 구성하는 여러 생태학 환경들 에서 [그림

4-1]과 같이 가정,학교,친구,학원,매체,기 등 총 6개의 환경 단

를 심으로 분석을 실시하 다. 한 개인 흥미 단계와 상황 흥미

단계,두 집단별로 과학과 련한 근 과정이 실제로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핵심 환경이 무엇인지 악하기 하여,각 학생들의 면담 내용,과

학 활동기록장,정기 설문 조사 자료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 다.그 질

인 분석 결과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1]학생들의 미시 체계 환경

우선,과학에 한 ‘개인 흥미 단계 집단’의 학생들에게 가장 핵심

이고 공통 인 근 과정의 상 환경은 ‘가정’,‘매체’,‘학교’등이다.

특히 가정에서의 부모의 과학 련 직업 경력,과학 학습 지원 동

행 등이 과학에 한 근 과정 형성에 큰 향을 미쳤고,과학 련 도

서와 같은 학습 매체의 풍족한 제공 역시 요한 요인에 해당하 다.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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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가정에서부터 과학책과 같은 매체를 꾸 히 하면서 과학 지

식을 축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등학교 입학 이후에는 학교 과

학 수업이나 체험 활동 등이 근 과정의 새로운 상으로 부가되면서,

과학 교과를 자신의 꿈과 연 되는 과목으로 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친구와 학원은 과학과 련한 근 과정을 형성하는 데 별로 향을

미치지 않았다.AG나 CZ는 친구와 과학에 한 화를 하는 경우가 있

다고 하면서 간혹 친구의 능력이 부럽다는 반응을 보 지만,DF나 FK

는 학교에서의 가벼운 화 놀이 상 로 받아들일 뿐 친구를 근 과

정의 상으로 크게 인식하지는 못했다.한편,학생 AG를 제외하고는 모

두 학원,공부방,방과후학교 등에서 별도로 과학 과목을 수강하고 있지

않았으며,AG 역시도 과목 하나로서의 과학 과목을 수강한다는

느낌일 뿐 학원 과학 수업과 근 과정을 활발히 하지는 않는다고 답변

하 다.

기 역시 매우 간헐 인 근 과정의 환경이었는데,AG와 CZ는 과

천과학 아쿠아리움,FK는 서울특별시과학 시 과천과학 에

가서 과학 체험을 한 경험이 있다고 했으며,AG,CZ,FK는 재방문 의

사를 표명했다.하지만 기 은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 으로 이루어지는

근 과정의 주요 환경으로 인식되기는 어려웠다.

<가정> <학교> <매체>

[그림 4-2]개인 흥미 단계 집단의 근 과정의 핵심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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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과학에 한 ‘상황 흥미 단계 집단’의 학생들에게 공통 으로

가장 핵심 인 근 과정의 상 환경은 ‘학교’이다.이들은 주로 학교

에서 과학 교과 수업을 통하여 과학을 하고 과학 련 체험을 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가정,매체,학원 등은 이들에게 유의미한 근 과정의 환경으로 인식

되지 않았다.상황 흥미 단계의 학생들은 개인 흥미 단계의 학생들

에 비해,가정에서 과학책과 같은 매체가 풍족하게 제공되지 않은 편이

었고,그들 자신도 과학 련 독서에 별로 심이 없었다. 한 상황

흥미 단계의 모든 학생들은 학원에서 과학 련 과목을 수강한 경험이

있으면서도 학원에서의 과학 수업은 심 밖의 상이었다.

친구는 DV에게만 다소 의미 있는 근 과정의 상이었다.DV는 짝

꿍이 과학을 좋아하는데 과학 수업 후에 매번 그에게 모르는 것을 물어

보며,질투심에 나도 과학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했다.하

지만,FJ는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나 과학 공부로 이어지지는 않

는다고 했고,EM은 친구들과는 요리만 같이 해본 정도일 뿐 과학과는

계가 없으며,FQ는 같이 노는 것 이외에는 과학에 한 화를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기 은 가정 체험 학습이나 학교 과제 수행을 해 방문한 정도일 뿐

인상 인 향을 주지는 못했다. 를 들어,EM은 1학년 때 부모님과

과학 에 간 은 있는데 기억은 안 난다고 했고,DV는 과학 이나 자

연사 박물 에 간 은 있지만 다시 가고 싶지는 않다고 표 했다.

<학교>

[그림 4-3]상황 흥미 단계 집단의 근 과정의 핵심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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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두 집단의 과학과 련한 생태학 인 환경에 한 개략 인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개인 흥미 단계 집단은 가정,학교,매체 등

의 3개 핵심 환경에서 과학과 련한 근 과정이 주로 발 되고 있고,

상황 흥미 단계 집단은 단지 학교 환경에서만 과학과 련한 근 과

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다음 에서는 두 집단의 학생들이

이러한 핵심 환경 속에서 수행하는 근 과정의 주요 특징을 생태학

양상을 심으로 구체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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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두 집단의 생태학 양상 근 과정의 특징

일상생활 속에서 등학생들의 과학에 한 흥미의 변화에서 나타나

는 근 과정(proximalprocesses)의 특징은 무엇인가?이 연구 문제와

련하여,두 집단의 생태학 양상 근 과정의 특징들을 분석해 보

면,‘왜 흥미가 변화하는가?’라는 물음에 한 답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따라서 앞 에서 과학과 련한 근 과정이 활발히 일어나는

핵심 환경들을 심으로,각 집단의 생태학 양상을 살펴보고 근 과

정의 특징을 같이 분석해 보고자 한다.

1.개인 흥미 단계 집단

가.가정의 풍부한 과학문화자본

개인 흥미 단계 집단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가정의 풍부한 과학문화

자본을 들 수 있다.과학문화자본(scientificculturalcapital)이란 ‘개인을

둘러싼 사회 구조 내의 상호 계 속에서 인지되는 신뢰, 심,기 와 그

로 인해 투입되는 과학 련 자원 활동’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조혜

내,2014).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개인 흥미 단계 학생들의 부모들은

부분 과학과 련이 있는 직업 경력을 지니고 있으며,상황 흥미

단계 집단에 비하여 상 으로 높은 과학 지향을 보이고,과학 학습 지

원 동행에도 극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이 개인 흥미 단계의

학생들은 가정 내에 다양한 과학 학습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부모에

한 높은 신뢰감(의무 상호 계 규범)을 지니고 있어서,궁 하거나

모르는 내용이 있을 때 질문하고자 하는 가장 첫 번째 상으로서 각자

의 부모를 1순 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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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개인 흥미 단계 학생들의 부모의 직업 경력

학생 코드 부 모

AG 컴퓨터 기술직 의료계

CZ 직 공무원 교육계

DF 회사 기술직 학교 연구소 연구직

FK 컴퓨터 기술직 직 과학 교사

0

1

2

3

4

5

AG CZ DF FK

부모님은과학이

재미있다고생각하신다.

부모님은내가과학을

배우는것이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

내가장래희망으로과학

관련직업을생각한다면

부모님은좋아하실

것이다.

0

1

2

3

4

5

DV EM FQ FJ

부모님은과학이

재미있다고생각하신다.

부모님은내가과학을

배우는것이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

내가장래희망으로과학

관련직업을생각한다면

부모님은좋아하실

것이다.

개인 흥미 단계 <비교>상황 흥미 단계

[그림 4-4]개인 흥미 단계 학생들의 부모의 과학 지향

[표 4-2]궁 증 해결을 한 상 우선순

학생 코드 1순 2순 3순

AG 부모 인터넷 검색

CZ 부모 인터넷 검색 과학책

DF 부모 교사 인터넷 검색

FK 부모 과학책 인터넷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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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과학과 유 한 진로의 조기 설정

개인 흥미 단계의 학생들은 등학교에서 공식 으로 과학 교과를

학습하는 3학년이 되기 이 에,이미 가정에서부터 자신의 진로를 비교

이른 시기에 설정함으로써 과학에 한 반 인 흥미가 조기에 정착

되는 경향을 보인다.

[표 4-3]개인 흥미 단계 학생들의 장래 희망

학생 코드 장래 희망 설정 시기

AG 과학자 6살

CZ 환경과학자 7살

DF 과학자 2학년

FK 국제구호활동 유치원 교사 5학년

AG는 6살 때부터 과학자의 꿈을 갖고 있었는데,이는 자동차에 한

심으로 출발했고 만드는 것이 좋아서 선택했다고 하 다.CZ는 7살

때 큰 나가 지구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는 책을 보여줘서 심을

갖고 후세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자 환경과학자로서의 진로를 선택했

다고 하 다.DF는 2학년 때 엄마가 과학책을 보았는데 그 때부터

과학이 재미있어서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하 다.FK는 원래 과학을 좋

아하고 등교사의 꿈을 갖고 있었지만,교사는 과학의 모든 분야를 다

잘해야 하는데 자신은 계산을 싫어해서 과학을 가르치는 데 부담을 느껴

진로를 계속 고민하다가,5학년 때 국제구호활동의 하나로서 교육을 담

당하는 유치원 교사가 되기로 부모님과 상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진술하

다.이처럼 FK를 제외하고는 가정에서 비교 이른 시 에 과학과 유

한 진로가 결정되었으며,FK도 부모님과 상의 후에 진로를 결정하

다는 에서 진로 설정에서 가정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

다.

정리하자면,개인 흥미 단계의 학생들은 과학에 한 흥미를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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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로와 연결시키고,이 게 설정된 진로가 다시 흥미를 지속시키는

일종의 외 동기로 작용하고 있었다. 표 으로 CZ와의 화에서도

그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학생 CZ6회차 면담 사례>

연구자 :근데 진짜 내가 과학을 좋아하는 된 이유가 뭘까?왜?

다른 친구들은 과학을 다 안 좋아하는데,CZ는 왜 과학

을 이 게 좋아할까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본 있어요?

CZ: 의 꿈이기 때문에.

