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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variety of learners include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general students, and an ongoing focus of 
inclusive education research is non-discrimination. As part of integrated education, UDL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supports a practical approach, participation, and advancement to improve 
learning opportunities for all stu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using UDL in 
science classes. The dependent variables of this study were academic achievement in science, scientific attitude, 
and scientific motivation. In this study, the experimental groups were 9 people in the 5th grade and 11 people 
in 6th grade. The experimental groups were taught science class using UDL. In order to analyze the learning 
outcomes, the structure equation model was perform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science achievement of learning outcomes of the science class applying UDL directly affected both scientific 
attitude and scientific motivation. Second, the scientific attitude of learning outcomes of the science class 
applying UDL directly did not affect scientific motivation. According to these results, learning outcomes for 
science achievement of the science class applying UDL showed that UDL affected both general students and 
students with disabilities. To summarize the analysis of learning outcomes, science achievement directly affected 
both scientific attitude and scientific motivation while scientific attitude did not affect scientific motivation. This 
study offered a specific implementation method for integrated education. Using the structure equation model for 
analyzing the effect has more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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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의 세계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

다. 다양화되는 시대에 맞추어 학교에서도 다양한
학생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모든 학생들이 학습 기

회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양한
학습자에는 일반학생뿐만 아니라, 장애학생도 포함
되며, 누구도 차별 받지 않는 교육을 위해서 통합
교육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학생과
교사를 위한 좀 더 융통적인 교육을 위해 일반교육

과 특수교육을 병합한 완전통합교육으로 일환으로

등장한 개념이 보편적 학습 설계(Univers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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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Learning: UDL)이다(Rose & Meyer, 2002).  
보편적 학습 설계는 건축학에서 사용된 ‘모든 이

를 위한 보편적 설계’에서 유래된 것이다. 모든 이
를 위한 보편적 설계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의 Ron Mace 교수
(1997)가 장애인들의 건축물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보편적 설계를 제안하였다. 보편적 설계는 장애인
들의 이동과 의사소통의 장벽을 해소함으로써 접

근이 가능한 고유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보편적
설계와 같이 장애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일반교육과정에서 실질적인 접근, 참여, 진보를 지
원하고, 학습 기회를향상시키도록(Rose et al., 2005) 
교육과정을 재설계하는 것이 보편적 학습 설계이

다. 이러한 보편적 학습설계는 통합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많은 연구자
들의 관심과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한편, 보편적 학습 설계를 현장에 적용하여 효과

를 검증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국어, 미
술, 음악, 과학 등의 교과에서 보편적 학습 설계를
적용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최근에 모든 교과에
널리 확대되고 있다. 특히, 다른 교과에 비해서 과
학 교과에 보편적 학습 설계를 적용한 연구가 많은

이유는 2007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총괄 목표에
서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즉, ‘과학적
소양(Scientific Literacy)’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과학
적 소양은 1847년 Wilkinson(1847)이 ‘모든 이를 위
한 과학(Science for all)’에서 처음 언급한 이후, 과
학교육의 목적과 이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로 널

리 사용되고 있다. 초․중등학교 과학 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과학 교육의 목표가 소수의 전문

적인 과학자나 기술자를 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

라, 다수의 과학적 소양을 지닌 일반 시민을 기르
는 것으로 ‘모든 이를 위한 과학’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과 교육과정의 목표인 ‘모든 이를 위한
과학’을 구현하기 위해 교수․학습 방법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학습의 선택권을 넓혀 접근성이 용이

하도록 하는 보편적 학습 설계를 적용하는 것은 모

든 학생들을 위한 학습 기회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과학교과에 적용한 연구 중에서 Dymond et al. 