연구자 :지난번에도 같은 답이었거든요.

CZ:네.알아요.꿈이기 때문에 과학을 배우게 되고,신비성을

느끼게 되고.

0

1

2

3

4

5

AG CZ DF FK

과학관련직업을갖고

싶다.

과학자가되고싶다.

0

1

2

3

4

5

DV EM FQ FJ

과학관련직업을갖고

싶다.

과학자가되고싶다.

개인 흥미 단계 <비교>상황 흥미 단계

[그림 4-5]개인 흥미 단계 학생들의 과학 련 진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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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체 인 근 과정

개인 흥미 단계의 학생들은 주체 인 근 과정의 양상이 핵심 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근 과정은 근본 으로 개인과 환경 속의 상

사이에서 일어나는 방향의 상호작용인데,여기서 주체 이라는 의미는

그 주도 인 에 지의 흐름이 개인으로부터 나와서 환경 속의 상을 향

한다는 을 일컫는다.즉 근 과정 그 자체는 비록 방향일지라도 그

상호작용 에 지의 주된 흐름은 단방향일 수 있다(Bronfenbrenner&

Evans,2000;Bronfenbrenner& Morris,2006;Tudge etal.,2009;

Wallace& Chhuon,2014).

이러한 주체성의 사례를 가정환경에서 살펴보자면,CZ는 부모님이

과학을 따로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하며,DF는 엄마가 없을

때에도 과학을 혼자 공부하고,FK도 혼자 과학 공부할 때가 제일 좋으

며 아무도 신경 안 쓸 때 더 공부하고 싶다고 표 하 다.즉 개인 흥

미 단계의 학생들은 자신의 과학 학습에 있어서 독립 인 성향을 보이며

부모에게 크게 의존하지 않고 가정 가정 내의 과학 련 상들과 주

체 으로 상호작용한다.

학교 환경에서의 과학 실험 수업과 련해서도 개인 흥미 단계의

학생들은 교사에 한 의존도가 낮다.이들은 교사에게 직 정답을 구

하기보다는 자신이 실험을 통해 알아 낸 결과를 더욱 소 하게 여긴다.

즉 상과의 주체 인 상호작용을 선호한다.

0

1

2

3

4

5

AG CZ DF FK

선생님께답을구하는

것이실험해서알아내는

것보다더낫다.

0

1

2

3

4

5

DV EM FQ FJ

선생님께답을구하는

것이실험해서알아내는

것보다더낫다.

개인 흥미 단계 <비교>상황 흥미 단계

[그림 4-6]개인 흥미 단계 학생들의 교사 의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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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학교 실험 활동의 극 참여 확장

개인 흥미 단계의 학생들은 타 교과에 비하여 상 으로 과학 교

과를 좋아하고,학교 실험 활동에 극 으로 참여한다.특히 학교에서의

실험이 가정에서의 재탐색으로 확장되며,무엇보다도 상황 흥미 단계

학생들과는 달리 호기심 해결 의지가 매우 강하다. 를 들어,CZ는 학

교에서 하루에 20번 질문한다고 하며,FK는 궁 한 것은 못 참아서 끝

까지 찾는다고 한다.

[표 4-4]개인 흥미 단계 학생들의 교과목 선호도

학생 코드 교과목 선호도 순서

AG 체육 – 수학 -과학

CZ 수학 – 과학 -국어

DF 과학 – 체육 – 창의 체험활동

FK 체육 – 과학 -수학

0

1

2

3

AG CZ DF FK

학교과학수업에서

실험을한다.(참여도)
학교과학수업에서

실험을한다.(선호도)

0

1

2

3

DV EM FQ FJ

학교과학수업에서

실험을한다.(참여도)
학교과학수업에서

실험을한다.(선호도)

개인 흥미 단계 <비교>상황 흥미 단계

[그림 4-7]개인 흥미 단계 학생들의 학교 실험 참여도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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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상징과의 극 인 근 과정

개인 흥미 단계 학생들은 가정,학교,매체 등과 같은 다양한 환경

에서 상징과의 근 과정이 활발하다.상징은 책,컴퓨터,TV 등 다양한

매체 환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이들은 특히 책에서의 상징을 통한 자

기 자신과의 상호작용(상상,추리,탐구 등의 사고 활동 몰입)으로 지식

의 축 과 고차 사고기능의 발달을 이룬다.

0

1

2

3

AG CZ DF FK

과학도서나잡지를

읽는다.(참여도)
과학도서나잡지를

읽는다.(선호도)

0

1

2

3

DV EM FQ FJ

과학도서나잡지를

읽는다.(참여도)
과학도서나잡지를

읽는다.(선호도)

개인 흥미 단계 <비교>상황 흥미 단계

[그림 4-8]개인 흥미 단계 학생들의 과학 독서 참여도 선호도

0

1

2

3

AG CZ DF FK

컴퓨터를사용하거나

인터넷을한다.(참여도)
컴퓨터를사용하거나

인터넷을한다.(선호도)

0

1

2

3

DV EM FQ FJ

컴퓨터를사용하거나

인터넷을한다.(참여도)
컴퓨터를사용하거나

인터넷을한다.(선호도)

개인 흥미 단계 <비교>상황 흥미 단계

[그림 4-9]개인 흥미 단계 학생들의 컴퓨터,인터넷 사용 참여도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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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2

3

AG CZ DF FK

과학관련TV 프로그램을

시청한다.(참여도)
과학관련TV 프로그램을

시청한다.(선호도)

0

1

2

3

DV EM FQ FJ

과학관련TV 프로그램을

시청한다.(참여도)
과학관련TV 프로그램을

시청한다.(선호도)

개인 흥미 단계 <비교>상황 흥미 단계

[그림 4-10]개인 흥미 단계 학생들의 TV과학 로그램 시청 참여도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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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개인 흥미 단계 집단의 특징 분석

Bronfenbrenner의 생태학 체계 모형(PPCT 모형)을 분석틀로 삼아

개인 흥미 단계 집단의 공통 인 생태학 양상을 정리해 보면,다음

[그림 4-1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림 4-11]개인 흥미 단계 집단의 생태학 양상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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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개인 흥미 단계 집단은 과학문화자본이 풍부한 가정에

서 이른 시기부터 오랜 기간 동안 과학과 련한 근 과정을 활발히 하

면서 주변의 다양한 환경과 주체 으로 상호작용하고,특히 책과 같은

상징과의 극 인 근 과정을 통하여 과학 사고를 강화한다고 가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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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황 흥미 단계 집단

가.과학과 무 한 진로 설정

상황 흥미 단계의 학생들은 장래 희망이 과학자와는 거리가 멀고,

과학이라는 주제는 본래부터 그들의 심 역이 아니다.그들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다른 꿈을 갖고 있고,다른 주제에 흥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우연 인 결과일지는 모르겠으나,자신의 꿈을 결정하는 시기가

개인 흥미 단계 학생들에 비하여 상 으로 다소 뒤늦은 모습을 보인

다.

[표 4-5]상황 흥미 단계 학생들의 장래 희망

학생 코드 장래 희망 결정 시기

DV 등교사 는 경찰청장 3학년

EM 아동상담치료사 4학년

FQ 애니메이션 디자이 5살

FJ 가수 3학년

나.근 과정의 의존 성향

상황 흥미 단계의 학생들은 의존 인 근 과정의 양상을 보인다.

근 과정이 의존 이라는 의미는 그 주된 에 지의 흐름이 환경 속의

상으로부터 나와서 개인을 향한다는 을 일컫는다.다만 한 가지 유

의할 사항은,여기에서의 의존 인 근 과정은 과학과 련된 주제에만

한정한 것이며,다른 주제에 하여는 그 학생들의 근 과정이 주체

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이다.

이들은 과학이라는 주제와 련하여 그처럼 근 과정의 주체성이 약

하다 보니,과학과 련한 주변 상들과의 상호작용에 소극 이다.일시

인 호기심은 있을 수 있으나 지속성이 부족하며,호기심을 해결하려

극 으로 스스로 다가서지 않는다.따라서 과학과 련한 다양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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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제 로 상호작용하지 못하고 학교 환경과의 상호작용만으로 한정되

어 버리는 결과를 낳는다.그리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과학 수업에서도

교사에게 의존 이고 수동 인 성향을 보인다.한 편으로,이 말은 상황

흥미 단계의 학생들에게 교사의 역할이 그만큼 요하다는 의미로 해

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 [그림 4-12]의 그래 에서처럼 교사에게 답을 구하는 것이 자신

이 스스로 실험해서 알아내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다. 한 [그림

4-13]처럼 자신의 과학 수업을 도와 다는 친구들이 개인 흥미 단계

학생들보다 상 으로 많다는 을 볼 때,친구들의 도움에 의존하는

경향이 다소 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0

1

2

3

4

5

DV EM FQ FJ

선생님께답을구하는

것이실험해서알아내는

것보다더낫다.

0

1

2

3

4

5

AG CZ DF FK

선생님께답을구하는

것이실험해서알아내는

것보다더낫다.

상황 흥미 단계 <비교>개인 흥미 단계

[그림 4-12]상황 흥미 단계 학생들의 교사 의존 경향

0

1

2

3

4

5

6

7

DV EM FQ FJ

과학수업에서나를

도와주는친구의수(명)

0

1

2

3

4

5

6

7

AG CZ DF FK

과학수업에서나를

도와주는친구의수(명)

상황 흥미 단계 <비교>개인 흥미 단계

[그림 4-13]상황 흥미 단계 학생들의 친구 의존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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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상징과의 소극 인 근 과정

상황 흥미 단계의 학생들은 과학과 련하여 상징과의 근 과정에

매우 소극 이다. 표 으로 책을 로 들자면,DV는 과학 책은 출하

지 않으며,EM은 1주일에 20권 정도 출하나 과학 책은 별로 안 읽으

며,FQ는 과학 책은 아 안 읽으며,FJ는 Why책을 가끔 읽는다고 한

다.이들은 과학 련 책을 읽지 않으므로 과학 지식이 축 되지 않는

다고 볼 수 있다.

다음 그래 들을 보면,이들은 개인 흥미 단계 학생들에 비하여 책,

컴퓨터,인터넷,TV 로그램 등을 통한 상징과의 근 과정이 매우 소

극 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

1

2

3

DV EM FQ FJ

과학도서나잡지를

읽는다.(참여도)
과학도서나잡지를

읽는다.(선호도)

0

1

2

3

AG CZ DF FK

과학도서나잡지를

읽는다.(참여도)
과학도서나잡지를

읽는다.(선호도)

상황 흥미 단계 <비교>개인 흥미 단계

[그림 4-14]상황 흥미 단계 학생들의 과학 독서 참여도 선호도

0

1

2

3

DV EM FQ FJ

컴퓨터를사용하거나

인터넷을한다.(참여도)
컴퓨터를사용하거나

인터넷을한다.(선호도)

0

1

2

3

AG CZ DF FK

컴퓨터를사용하거나

인터넷을한다.(참여도)
컴퓨터를사용하거나

인터넷을한다.(선호도)

상황 흥미 단계 <비교>개인 흥미 단계

[그림 4-15]상황 흥미 단계 학생들의 컴퓨터,인터넷 사용 참여도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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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2

3

DV EM FQ FJ

과학관련TV 프로그램을

시청한다.(참여도)
과학관련TV 프로그램을

시청한다.(선호도)

0

1

2

3

AG CZ DF FK

과학관련TV 프로그램을

시청한다.(참여도)
과학관련TV 프로그램을

시청한다.(선호도)

상황 흥미 단계 <비교>개인 흥미 단계

[그림 4-16]상황 흥미 단계 학생들의 TV과학 로그램 시청 참여도

선호도

라.학교 실험 활동 선호

상황 흥미 단계의 학생들은 과학 교과에 한 선호도가 낮은 편이

어서,과학은 후순 이거나 아 순 에 없다.하지만 학교에서의 실험

활동은 개인 흥미 단계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선호한다.하지만,간혹

본 사례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DV나 FJ처럼 집에서 실험을 행한 경우

를 찾아볼 수 있으나,실험에서의 궁 증이 가정에서의 재탐색으로 확장

되지는 않으며,기본 으로 사물에 의해 생성된 호기심 해결을 해 크

게 노력하지 않는다.다음 학생 DV와 FJ의 면담 사례들에서처럼,호기

심은 있지만 그에 해 찾아보는 것을 귀찮게 여긴다.바로 이 부분에서

호기심 해결 의지가 강한 개인 흥미 단계 학생들과의 차이 이 발견된

다.이는 소극 인 근 과정의 양상과도 연계된다.

<학생 DV 2회차 면담 사례>

연구자 :근데 과학은 좋아하면서 왜 더 찾아보지 않는 거죠?

DV :귀찮아서.

연구자 :귀찮아서?찾아보고 싶다,궁 하다 마음은 있어요?

DV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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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FJ4회차 면담 사례>

연구자 :혹시 그 원리는 생각해 본 은 있어요?

FJ:그냥 궁 하다고 생각만 하고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 략>

연구자 :자,그러면 이거 굉장히 신기하고 궁 한 건데,안 찾아

본 이유가 뭘까?

FJ:귀찮아서.

< 략>

연구자 :진짜 귀찮아요?

FJ:네. 무 궁 하긴 한데, 무 미칠 듯이 궁 한데,찾기

는 싫어요.

[표 4-6]상황 흥미 단계 학생들의 교과목 선호도

학생 코드 교과목 선호도 순서

DV 어 – 체육 – 수학 -과학

EM 수학 – 체육 – 어 – 미술 -과학

FQ 사회 -미술

FJ 음악

0

1

2

3

DV EM FQ FJ

학교과학수업에서

실험을한다.(참여도)
학교과학수업에서

실험을한다.(선호도)

0

1

2

3

AG CZ DF FK

학교과학수업에서

실험을한다.(참여도)
학교과학수업에서

실험을한다.(선호도)

상황 흥미 단계 <비교>개인 흥미 단계

[그림 4-17]상황 흥미 단계 학생들의 실험 참여도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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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람과 련된 근 과정 활성화 흥미 증가 사례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황 흥미 단계 집단의 학생 DV와

FJ에게서 주목할 만한 사례가 발견되었다.이는 사람의 향을 받아 과

학과 련한 근 과정이 활발해지고 과학에 한 흥미가 증가한 사례들

로서,DV의 학교 과학 담 교사에 한 호감으로 인한 근 과정 활성

화 흥미 증가 상과,FJ의 사례 조사 과정에서 연구자와의 상호작용

으로 인한 근 과정 활성화 흥미 증가 상이다.

1)교사에 한 호감에 의한 근 과정 활성화 흥미 증가

이는 학생 DV의 사례에서 발견되었다.학생 DV는 1년여 동안의 3차

례에 걸친 정기 설문 조사에서 과학에 한 흥미가 진 으로 증가하는

변화 추이를 보 다.

0

1

2

3

4

5

1회차
2회차

3회차

과학관련책이나글을읽는

것을좋아한다.
과학수업은재미있다.

과학수업시간이기다려진다.

내가과학을좋아하는이유는

과학을좋아하기때문이다.
과학에서배우는것들에

대하여흥미와관심이있다.

0

1

2

3

4

5

1회차 2회차 3회차

과학관련책이나

글을읽는것을

좋아한다.

0

1

2

3

4

5

1회차 2회차 3회차

과학수업은

재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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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2

3

4

5

1회차 2회차 3회차

과학수업시간이

기다려진다.

0

1

2

3

4

5

1회차 2회차 3회차

내가과학을

좋아하는이유는

과학을좋아하기

때문이다.

0

1

2

3

4

5

1회차 2회차 3회차

과학에서배우는

것들에대하여

흥미와관심이있다.

[그림 4-18]학생 DV의 정기 설문 조사 결과 흥미 변화 추이

연구자는 그 원인을 악하고자 개별 심층 면담 도 에 이와 련한

질문을 하 는데,DV는 5학년에 들어와서 과학 교과 담 교사 때문에

과학이 좋아졌다고 답변하 다.다음과 같이 구체 인 면담 화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생 DV 2회차 면담 사례>

DV : 에는 과학이 진짜 진짜 싫었거든요.

연구자 :옛날이란 언제일까?

DV :한 3,4학년 때?

연구자 :그 때는 과학을 싫어했었어요?

DV : 무 재미없었는데,5학년 들어서 신기한 걸 많이 해서...

연구자 :신기한 것을 어디서 많이 했을까?

DV :(생략)근데,(5학년)과학 교과 선생님은 실험도 되게 많

이 하고 더 착하시고 그냥 화를 한 번도 내신 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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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과학 선생님이 그 게 좋았어요?

DV :네.

< 략>

연구자 :과학이 좋았었던 거 요,아니면 과학 선생님이 좋았던

거 요?

DV :어,그 과학 선생님 때문에 과학도 좋았었어요.

연구자 :좋아지게 된 거 요?

DV :네.

2회차 면담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학생 DV는 에는 과학이

싫었는데 과학 교과 담 교사를 만나면서 과학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한

다.과학 교사에 한 인간 인 호감과 더불어 과학 교사의 실험 수업

효과가 복합되어 과학을 좋아하게 되었고 과학에 한 흥미가 증가했음

을 알 수 있다.그런데,학생 DV의 발언에서,과학을 좋아하게 된 원인

을 교사가 지닌 과학 지성이 아닌,교사의 인성 학생을 하는 태

도에 을 두어 강조한 부분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학생 DV 3회차 면담 사례>

DV :아, 희 과학 시간에 과학 노트라고,자기가 수업 시간

에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쪽지를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쪽지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모르는 게 많아

서.그럴 때마다 알려주세요.

연구자 :과학시간에 과학 공책 쪽지 쓰는 게 있어요?

DV :네.

연구자 :궁 한 거 질문하기?

DV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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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어떻게 하는 건데요?

DV :그냥 모르는 게 있으면,선생님한테 편지를 쓰면,그걸

알려주세요.

연구자 :아,좋다.

DV :지 갖고 올까요?

연구자 :아뇨.괜찮아요.그럼 그 게 해서 궁 한 걸 질문하는

거네요?몇 번 정도 해 봤어요?

DV :많이 했어요.

연구자 :그럼 과학 선생님한테 질문을 많이 한 거네요?

DV :네. 희 과학 선생님이 화도 안 내시고 무 착하셔서.

연구자 :아,그래서,과학 선생님이 무 잘해주셔 가지고,질문도

계속 하고.

DV :잘,그냥,꺼리지 않고 물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연구자 :과학 선생님이 좋아요?

DV :네.

3회차 면담을 통해서 학생 DV와 과학 교사의 구체 인 상호작용

양상을 탐색할 수 있다.학생 DV는 과학 교사에 한 친근감 유 감

을 형성했음을 알 수 있으며,과학 교사와 과학과 련한 문답 쪽지를

교환하며 교사와의 활발한 근 과정의 양상을 보 다는 도 확인할 수

있다.결국,학생 DV는 학교 과학 담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과

학과의 근 과정이 활성화되었고,과학에 한 흥미도 증가하 다는 것

을 사례로 찰할 수 있다.

2)연구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한 근 과정 활성화 흥미 증가

FJ의 사례는 본 연구의 설계 단계에서는 상하지 못했던 뜻밖

의 발견에 해당한다.FJ는 1년여 동안의 정기 설문 조사에서 4학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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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에서도 과학에 하여 지속 으로 가장 낮은 흥미를 보인 학생

이었다.따라서 그처럼 지속 으로 낮은 흥미가 유지되는 원인을 탐색하

고자 본 사례 연구의 참여자로 선정한 것이다.그런데 약 3개월 동안의

사례 연구가 진행되면서,FJ는 과학에 한 흥미가 차로 증가하는 양

상을 보 다.3개월간 6회에 걸친 과학 흥미 측정을 한 면담 질문

에서 FJ의 과학에 한 흥미가 차 증가하는 모습은 다음 [그림 4-19]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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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학에서배우는

것들에대하여

흥미와관심이있다.