(2006)은 고등학교의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공통

과학 교과에 보편적 학습 설계를 적용하여 질적 연

구한 결과, 학습 매체의 다양화, 학생 활동에서 상

호작용 증가, 학생 참여의 선택권 제공 등으로 인
해 교육적 성취 및 사회적 기술이 향상되었다고 보

고 하였다. You(2010)는 보편적 학습 설계를 적용한
중학교 과학 교수․학습 자료가 지적 장애 학생의

수업참여행동과 학업수행능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고 하였고, Cho(2011)는 초등학교 과학과에
보편적 학습 설계를 적용하여 비장애학생과 장애

학생의 과학학업성취도를 분석하여 비장애학생들

에게는 과학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

다고 보고했다. Kwon(2012)은 중학교 과학과에 보
편적 학습 설계를 적용하여 장애학생과 비장애학

생 모두 과학학업성취도 및 수업참여도가 향상되

었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들 과학교과의 보편적 학습 설계의 연

구들은 과학 수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종속변

인으로 주로 학업성취도, 수업참여도, 학업수행능
력 등이 향상되었다는 연구들이 있다(Dymond et al., 
2006; You, 2010; Cho, 2011; Kwon, 2012). 특히, 대
부분의 선행 연구는 종속 변인으로 학업성취도의

효과를 검증하여 인지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많았

고, 정의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정의적 요인은 학습자의 합리적 사고를 촉진하여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는 동기로 작용한다

(Kim & Seo, 2011). 특히 과학적 태도는 과학학업성
취도와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여 과학적 태도의 영향

력을 검증한 연구들이 있다(Cho, 2005; Ji, 2013). 과
학적 태도는 과학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데 필요하

고 관련된 태도를 의미하며, 과학을 수행하기 위한
원동력으로 과학학업성취도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또한 학습에 있어서 동기는 학습 성과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며, 특히 과학학습동기는 과학 교과
를 학습하는 데 성공적이고 지속적인 학습을 위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인으로 인지적 요인의 과학학업성취도와 정

의적 요인의 과학적 태도, 과학학습동기, 3개의 변
인으로 선정하여 보편적 학습 설계를 적용한 과학

수업에 대한 학습 성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보편적 학습 설계를 과학 수업에 적용한

선행 연구에서는 학습 성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사

전․사후 검사를 실시하고, 기초통계치인 평균, 표
준 편차를 활용하여 점수 차이 분석으로 효과를 검

증하였다(Cho, 2011; Kwon, 2012). 사전․사후 중재
연구 중 점수 차이 분석 방법은 쉽게 사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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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장점이 있지만, 낮은 신뢰성과 평균으로의 회
귀에 대한 민감성 등으로 인해 다양한 비판을 받아

왔다(Allison, 1990). 또한 동시적인 역사성의 개입
의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어 다른 우연

적인 사건의 개입으로 실험방안의 내적 타당도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이러한 통계의 제한점을극복하기 위하여 신뢰성

과 타당성을 높이고자 제시되는 통계기법으로 구조

방정식 모형(Structure Equation Model: SEM)이 여러
학문분야에서광범위하게사용되고있다(Woo, 2012). 
구조방정식 모형은 상관분석, 회귀분석, 요인분석
등 다양한 통계분석과 달리 다수의 종속변수와 독

립변수들 간의 인과 및 상관관계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으며, 측정오차의 포함을 통해서 추정값들의
신뢰 및 조정이 좀 더 가능하여 정확한 분석에 접

근할 수 있다. 또한 구조방정식모형은 사전․사후
검사 및 통제 집단의 상대적인 비교 없이 종속 변

인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과

의 비교 및 사전․사후 차이를 검증하지 않고, 보
편적 학습 설계를 적용한 과학 수업을 실시한 후

학습 성과를 측정하여 종속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 가설

본 연구의 연구 가설은 선행 연구(Dymond et al., 
2006; You, 2010; Cho, 2011; Kwon, 2012)를 바탕으
로 가설 모형을 Fig. 1과 같이 설정하고, 과학학업
성취도와 과학적 태도, 과학학습동기 간에 직․간
접 효과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가설을 확인적 요

인분석 하고자 한다. 
가설 1. 보편적 학습 설계를 적용한 과학 수업을

실시한 실험 집단의 과학 학업성취도는 과학적 태

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가설 2. 보편적 학습 설계를 적용한 과학 수업을

Science achievement

Scientific attitude

Scientific motivation
H2

H1 H3

     Fig. 1. Research hypotheses model

실시한 실험 집단의 과학 학업성취도는 과학학습

동기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가설 3. 보편적 학습 설계를 적용한 과학 수업을