[그림 4-19]학생 FJ의 3개월간 면담 질문에서의 흥미 변화 추이

<학생 FJ3회차 면담 사례>

연구자 :근데, 에 보면,과학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했

죠?왜 그 죠?

FJ:그냥 과학이 재미가 없어서요.

연구자 :근데 어떤 때는 재미있잖아.

FJ:실험할 때만.

연구자 :근데 왜 그게 계속 재미가 없을까?

FJ:과학은 그냥 재미가 없어요. 한테 안 맞아요.

연구자 :안 맞는다.그러면 음악은 잘 맞고?

FJ:음악은 재미있어요.

3회차 면담에서처럼 FJ는 원래 과학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않았

다.하지만 가수가 꿈이기 때문에 음악에는 기본 으로 높은 흥미를 갖

고 있다.그런데 사례 연구가 진행되면서 과학 활동기록장도 열심히 작

성하고 과학에 해 흥미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 으며,실제로 마지막 6

회차 면담에서는 과학을 다소 좋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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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FJ6회차 면담 사례>

연구자 :과학도 안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FJ:아뇨.지 은 괜찮아요.

연구자 :지 은 괜찮아요?

FJ:네.

연구자 :과학은 에 굉장히 안 좋다고 그랬었는데?

FJ:이거 하니까.

연구자 :이거 하면서,같이 이 사례 연구 진행하면서,갑자기

과학이 좀 좋아졌어요?

FJ:네.

면담에서 학생 FJ의 과학에 한 흥미가 증가한 원인은,일단 본

사례 연구와 련되어 있다는 을 확인할 수 있다.그런데,평소 FJ가

연구자를 하는 호감 인 태도 연구 종료의 아쉬움 표 등의 간

인 징표로 볼 때,연구자와의 련성도 흥미 증가 원인의 하나로 지목

할 수 있다.즉 FJ의 흥미 증가 원인이 사례 연구 그 자체 이외에도 연

구 진행 과정에서 형성된 연구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한 정서 인 유 감

도 연 이 있는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었지만,면담 당시에는 연구의 객

성 확보 연구 윤리의 문제로 인하여 이에 한 직 인 질문은 지

양하 다.

결국,학생 FJ는 본 사례 연구 과정 속에서 연구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과학과의 근 과정이 활성화되었고, 한 과학에 한 흥미도 증

가하 다는 을 사례로써 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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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상황 흥미 단계 집단의 특징 분석

Bronfenbrenner의 생태학 체계 모형(PPCT 모형)을 분석틀로 삼아

상황 흥미 단계 집단의 공통 인 생태학 양상을 종합해 보면,다음

[그림 4-20]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림 4-20]상황 흥미 단계 집단의 생태학 양상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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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상황 흥미 단계 집단은 원래부터 과학이 아닌 역에

더 흥미를 갖고 있는 개인 속성으로 인하여,기본 으로 과학과 련

한 근 과정에는 소극 이고 의존 인 성향을 보이지만,학교에서의 과

학 실험 활동 과학 교사와 같은 의미 있는 타인과의 만남을 통하여

때로는 흥미가 증가하는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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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 과정의 특징 비교 논의

이제 두 집단의 과학 흥미에 한 생태학 양상 속에서 근 과정의

특징을 추출한 후,흥미의 변화에 근 과정이 어떻게 련되어 있는지

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Bronfenbrenner의 생태학 체계 모형(PPCT 모형)을 분석틀로 삼아

서,본 사례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토 로 두 집단의 생태학 양상

을 비교‧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과학에 하여 높은

흥미를 유지하고 있는 개인 흥미 단계 집단의 과학 흥미에 한 생태

학 양상을 보면,어린 시 부터 과학을 계속 하면서 과학자의 꿈을

키우고,가정,학교,매체 등의 환경 속에서 특히 상징을 심으로 한 주

체 인 근 과정의 특징을 보인다.한편,과학에 한 흥미가 가변 인

상황 흥미 단계 집단의 과학 흥미에 한 생태학 양상을 보면, 등

학교 입학 이후에 학교 환경 속에서 비로소 과학을 하고,과학자가 아

닌 다른 진로를 선택하며,책과 같은 상징과의 근 과정에 소극 이고,

주로 의존 인 근 과정의 특징을 드러낸다.

[그림 4-21]두 집단의 생태학 양상 비교



-50-

이러한 두 집단의 생태학 양상 속에서 과학에 한 높은 흥미의 유

지 는 흥미의 변화라는 모습들이 그 결과로서 산출된 것이므로,우선

두 집단이 지닌 생태학 양상들을 자세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이처

럼 집단별 생태학 양상 분석을 통하여,일상생활 속에서 등학생들의

과학에 한 흥미가 유지되고 변화하는 원인을 탐색하고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인데,높은 흥미가 유지되는 소인은 개인 흥미 단계 집단의 생

태학 양상에서,흥미가 때에 따라 변화하는 소인은 상황 흥미 단계

집단의 생태학 양상에서,개념 유추를 통해 각각 그 추론의 실마리

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두 집단의 생태학 양상의 구체 인 분석과 련하여,생태학

에서 볼 때,흥미의 유지 변화는 생태학 체계의 다양한 구

성 요소들 사이의 복합 인 계 상호작용에 따른 결과 상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즉 Process,Person,Context,Time등의 모든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융합됨으로써 흥미의 유지 변화에 향을 미친다

고 볼 수 있는 것이다(Bronfenbrenner& Morris,2006).그런데,이를 좀

더 자세히 찰해 보면,Person,Context,Time등 이 세 가지 요소들은

정도(degree)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서 그 계열 인 모호성으로 인하여,

두 집단의 생태학 양상을 변할 수 있는 결정력을 지닌 지표로서 특

정하기가 어렵다.반면에,근 과정(proximalprocesses)이라고 지칭되

는 Process요소는 개인과 상 사이의 상호작용 계에 있어서 근본

으로 방향(direction)의 속성을 함축하고 있으므로 앞의 세 가지 요소들

과는 질 으로 차별화되며,두 집단의 생태학 양상을 직 으로 변

할 수 있는 식별력 있는 지표로서의 결정력을 지닌다고 단할 수 있다.

이에 한 구체 이고 정확한 이해를 하여,Process에 해당하는 근

과정(proximalprocesses)이 내재하고 있는 주체 인 양상과 의존

인 양상,두 가지 양상들의 개념을 다시 엄 하게 정의하고자 한다.먼

근 과정에 있어서 ‘주체 인 양상’이란 근 과정의 상호작용 에 지의

주된 흐름이 개인에서 상(사람,사물,상징)쪽으로 흐른다는 것이고,

한편 ‘의존 인 양상’이란 근 과정의 상호작용 에 지의 주된 흐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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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람,사물,상징)에서 개인 쪽으로 흐른다는 것으로 표 할 수 있

다(Bronfenbrenner& Evans,2000;Bronfenbrenner& Morris,2006;

Tudgeetal.,2009;Wallace& Chhuon,2014).즉 주체 인 양상과 의

존 인 양상은 상반되는 개념으로서,두 양상은 근 과정의 상호작용

에 지의 주된 흐름의 방향성(direction)측면에 있어서 질 으로 구별된

다.따라서 개인 흥미 단계와 상황 흥미 단계,두 집단의 생태학

양상의 표 인 차이 을 가장 뚜렷하게 비시키고,실질 으로 두 집

단의 생태학 특성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표는 Process,즉 근

과정(proximalprocesses)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연하건 ,이처럼 Process를,즉 근 과정의 요성을 강조하고 부

각시키는 것이 Person,Context,Time등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소홀히

취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흥미의 유지 변화라는 상은 다양

한 생태학 요소가 어우러져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하지만,비유하

자면,근 과정에 해당하는 Process는 마치 양극(+)과 음극(-)의 극성과

도 같은 방향성(direction)을 함축하는 데 비하여,Person,Context,Time

등은 단지 강약의 정도(degree)의 차이를 표 해 주므로,본 연구에서는

두 집단의 생태학 양상 차이를 분명하게 변해주는 식별 지표로서의

명징성에 비추어,근 과정에 더 비 을 두고 이에 논의의 을 맞추

기로 하는 것이다.

이제,두 집단의 생태학 양상에서 이 근 과정을 심으로 그 특

징을 비교해 보면,개인 흥미 단계 집단은 주로 ‘주체 ’인 근 과정

을,상황 흥미 단계 집단은 주로 ‘의존 ’인 근 과정을 수행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이처럼 두 집단은 개인과 상(사람,사물,상징)사이

의 근 과정에서의 상호작용 에 지의 주된 방향성에 있어서 본질 인

차이를 지니고 있는데,바로 이 이 흥미의 유지 변화에 반 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다시 말하면,주체 인 근 과정의 양상을 지속

으로 보이는 개인 흥미 단계 학생들은 과학에 하여 높은 흥미를

유지하고,의존 인 근 과정의 성향을 지닌 상황 흥미 단계 학생들

은 과학에 한 흥미가 쉽게 변화하는 경향성을 갖는다는 가정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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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흥미의 변화와 련하여 근 과정의

요성에 해 인식하는 것은 매우 요하며,근 과정의 특징 양상(주

체성,의존성)과 흥미의 변화 사이에 모종의 련성이 있을 것이라는

을 추론할 수 있다.다시 말해,생태학 에서 바라볼 때,과학과

련한 근 과정의 상호작용 에 지의 방향성,즉 근 과정의 특징 양

상이 학생들의 과학에 한 흥미의 변화와 계가 있다는 논리 가정을

할 수 있다.이에 한 입증을 하여,실제 수집된 사례를 심으로 그

근거를 찾아보고 탐구를 계속 이어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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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근 과정의 주체 활성화

앞에서 높은 흥미가 유지되는 소인은 개인 흥미 단계 집단의 생태

학 양상(주체 인 근 과정)에서,흥미가 변화하는 소인은 상황 흥

미 단계 집단의 생태학 양상(의존 인 근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논의를 개하고,두 집단의 생태학 양상과 근 과정의 특

징을 찰하고 분석한 결과,근 과정의 상호작용 에 지의 방향성,즉

근 과정의 특징 양상(주체성,의존성)과 흥미의 변화 사이의 련성

을 추론하 다.그런데 흥미의 변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동 인 개념

이므로,근 과정의 양상도 그와 비되도록 개념 체계를 정립하고 명

료화할 필요가 있다.

이제,실제로 이 근 과정의 방향성,즉 근 과정의 특징 양상이

흥미의 변화와 어떤 련이 있는지를 악하기 하여,본 연구 과정에

서 수집한 실증 인 사례를 살펴보고,이를 통해 계성 탐색의 과정을

거치고자 한다.특히 흥미의 변화와 련하여,상황 흥미 단계 학생들

에게서 근 과정의 근본 인 상호작용의 방향성이 실제로 변화한 사례

가 있다는 에 주목하고,이로부터 련된 논의를 개하고자 한다.

개인 흥미 단계 집단의 근 과정의 방향성은 주체 인 양상으로

일 성을 유지하며 변하지 않았지만,상황 흥미 단계 집단의 근 과

정의 방향성은 경우에 따라 그 양상이 변하는 사례들이 찰되었다.즉

정기 설문 조사,개별 심층 면담,과학 활동기록장 등 수집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분석해 볼 때,개인 흥미 단계 학생들(AG,CZ,DF,FK)의

근 과정의 양상은 항상 주체 이었던 반면,상황 흥미 단계 학생들

은 계속 의존 (EM,FQ)이거나,의존 으로부터 주체 으로 이(DV,

FJ)되는 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물론 각 개인마다 근 과정의 주체

인 양상의 힘은 동일하지 않고 다양한 세기로 표출되었다.

여러 사례들 에서,흥미의 발달과의 개념 연계성을 고려하여,근

과정의 양상이 의존 이었다가 주체 으로 변한 사례에 계속 을

맞추기로 하자.상황 흥미 단계 학생들 에서 특히 DV와 FJ에게서

그러한 근 과정의 주체 인 방향성 변화가 찰되었다는 은 앞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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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 다.이들은 원래 과학에 의존 인 근 과정을 보 는데,DV는 과

학 교사에 한 호감으로 인해,FJ는 사례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와의 상

호작용으로 인하여 과학에 한 근 과정이 원래의 의존 양상에서 주

체 양상으로 바 는 상이 일어났다.

DV와 FJ의 사례처럼 근 과정이 의존 양상에서 주체 양상으로

이되는 상을 본 연구에서는 ‘근 과정의 주체 활성화’라고 지칭하

고자 한다.참고로,근 과정은 개인과 상(사람,사물,상징)사이의

상호작용으로서,개인에 의해 활성화될 수도 있고, 상에 의해 활성화될

수도 있다(Bronfenbrenner& Morris,2006;Tudgeetal.,2009;Wallace

& Chhuon,2014).그런데,앞에서도 논의되었듯이,본 연구에서 의미하

는 근 과정의 주체 양상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근 과정의 활성

화는 개인 자신의 능동 인 의지를 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상(주로 사람)의 주도 강요 하에 수동 으로 이끌리는 의존 활성

화와 그 개념상의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주체 활성화’라는 용

어를 도입하고자 한다.

물론 때로는 환경 속 상의 향을 받았음에도 개인의 주도하에 근

과정의 주체 활성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이러한 경우에는 상을

‘매개로’하여 근 과정의 주체 활성화가 이루어졌다고 표 할 수 있

을 것이다. 를 들어,DV나 FJ는 사람이라는 상의 향을 받아 개인

스스로 근 과정의 활성화를 이룬 경우로서,이때에는 ‘사람을 매개로

한 근 과정의 주체 활성화’라는 표 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면,왜 상황 흥미 단계의 학생들인 DV와 FJ는 교사 연구

자와 같은 사람의 향을 받았을까?이는 G.H.Mead(1934)의 ‘의미 있

는 타인들(significantothers)’이라는 개념을 빌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

다(Bronfenbrenner& Morris,2006).이들은 교사 연구자를 의미 있

는 타인으로 인식하고 그에 한 호감과 신뢰에 기 하여 과학에 한

근 과정의 주체 활성화를 이루었다고 단된다.물론 이는 PPCT모

형을 구성하는 생태학 요소들 에서 Person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이

므로 개인차가 있을 것이다.다시 말해 같은 인물이 다른 학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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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미 있는 타인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한편으로 이러한 상은 흥

미의 정서 측면의 작용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Hidietal.,2004).즉 사

람을 매개로 한 근 과정의 주체 활성화 장면에서 흥미 개념의 이

성,즉 인지 측면 이외에 정서 측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자면,학생들의 과학과 련한 근 과정

은 교사 연구자와 같은 사람을 매개로 하여 그 방향성이 의존 양상

에서 주체 양상으로 이,즉 주체 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학생 DV FJ의 사례로 확인할 수 있다.그리고 무엇보다 더욱 요한

사실은 이 게 근 과정이 주체 으로 활성화되는 동안에 두 학생의 흥

미 증가 상이 동반되어 찰되었다는 이다.과연 ‘근 과정의 주체

활성화’와 ‘흥미의 증가’사이에 유의미한 상 계가 있는 것일까?

이에 한 의문을 해결하는 것은,앞서의 근 과정의 특징 양상과 흥

미의 변화 사이의 계를 악하는 핵심 인 입증 차가 될 것이다.다

음 에서 근 과정의 주체 활성화와 흥미 증가 발달과의 계에

하여 실제 사례를 심으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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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근 과정과 흥미 발달의 계

1.근 과정의 주체 활성화와 흥미 증가

앞 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교사 연구자와 같은 사람(의미 있는

타인)을 매개로 하여 근 과정이 주체 으로 활성화되고,이와 더불어

과학에 한 흥미가 증가하는 상이 동반되는 사례들이 찰되었다.과

연 실제로 근 과정의 주체 활성화로 인하여 흥미가 증가하는 것인

가?근 과정의 양상과 흥미 증가의 계에 한 추가 인 검토 입

증이 필요하다.이는 등학생들의 과학에 한 흥미의 변화와 생태학

체계 내에서의 근 과정이 어떠한 계를 갖고 있는지에 한 해답을

제시해 수 있을 것이다.

먼 근 과정의 주체 활성화로 인하여 흥미가 증가하는 것인지,

다시 말해 둘 사이에 상 계가 있는 것인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

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자.이를 하여,개인 흥미 단계와 상황 흥

미 단계를 표할 수 있는 두 학생을 선정하여,즉 과학 흥미에 있어서

양 극단에 해당하는 두 학생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그들의 공통 인 특징

을 분석하고 두 요인 사이의 연결 고리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하여 본 연구 참여 학생들 에서,개인 흥미 단계 집단에

서 과학에 한 흥미가 가장 높은 학생인 CZ와 상황 흥미 단계 집단

에서 원래 흥미가 가장 낮았던 학생 FJ를 선택하고,사례 연구 기간 3개

월 동안 6회에 걸친 그 흥미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4-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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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학생 CZ와 FJ의 3개월간의 흥미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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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들에서 공통 을 살펴보자면,우선 두 학생 모두 약 3개월

의 사례 연구 기간 동안에 흥미가 증가하 다는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흥미 증가는 사례 연구 참여 이후에 발생했다는 사실도

주목할 수 있다.즉,만약 사례 연구가 없었다면 이러한 흥미 증가는 일

어나지 않았을 것이다.그들에게 과학에 한 흥미가 왜 증가했는지,흥

미 증가에 기여 역할을 한 공통 인 요소는 무엇인지 찾아보기로 하자.

Bronfenbrenner의 PPCT 모형을 분석 기 으로 삼아,생태학 체계

내에서의 공통 인 변화 요소를 탐색한 결과,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찰할 수 있는 요소는 바로 Process,즉 근 과정(proximalprocesses)이

었다.

[그림 4-23]PPCT모형에서의 Process요소

3개월이라는 사례 연구 기간 에 CZ와 FJ두 학생 모두 과학과의

근 과정이 활발해졌다.그 근거는 학생들의 자율 인 과학 련 활동

기록과 특히 면담에서의 진술을 통해 직 으로 찾을 수 있다.

<학생 CZ6회차 면담 사례>

연구자 :그러면,어느 순간 갑자기 과학이 좋아진 건가요?

CZ:아니오.천천히.

연구자 :천천히 좋아지게 된 거 같아요?

CZ:네.근데요.원래는 이거(사례 연구를 한 활동 기록

면담)하기 에는,그냥 ‘내 꿈은 환경과학자’,이런 좀

무 심한 편이었는데,이제는 ‘와!이제 환경과학자 되어

야 되겠다,꼭 되어야지!’이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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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그게 언제부터 요?우리 연구 같이 하면서?

CZ:네.과학 책이 재미있다는 걸 알았어요.

연구자 :그래서 이 활동 기록을 하게 되면서 찾아보게 되고

더 좋아하게 다는 거네요?

CZ:그리고 기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과학이 되게 신비

롭잖아요.그러면 미래에는 내가 엄청나게 신비로운

것을 발명할 수 있을까...

개인 흥미 단계의 표 인 학생 CZ의 경우는,사례 연구 참여를

통하여 과학 련 활동을 하다 보니까 과학 책이 재미있어졌고,자신의

꿈이 더 확실해졌다고 응답하 다.즉 근 과정의 주체 양상이 더욱

심화된 방식으로 주체 활성화가 일어나고,그에 따라 흥미가 더욱 증

가하 으며,자신의 진로를 재확인하 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학생 FJ6회차 면담 사례>

연구자 :과학에 해서 아까 좋아하게 다고 그랬죠?