실시한 실험 집단의 과학적 태도는 과학학습동기

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가설 4. 과학적 태도는 과학학업성취도와 과학학

습동기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실험 집단은 경남 S군의 D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학년 9명, 6학년 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실
험집단의 6학년은 특수교육대상자 1명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장애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을

고려하여 보편적 학습 설계를 적용한 과학 수업을

실시하여 학습 성과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자 한

다. 모든 학생을 고려한 보편적 학습 설계를 진행
하여 많은 표본으로 검증이 어려움이 있어 적은 표

본으로 효과를 검증하였기 때문에 표집 집단의 크

기의 영향을 받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일

반화하는 데 제한점을 가진다. 

2.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보편적 학습 설계를 적용한 과학 수

업의 학습 성과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Table 
1과같이과학학업성취도검사를 3회실시하였고, 과
학적 태도와 과학학습동기는 Table 2와 같이 사후

Group Experimentation Science 
achievement test

Experimental group N=20   

 : Science class applying UDL, : Science achievement test(3 
times).

Table 1. Research of science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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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Experimentation

Post-test 
(scientific attitude 

and scientific 
motivation)

Experimental group N=20   

 : Science class applying UDL, : Post-test (scientific attitude 
and scientific motivation)

Table 2. Research of scientific attitude and scientific motivation

검사를 실시하였다.

3. 연구 수행 절차

본 연구의 수행 절차는 Table 3과 같이 보편적
학습 설계를 적용한 과학 수업을 실시하고, 학습
성과에 따른 연구 결과를 구조적으로 분석한다. 

1) 교육과정 분석 및 교수․학습 지도안 개발

본 연구는 5~6학년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보편
적 학습 설계를 적용한 교수․학습 지도안을 개발

하여 과학 수업에 적용하였다. 보편적 학습설계의
적용 단원을 선택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와 2007 개
정 과학과 교육과정을 참조하였다. Jung(2012)의 연
구에 의하면, 2007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5학년 단
원의 교수 곤란도와 학습 곤란도를 측정한 연구에

서 ‘물체의 속력’ 단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전기 회로’ 단원이 높게 나타나, 교사 및
학생 모두 ‘운동과 에너지’ 영역을 어려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5~6학년의 학습 내용 중 2007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에너지와 도구’ 단원이 유일하게 7~9
학년군으로 이동하였다. ‘에너지’의 개념을 2009 개
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7학년의 ‘힘과 운동’ 단
원과 연계하여 9학년에서 ‘일과 에너지의 전환’ 단
원에서 배우게 된다. 6학년에서 9학년으로 ‘에너지’

Procedure Contents of research 

1 Selection of study objects and equivalence check

2 Education course analysis and Teaching Learning 
scenario development

3 Applying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4 Science achievement and scientific attitude, scientific 
motivation test

5 Analyzing results of study

Table 3. Research procedure

5th 6th

Unit The speed of an object Energy and tools

Time 10 times 9 times

Table 4. Application unit and time

의 학습 내용을 상향 조정한 것은 학습 곤란도가

‘운동과 에너지’ 영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에너지의
개념이 6학년 학생들에게 다소 어렵다고 판단한 것
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Table 4
와 같이 5학년 ‘물체와 속력’ 단원, 6학년의 ‘에너
지와 도구’ 단원에 보편적 학습 설계를 적용하여

학습 성과를 구조적으로 분석하였다. 

2) 보편적 학습 설계를 위한 교수․학습 지도안 

개발 및 검토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 학습 설계를 적용한 과학

수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CAST(2004)에서 제시한

PAL(Planning for all learning) 4단계를 적용하여 교
수․학습 지도안을 개발하였다. Table 5는 PAL 4단
계를 적용하여 보편적 학습 설계를 적용한 수업을

계획한 내용이다. Table 6은 6학년 에너지와 도구
단원에 PAL 4단계를 적용하기 전과 비교하여 보편
적 학습 설계를 적용한 예시는 나타낸 것이다. 