FJ:네.

연구자 :좋아하게 된 이유가 뭘까?

FJ:과학을,이런 걸(사례 연구를 한 활동 기록 면담)

하니까.맨날 맨날 과학을 하고,그니까 과학에 한

을 많이 쓰고 과학에 해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상황 흥미 단계의 표 인 학생 FJ의 경우는 사례 연구 참여를

통하여 과학 련 활동을 하다 보니까 과학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응답하

다.즉 흥미 증가의 원인을 근 과정 그 자체로 귀결시키고 있다.다

시 말해 근 과정의 활성화로 인하여 흥미가 증가되었다는 진술인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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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학생들이 지닌 공통 인 특징은,근 과정의 수행에 있어서

주체 인 양상으로의 흐름을 보 고 이로 인해 흥미가 증가했다는 이

다.다시 말해 개인 흥미 단계인 학생 CZ는 주체 인 근 과정의 양

상을 지속 으로 심화시키면서 주체 활성화를 보 고,상황 흥미 단

계인 학생 FJ는 의존 양상에서 주체 양상으로 변화,즉 근 과정의

주체 활성화를 통하여 흥미의 증가 상이 나타났다.

논의되고 있는 두 학생의 사례에 덧붙여,상황 흥미 단계 학생 DV

의 사례를 추가로 살펴보고자 한다.학생 DV 역시 사례 연구 참여를 통

하여 과학 련 활동을 하다 보니까 처음보다는 과학에 더 흥미가 있어

졌다는 진술을 하 다.즉 근 과정의 주체 인 활성화가 이루어지면서

과학에 한 흥미가 증가하 음을 알 수 있다.

<학생 DV 6회차 면담 사례>

연구자 :그러면 이거 처음 지원했을 때 그 때 과학을 좋아했었어

요?

DV :에이구!아니죠.(강하게)

연구자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었어요?

DV :네.근데 뭐 막상 찾고 나니까,재미는 있더라고요.

< 략>

연구자 :그래서 좀 재미있어서 했어요?

DV :쪼 .

연구자 :조 ?그 때보다?

DV :시작할 때보다는 재미있어졌어요.

연구자 :시작할 때보다는 과학이 좀 더 흥미가 있어졌다는 뜻이네

요?

DV :네.



-60-

결론 으로, 학생 CZ,FJ,DV등의 사례를 종합해 볼 때,근 과

정(proximalprocesses)이 주체 양상을 갖게 되면,즉 주체 으로 활성

화되면 흥미가 증가하므로,이 ‘근 과정의 주체 활성화’와 ‘흥미 증

가’사이에는 상 계3)가 있음을 실제 사례로써 확인할 수 있다. 한

이는 등학생들의 일상생활 속 과학에 한 흥미와 련하여,과학과

련한 ‘근 과정의 양상의 이’와 과학에 한 ‘흥미의 변화’사이에

상 계가 있다는 을 더불어 시사해 다.

3)이는 인과 계가 아니고 상 계로 악해야 한다.본 연구에서는 근 과

정의 주체 활성화로 인한 흥미 증가의 사례를 확인했으나,그 반 로 흥미의

증가로 인한 근 과정의 주체 활성화 상도 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는

학습 활동에 있어서 흔히 순환 양상으로 나타나므로,교육 상을 다루는 연

구의 특성상 인과 계가 아닌 상 계로 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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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흥미 증가와 흥미 발달

이제 근 과정의 주체 활성화가 흥미의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흥미의 발달을 야기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에 한 논의가 필요한 시

에 이르 다.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해서는,앞에서 확인한 학생들의

흥미 증가 상을 진정한 흥미의 발달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 다면 과연 그 학생들의 흥미의 증가 상을 실질 인 흥미의 발

달로 해석할 수 있는가?이에 앞서,논의의 개상,먼 흥미 증가와 흥

미 발달의 개념 차이에 하여 간단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이러한

개념 명료화에 하여 학자들의 견해가 제시된 이 없어서 명확한 개념

정의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다만,흥미 증가는 특정한 주제에 한

심이 일시 으로 향상되는 ‘양 ’인 증 의 개념에 가깝고,반면에 흥미

발달은 그러한 심이 성숙되어 체화된 상태로서 심리 단계상의 ‘질 ’

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편의상 둘 사이의 개념을 구분하고자 한다.

이제 앞에서의 흥미의 증가 상을 흥미의 발달 변화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지, 표 으로 상황 흥미 단계 학생인 FJ의 사례를 살

펴보기로 하자.학생 FJ는 1년여 동안 3차례의 정기 설문 조사 결과에서

모든 학생들 가장 낮은 흥미를 유지하고 있어서,그 근본 인 원인을

탐구하고자 본 사례 연구의 참여자로 선택되었던 학생이다.그런데,앞에

서 제시되었듯이 FJ는 3개월간의 추가 인 심층 사례 연구 진행 과정

에 과학에 한 흥미가 갑자기 증가하는 모습을 보 다.FJ를 상 로

3개월간의 6회에 걸친 면담 과정 흥미 변화 측정을 한 면담 질

문에서 드러난 FJ의 흥미 증가 추이는 다음 [그림 4-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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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학생 FJ의 흥미 증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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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에서 보면 학생 FJ의 3개월간의 흥미 증가 상은 분명히

찰되었는데,이를 과연 흥미가 발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를 확인하기 하여,학생 FJ를 Hidi& Renninger의 흥미 발달 단계

별 학습자 특성 기 에 의거하여,신뢰성 확보를 하여 과학 활동

흥미에 한 종단 연구에 공동으로 참여한 조사 연구원 3명이 평정한 결

과,FJ의 흥미 발달 단계는 ‘상황 흥미 2단계’에 이른 것으로 정이

되었다.즉 심층 사례 연구를 시작하기 의 정기 설문 조사 결과를 종

합하여 볼 때 <상황 흥미 1단계>이었던 것이,사례 연구를 종료할

시 에서는 <상황 흥미 2단계>로 과학 흥미에 있어서 ‘발달 변화’

를 보인 것이다.결국 학생 FJ의 과학에 한 흥미 증가 상은 질 인

측면에서의 흥미의 발달로 해석할 수 있다.이는 체 학생들 과학에

가장 낮은 흥미를 지녔던 학생에게서 발견된 흥미의 발달 상이므로 더

욱 주목할 만하다.

[그림 4-25]학생 FJ의 흥미 발달 단계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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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사람(의미 있는 타인)을 매개로 하여 근

과정(proximalprocesses)이 주체 으로 활성화될 수 있고,근 과정

이 주체 으로 활성화되면 흥미가 증가하며,그에 따라 흥미의 발달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다만,본 연구 기간의 제약으로

인하여,이 발달 변화는 상황 흥미 1단계에서 상황 흥미 2단계

라는 ‘상황 흥미 단계 수 내’에서만 찰되었고,개인 흥미 단계

수 으로까지 더 발달할지는 미지수라는 제한 이 있다.하지만 FJ의 사

례를 통하여,근 과정의 주체 활성화로 인한 흥미의 발달 상을 실

제로 확인했다는 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덧붙여,그 근

과정의 주체 활성화가 연구자인 사람을 매개로 발되고 유지되었

다는 에서 특히 더 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여기까지의 논의가

실질 으로 본 사례 연구에서 실증 자료에 토 를 두고 얻은 탐구 과

정 연구 성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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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흥미 발달 과정과 근 과정의 역할

본 연구는 같은 등학생들(Person)이 학교라는 같은 환경

(Context)에서 같은 시간(Time)동안 같이 과학이라는 교과를 배우

는데도,학생들마다 과학에 한 흥미의 개인차가 발생하고 학업 성취가

다른 이유를 탐색하고자 시작되었다.이러한 교육 의문에 기 하여,기

존의 심리학 인 근 방식에서 벗어나 생태학 인 에서 흥미의 개

념에 한 이해 교육 용 가능성을 두고 고찰한 결과,상호작용

(Process)이라는 요소에 을 맞추게 되었다.이에 이러한 개인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설명할 수 있는 Bronfenbrenner의 과정(Process)-개

인(Person)-맥락(Context)-시간(Time)모형을 탐색하고 용하게 되었

고,그가 인간 발달의 동력으로 가정하는 근 과정(proximalprocesses)

의 교육 역할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 것이다.

앞에서 근 과정이 주체 으로 활성화될 경우 흥미가 증가하고,상

황 흥미 단계 수 내에서 흥미의 발달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을 실제 사례들을 통해 확인함으로써,근 과정의 기능 역할의 요

성에 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본 연구가 지향하는 소기의 목 은

일부 달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이 근 과정을 어떻게 발시키고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핵심 인 문제는 아직 명확히 밝 내지 못했다.이는 추후 후속 연구를

통해 밝 나가야 할 문제라고 단된다.물론 본 연구에서는 사람(의미

있는 타인)을 매개로 한 근 과정의 발 주체 활성화 가능성을

발견하 으며,이를 통해 상황 흥미 2단계 수 까지는 흥미의 발달이

가능하다는 것을 사례에서 확인하 다.그 다면,그보다 더 높은 수 으

로의 발달,즉 사람을 매개로 한 근 과정의 주체 활성화를 통하여

상황 흥미 단계에서 개인 흥미 단계로의 발달은 일어날 수 있는 것

인가?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해서는 우선 흥미 발달 과정의 개념에

하여 세부 인 고찰이 필요하다.