PAL 4단계를 적용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PAL 
1단계 목표 설정 단계에서는 2007 개정 과학과 교
육과정의 성취기준을 분석하여 적용 전의 학습 목

표를 세분화하여 3단계로 제시하였다. 수업을 시작
하기 전에 학생들이 자신의 도전 수준을 정하여 모

든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학습 목표에 도달하도

록 지원한다. 목표를 세분화하여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보편적 학습 설계의

원리 중 ‘다양한 참여 수단 제공’에 해당한다. 획일
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선택권
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 자율성, 자기조절
능력을 높일 수 있다. 
둘째, PAL 2단계는 상황 분석 단계를 적용한 것

이다. 교육과정의 분석을 통해 앞 차시의 다양한

에너지의 종류와 연관하여 지도해야 하며, ‘에너지
전환’은 학생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개념으로 실생
활의 예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해야 한다. 학생에 대한 분석으로는 대
부분의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실험 활동을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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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소극적인 학생들은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 또, 실험에 대한 이해도는
높으나, 이해한 내용을 글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다. 2단계 상황 분석 단계를 통
해 교사는 사전에 학습의 어려움을 제거하고, 학생

PAL 4 step Content

1 step Goal setting ․Subdivide objectives according to achievement standards of 2007 science curriculum revision 
․Provide opportunity that students can choose objectives

2 step Situation analysis 
․Analyze curriculum and situation about student 
․Design class after understanding strong points and weak points for all students

3 step Instructional design 

․Instructional design applying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Utilize various medias and materials
․Suggest level objectives
․Provide opportunity of various ways of participation
․Provide individual study paper according to choosing objectives

4 step Execution and evaluation ․Execution and evaluation applying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Table 5. Application of PAL 4 step

PAL 4 step Content

1 step
Goal 

setting

Pre-application ․I can an find example of energy conversion at the everyday life and explain the process.

Post-application

․Objective 1
   I can explain that the energy is converted several energies. 
․Objective 2
   I can find the process of energy conversion.
․Objective 3
   I can find the example of energy conversion at the everyday life and explain the process.

2 step
Situation 
analysis

Application

․Situation analysis about curriculum
   - Connection with various kinds of energy at last class
   - ‘energy conversion’ is unfamiliar concept to students
   - Utilize various examples of practical life
․Situation analysis about students
   - Prefer to participate experiment activities directly
   - Passive students prefer to solving problems in collaboration.
   - An understanding of the experiment is high, but the concept in writing is weak.

3 step
Instructional 

design 

Pre-application

․Talk about ways that can easily find a heat energy for warm oneself 
․Search the process to change kind of energy through simple experiment
․Explain concept of ‘energy conversion’ in introduction
․Talk about examples of energy conversion

Post-application

․Present various examples of ‘energy conversion’ through video
․Search the process of energy conversion through experiment and cleanup process of experiment in materials
․Present concept of ‘energy conversion’ through powerpoint
․Talk about the example of energy conversion in practical life through utilizing photo and video.
․Choose the materials according to choose objectives

4 step
Execution 

and 
evaluation

Application

․Teacher provides constant feedback after solving the materials according to choose objectives.
․Recreate experiment equipments to adjust level difficulty of experiment in experiment that provide in textbook.
․Explain in powerpoint to emphasize an important part.
․Present precautions of experimental activities in powerpoint
․Provide various way of evaluation e.g. observation assessment, self-assessment, paper examination etc.
․Participate activities according to choosing participatory methods e.g. individual, pair, group etc.