흥미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인식하는 흥미 발달의 개념을 분석해 보

면,상황 흥미와 개인 흥미,두 단계 사이의 질 인 차이를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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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Hidi와 Renninger가 제시한 흥미 발달의 4단계 모형에서 흥미

의 발달 양상을 보면,상황 흥미 1,상황 흥미 2,개인 흥미 1,개

인 흥미 2등과 같이 상황 흥미 단계와 개인 흥미 단계를 질 으

로 구분하고 있다(Hidi& Renninger,2006).Krapp의 경우에도 상황

흥미가 개인 흥미에 이르기 해서는 내면화(internalization)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표 하며(Krapp,2002),상황 흥미 단계와 개인

흥미 단계를 질 으로 구분하고 있다.즉 이들에 따르면 상황 흥미 단

계와 개인 흥미 단계,둘 사이에는 모종의 간극이 존재해서 ‘질 인 도

약’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교사 등 사람을 매개로 하여 활성화된 근 과정을 통하여

상황 흥미 단계 내에서 발달 변화가 찰되었다고 해서,개인 흥

미 단계로까지 이러한 발달이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쉽사리 단정하여

결론짓기는 어렵다.결국 본 연구에서는 개인 흥미 단계에 이르는 구

체 이고 직 인 증거로서의 사례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기에 이를 검

증하고 입증할 방법이 없으며,본 연구의 조사 결과만으로는 사람을 매

개로 한 근 과정의 주체 활성화의 향에 따른 흥미 발달의 과정

을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본 연구의 조사 과정에서,이미 개인 흥미 단계에 도달한

학생들의 자료도 같이 수집하 으므로,이를 기 로 개인 흥미 단계

집단의 생태학 양상 근 과정의 특징 등을 분석함으로써,개인

흥미 단계로의 발달 과정에 하여 논리 인 추론은 가능하다고 본다.

이는 일종의 가정의 형식으로,추후 생태학 입장에서 흥미의 발달과

흥미의 교육 활용 가능성을 탐구하는 후속 종단 연구를 한 제언으로

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개인 흥미 단계에 이른 학생들의 생태학 양

상 근 과정의 특징을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이들은 어린

시 부터 가정에서 풍부한 과학문화자본의 혜택을 받았고,과학과 련

한 진로를 조기에 설정하 으며,주변의 다양한 환경들과 주체 으로 상

호작용하고,책과 같은 상징과의 극 인 근 과정을 통하여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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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강화하 다.특히 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 과학과 련한 근 과

정을 활발히 하 고 재까지도 주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특징이 있

다.

따라서 이들도 어린 시 에 과학에 한 흥미가 생성되고 증가하면서

상황 흥미 단계를 거쳐 개인 흥미 단계로 흥미의 발달을 이루었을

것이고,그 과정에서 주체 인 근 과정이 흥미 발달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한 부모의 과학 련 직업 경력,부모의 높은 과학

지향, 부분 등학교 입학 이 에 과학과 련한 자신의 진로를 결정

하 다는 등을 고려해 볼 때,주체 인 근 과정을 발하는 과정에

서 가정에서부터 부모의 역할이 매개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물론 이는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를 기 로 한 단순한 가정에 불과

하며,추후 출생 직후부터의 생애에 걸친 종단 연구를 통해 비로소

증명이 가능한,후속 연구의 과제에 해당한다. 요한 것은,발달이 일어

나기 해서는, 개인은 일단 활동에 참여해야만 한다는 이다

(Bronfenbrenner& Morris,2006).즉 과학과 련한 흥미의 발달이 일

어나려면,일단 개인이 과학과 련한 환경에 노출이 되어야 하고,그 환

경과 상호작용해야 하는 것이다.본 연구에서 확인했듯이 그러한 상호작

용을 사람이 매개하여 발하고 주체 으로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그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근 과정은 근본 으로 환경 속의 사람,사물,상

징 등과의 만남과 화의 과정으로서, 진 으로 복잡해지는 양상을 나

타낸다(Bronfenbrenner& Morris,2006).다시 말해 근 과정은 항상

같은 수 과 양상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의미이다.개인 흥미로의

발달은 상황 흥미의 내면화(internalization)를 통해 가능한데(Krapp,

2002),이 근 과정(Process)은 환경(Context)속의 다양한 상들(사람,

사물,상징)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시간(Time)이 흐를수록 차 복잡해

지며 개인(Person)에게 흥미를 내면화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Bronfenbrenner(2006)가 근 과정을 인간 발달의 동력(engine)이라고

표 하 듯이,근 과정은 흥미를 내면화(internalization)하는 수단으로

서의 기능 역할을 함으로써 흥미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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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근 과정의 교육 의의

본 연구의 본질 인 목 은 과학에 한 흥미 변화 발달의 기제를

밝히고 그 교육 용을 모색하는 데 있다.특히 과학 흥미 발달에 있

어서 Bronfenbrenner의 생태학 체계 이론에서 인간 발달의 핵심 요소

로 가정되는 근 과정(proximalprocesses)의 역할 가능성에 을 두

고 연구를 진행하 다.

비록 본 연구가 근 과정이 흥미의 발달에 향을 미치는 과정을

설명해 내기에는 연구 기간의 제약 학생들의 성장 과정에 한 실증

자료 수집의 제약으로 인하여 근거 제시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지

만,학생들의 과학에 한 흥미의 증가,즉 발달 변화에 을 맞추고

그에 따른 교육 처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면,이미 충분한 자료

확보와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단한다.이에 생태학 에서,본 사례

연구 결과를 기 로 근 과정의 교육 의의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우선,본 연구에서 확인한 생태학 에서의 흥미 변화 발달의

기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즉 사람(사물 상징 포함)을 매개로 하

여 근 과정의 주체 활성화를 유도하고,이를 통해 흥미를 증가시키

며,더 나아가 흥미의 발달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따라서 근 과정

은 흥미의 발달을 이끄는 하나의 요한 수단으로 인식된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본 연구에서의 실증 사례를 통하여,

교사와 같은 사람을 매개로 하여 근 과정을 주체 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교육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이다.이는 정서 인지 속

성의 복합체로서의 흥미 개념의 이 성에 기인한 것인데(Hidietal.,

2004),과학 교사에 한 호감이라는 정서 속성으로 인하여 학생의 과

학에 한 근 과정이 주체 양상으로 활성화될 수도 있다는 을 시

사한다.

더불어,개인 흥미 단계 상황 흥미 단계,두 집단의 학생들 모

두 과학 수업에서의 실험 활동을 선호하고,이 때 역시 과학에 한 근

과정이 활발해진다는 사실도 확인하 다.따라서 교사가 실험 활동을

과학 수업에 극 으로 도입하여 활용할 경우,과학과의 주체 인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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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의 양상을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론 으로,학교에서 교사가 학생과의 정서 인 계 형성 노력

실험 활동의 극 인 도입을 통하여 학생들의 과학에 한 근 과정의

활성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가정에서의 과학에 한 근 과정의 결핍

을 보완하고,과학에 한 흥미를 발달시킬 수 있을 것이다.



-69-

제 5장 결론 제언

제 1 결론

본 연구는 기존의 흥미 발달 연구에서 이룬 성과에 Bronfenbrenner

의 생태학 체계 이론(Bronfenbrenner& Morris,2006)을 목시킴으로

써,생태학 에서 등학생들의 과학에 한 흥미의 발달 과정을

탐색하고,특히 실제 학생들의 사례를 통하여 생태학 체계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근 과정(proximalprocesses)의 개념을 정교화하

고 그 역할을 밝 내고자 시도하 다.

한 흥미에 한 선행연구들이 개 집단을 상으로 한 양 연구

에 기 하여 흥미의 속성에 한 탐구를 시도하고자 한 측면이 있는데,

본 연구는 그로써는 밝 낼 수 없었던,흥미의 변화 과정에 내재해 있는

심층 이고 정성 측면을 질 사례 연구 방법을 통해 보완함으로써,

흥미의 발달 기제 탐구 교육 시사 도출과 련하여 소기의 성과

를 얻고자 하 다.

연구의 취지 방법과 련한 이러한 배경 하에, 등학생들의 과학

에 한 흥미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근 과정의 특징,흥미의 발달과 생

태학 체계 내에서의 근 과정의 계 등을 연구 문제로 삼아,실제

사례에서 찰되는 제반 상을 생태학 에서 해석하고 탐구한 후

에,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첫째,근 과정은 생태학 체계에서 흥미의 유지 변화와 련한

핵심 인 요소로서,학생들의 과학과 련한 생태학 양상에서 높은 흥

미가 유지되는 소인은 개인 흥미 단계 집단의 근 과정의 특징에서,

흥미가 변화하는 소인은 상황 흥미 단계 집단의 근 과정의 특징에서

각각 찾을 수 있다.과학에 높은 흥미를 유지하는 개인 흥미 단계 집

단은 주체 인 근 과정의 양상을 보이며,과학에 한 흥미가 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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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이 있는 상황 흥미 집단은 주로 의존 인 근 과정의 양상을

지니고 있다.그런데 이러한 근 과정은 때로는 그 방향성이 바 기도

하는데,의존 인 양상에서 주체 인 양상으로의 변화,즉 근 과정의

주체 활성화가 이루어질 때 흥미의 증가 상이 나타난다.실제로 이

미 주체 인 근 과정의 양상을 지속하는 개인 흥미 단계 집단의 학

생들은 높은 흥미를 유지하고 있었고,상황 흥미 단계 학생들 DV

와 FJ는 그 근 과정의 특징이 의존 양상에서 주체 양상으로 바뀔

때 흥미가 증가하며 변화하는 모습이 찰되었다.정리하자면,본 연구의

연구 문제 1과 련하여,일상생활 속에서 등학생들의 과학 활동에

한 생태학 양상 근 과정의 특징을 실제 사례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과학과 련한 ‘근 과정의 양상 이’와 과학에 한 ‘흥미의 변

화’사이에 상 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 다.

둘째,근 과정은 주체 활성화를 통하여 학생들의 과학에 한 흥

미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며,더 나아가 상황 흥미 단계 수 내에서

는 이러한 흥미 증가가 흥미의 발달 변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을 확인하 다. 표 인 를 들면,사례 연구 기에는 과학에 하여

가장 낮은 흥미를 지녔던 학생 FJ가 사례 연구 진행 과정에서 근 과

정의 주체 활성화를 통하여 흥미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 는데,심층

면담에서 FJ는 과학과의 근 과정으로 인하여 흥미가 증가하 다고 응

답하 다.이러한 흥미 증가가 실제로 흥미의 발달 변화에 해당하는지

평가하기 하여,이를 3명의 공동연구자들이 Hidi& Renninger(2006)가

제시한 흥미 발달의 4단계 모형에 근거하여 평정한 결과,FJ의 과학에

한 흥미는 상황 흥미 1단계에서 상황 흥미 2단계로 그 흥미 발

달 단계가 상승한 것으로 정이 되었다.즉 본 연구의 연구 문제 2와

련하여,과학과 련한 생태학 체계 내에서의 근 과정은 등학생

들의 과학에 한 흥미의 발달을 야기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을 수 있다.다만,이러한 결론은 본 연구에서는 상황 흥미 단계 수

내에서의 발달에 한정하고자 한다.왜냐하면 상황 흥미 단계에서

개인 흥미 단계로의 발달은 내면화(internalization)라는 질 인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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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필요로 하는데(Krapp,2002),이를 확인하는 탐구는 장기간의 종

단 연구를 요하는 것으로서,본 연구에서 수집된 사례 증거 자료로서는

연구 기간의 시간 제약으로 인하여 이를 직 으로 지지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기 때문이다.하지만,개인 흥미 단계 집단 학생들의 생태

학 양상 근 과정의 특징을 토 로 간 으로 추론해 보건 ,근

과정은 과학에 한 흥미를 내면화시키는 수단으로서의 기능 역할

을 하며,생태학 체계 내에서 오래 기간 동안의 근 과정의 주체

활성화를 통하여 상황 흥미 단계에서 개인 흥미 단계로의 발달이 가

능할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물론 이러한 가정의 입증은 개인

흥미의 발달에 한 후속 종단 연구의 과제로서 요망된다.

셋째,본 연구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교사와 같은 사람을 매개로

하여 과학과 련한 근 과정을 주체 인 양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

고,이를 통해 과학에 한 흥미의 발달 변화를 래할 수 있다는 사

실을 실증 사례로써 확인한 이다. 를 들어,학생 DV는 교사에

한 호감으로 인하여,학생 FJ는 사례 연구의 상호작용 속에서 연구자에

한 의미 부여를 통하여,과학에 하여 극 이고 주체 인 근 과

정의 양상으로 변화하면서 흥미의 증가와 발달 변화를 이루었다.이처

럼 사람에 한 호감,의미의 부여,유 감 형성 등의 정서 요소로 인

해 흥미가 증가할 수도 있다는 에서,이는 흥미가 인지 속성과 더불

어 정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흥미 개념의 복합 인 이 성(Hidiet

al.,2004)을 실제 학생들의 사례로써 재확인했다고 볼 수 있다.특히 여

기에서 근 과정이 사람을 매개로 하여 주체 으로 활성화되고 흥미의

증가 발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은 교육 으로 의미 있는 시사 을

제공해 다.즉 부모,교사,의미 있는 타인 등이 과학에 한 학생들의

흥미 증가 흥미 발달에 향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본 사례 연구는 생태학 에

서 과학에 한 흥미의 변화 발달 과정을 탐구한 것으로서,학교 과

학 교육에 있어서도 정 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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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등학생들은 아직 과학 소양 함양의 기 를 다지는 단계로서,

어린 시 에 가정의 과학문화자본이 결핍되어 과학에 한 흥미를 발달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친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의 과학 교육을 통하여

이를 보완해 필요성이 있다.이 때 과학 교사가 학생들과의 정서 인

유 계 형성 학생들이 선호하는 실험 활동 제공을 통하여,과학과

련한 근 과정을 주체 으로 활성화하고 흥미를 증가시킴으로써 학생

들의 과학에 한 흥미의 발달을 도와 수 있을 것이다.이처럼 본 연

구는 등학생들의 과학 교육에 있어서,가정에서의 기 과학문화자본

의 결핍을 극복하고 학교 교육을 통해서도 과학 흥미를 발시키고 발달

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는 측면에서 그 교육 의의가

있다고 본다.

다만,앞서 본 연구의 제한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생태학 에

서의 과학 흥미에 한 본 연구는, 등학생들을 상으로 과학이라는

주제에 한정하여 흥미의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양상을 근 과정

의 개념을 심으로 찰하고 해석한 것으로서,이를 타 상 주제

역에 일반화하여 용하기에는 분명 그 한계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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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제언

과학 흥미에 한 본 연구 결과의 바람직한 용 발 인 후속

연구 방향 제시를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과학이라는 주제 역이 지닌 고도의 논리성과 인지 성격에

비추어 볼 때,사람을 매개로 하여 학생들의 과학에 한 흥미를 증가시

킬 수 있다는 사례는 상당히 의외의 발견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왜냐하

면 인지 속성이 강한 주제 역에 정서 속성이 개입되어 향을 미

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는 흥미가 인지 속성과 정

서 속성의 개념 이 성(Hidietal.,2004)을 지녔다는 을 간과한

생각일 따름이다.즉 학생들과의 인간 인 유 계 형성,의사소통 방

식 개선 등을 통하여 학교 과학 교사도 얼마든지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타인’이 되어 과학과 련한 사물 상징과의 근 과정을 활성화시킴

으로써 과학에 한 흥미의 발달을 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따라서

이와 같은 흥미의 이 속성을 인식하고 흥미의 정서 속성에 한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흥미의 이러한 정서 속성의 요성

에 한 교사의 인식 제고 역시 요망된다.

둘째,본 사례 연구에서의 하나의 발견으로서,흥미라는 개념이 지

닌 일반 인 특징이 아닌,과학이라는 주제 역에 한 흥미만이 지닌

고유한 특징을 들자면,실험 활동으로 인한 흥미의 증가 양상을 꼽을 수

있다.사실 이는 수많은 연구들을 통하여 이미 탐구된 발견을 재확인한

것이기도 하다.과학 실험은 개인 흥미 단계와 상황 흥미 단계 학생

들이 공통 으로 선호하는 활동으로서,이로 인해 과학과 련하여 학생

들의 사물과의 근 과정이 주체 으로 활성화되는 양상을 보인다.따라

서 이러한 실험 활동을 학교 과학 수업에 극 으로 활용한다면 학생들

의 과학에 한 흥미를 증가시키고 흥미의 발달을 유도하는 데 크게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이는 학생들이 직 참여하고 조작하고 사고할 수

있는 학습 방식의 도입에 한 고려가 특히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

다.



-74-

셋째,과학 흥미의 발달에 한 연구에 있어서 생태학 에서의

후속 연구가 더욱 요망된다.특히 흥미의 발달 과정 에서 개인 흥미

단계로의 발달 연구를 해서는 출생 이후부터의 장기간의 종단 연구가

필요하며,이를 해서는 다양한 형식‧비형식 기 들이 연계된 체계 인

합동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이미 등학생으로

성장한 학생들을 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 단기 인 사례만을 수집할

수밖에 없었고,어린 시 부터 과학과 련하여 가정에서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탐색하지 못하 으므로,흥미 발달의 단계를 아우르는 근

과정의 역할에 하여 직 인 근거를 토 로 종합 인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다.덧붙여,흥미의 사회‧문화 향 요인을 탐구

하기 하여,본 연구에서 을 둔 미시체계를 벗어나,과학에 한 우

리 사회의 문화,가치,교육 등을 통합 으로 반 한 거시체계에서의 생

태학 연구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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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pectsofProximalProcesses

intheDevelopmentof

ElementarySchoolStudents’

InterestinScience

Chul-JaeLee

DepartmentofScienceEducation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Interestisapsychologicalstatethatoccursthroughtheinteraction

betweenindividualandtheenvironment.Manystudieshaveattempted

tofindwaystoincreaseinterest,andthisrequiresempiricalresearch

on thedevelopmentofinterest.Thispaperisintendedtoexplore

aspects of interest development from an ecological perspective,

applying the conceptofproximalprocesses to the study ofthe

developmentofinterestinscience.Proximalprocessesareviewedas

a primary mechanism of human development in the

Process-Person-Context-Time model (Bronfenbrenner & Morris,

2006).

In thisstudy,a longitudinalsurvey which followsthescience

interesttrendsofstudentsintheirfourthyearofschoolinga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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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ary schoolwasconducted.Thestudy period exceeded one

year.A subsequentinvestigation was carried outinvolving eight

studentswhoshowedsignificantchangesintheirlevelofinterestin

sciencerelativetotheprevioussurvey.Theirlevelsofinterestwere

measured by drawing on the four-phase model of interest

development(Hidi& Renninger,2006).Aspartofthisprocess,they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ofdifferentphases,i.e.,individual

interestandsituationalinterest.

Inacomparisonofthetwogroups,severalsignificantdifferences

werefoundintermsoftheecologicalenvironmentsandthefeatures

ofproximalprocesses related to science in theireveryday lives.

Through the above analysis from the ecologicalperspective and

subsequenttheoreticalconsiderations,somefindingswerenoted in

relationtothedevelopmentofinterest.First,thereisa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features of proximalprocesses and the

maintenanceandchangesininterestlevels.Moreover,whenactivated

independently,proximalprocessesmaycauseadevelopmentalchange

intheform ofatransitionfrom triggeredtomaintainedsituational

interest.In addition,active and independentaspects ofproximal

processescanbeactivatedbyapersonasamedium.Tosummarize,

proximalprocessesmayfunctionasapracticalmechanism ofinterest

development,and teachers,being significantothers,may promote

active proximalprocesses in educationalsettings,leading to the

developmentofinterest.

keywords:interestinscience,interestdevelopment,

bioecologicalmodel,PPCT,proximalprocesses

StudentNumber:2014-20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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