Table 6. Application example of PAL 4 step

들의 강점을 최대로 극대화시킬 수 있다. 교과용
지도서에 제시된 활동을 학생의 특성에 맞게 재구

성하기 위해서는 2단계 상황 분석 단계가 필요하
며, 학생들의 학습 목표 도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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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PAL 3단계 수업 설계 단계를 적용 전과 적
용 후를 비교한 것이다. ‘적용 전’이 내용은 6학년
과학 교사용 지도서에서 제시한 수업 방법이다. 과
학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수업의 도입에서 동기 유

발을 위해 이야기하는 활동을 제시하였는데, 본 연
구에서는 에너지 전환이 이용된 실생활의 다양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제시하였다. 수업의 전개에서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간단한 실험을 통해 에너지

의 종류가 바뀌는 과정을 탐색하고, 교사가 ‘에너지
전환’의 개념을 설명으로 도입한다. 본 연구는 학생
들이 실험한 내용을 글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

는 학생들을 안내해줄 수 있는 학습지를 제공하여

실험을 통해 이해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의 개념을 파워포인트로

제시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다. 또, 교과용 지도
서에서는 실생활에서 에너지 전환이라는 예를 찾

아서 이야기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였는데, 본 연구
에서는 사진 및 동영상을 활용하여 실생활에서 에

너지 전환의 예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뿐
만 아니라 도입에서 자신이 선택한 학습 목표 수준

에 맞는 학습지를 선택하여 학습한 내용을 정리 및

평가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넷째, PAL 4단계 실행 및 단계를 적용한 것이다. 

보편적 학습 설계를 과학 수업으로 실행하기 위해

학습자가 도전 수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습지와

실험 도구를 다양화하여 제시하였다. 수업 도입에
서 수준별 학습 목표에서 자신이 선택한 학습 목표

에 해당하는 학습지를 선택하고, 실험 활동에서 실
험 도구를 다양하게 재구성하여 실험의 난이도를

조정하여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히도록 하였다. 그
리고 교사의 설명으로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

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집중력, 흥미
를 높이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참여

방법을 다양화하고, 참여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였
다. 평가 방법, 실험에 참여하는 방법 등을 교사가
제시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 동기 및 자

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4. 검사도구

1) 과학학업성취도

5학년 물체의 속력 단원의 목표는 ‘속력의 의미

를 알고 물체의 속력을 비교할 수 있다.’이다. 물체
와 속력 단원에서 1~4차시는 ‘일정한 시간을 가는
데 걸린 시간’과 ‘일정한 시간에 간 거리’를 비교하
여 속력을 비교하는 내용이고, 5~10차시는 속력을
단위를 이용하여 나타내어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

하는 내용이다. 본 연구는 1~4차시와 5~10차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 학업 성취도 평가 문항을 제작하

여 과학학업성취도 검사를 실시하였고, 제 3 차 학
업 성취도 평가는 1~10차시의 학습한 내용을 바탕
으로 제작하여 실시하였다. 6학년 에너지와 도구

단원은 9차시 중 1~4차시는 에너지의 개념, 종류, 
전환 및 실생활에 이용되는 예에 대한 내용이고, 
5~9차시는 도르래, 지레, 빗면과 같은 도구를 사용
하였을 때의 이로운 점에 대한 내용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4차시, 5~9차시로 나누어, 
과학학업성취도 검사 문항을 제작하여 과학학업성

취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1~9차시의 학습 내용으
로 제 3차 학업 성취도 평가 문항을 제작하였다. 
평가 문항은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과학교

육전공 교수 및 대학원생의 검토를 거쳐서 타당도

를 검증하였고, 검사 도구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가 0.868로 나타나, 연구 도구로 적합
하다고 판단하여 학년별로 각각 20문항씩 실시하
였다.

2) 과학적 태도

보편적 학습 설계를 적용한 과학 수업의 학습 성

과로과학적태도를검사하기위해서 Kim et al.(1998)
이 국가 수준의 과학에 관련된 정의적 특성의 평가

체제로 개발한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Likert식으로 총 21개의 문항으로 긍정적인 문항 18
개, 부정적인 문항 3개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적 태
도 검사 도구는 호기심, 개방성, 비판성, 협동성, 자
진성, 끈기성, 창의성 총 7개의 하위 요소가 3문항
씩 구성하였다. 

3) 과학학습동기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 학습 설계를 적용한 과학

수업의 학습 성과로 과학학습동기를 검사하기 위

해서Anderman과Young이 1994년개발한 PALS(Patterns 
of Adaptive Survey)의 과학영역 버전(Science-Specific 
version)을 사용하였다. PALS는 여러 가지 동기 이
론 중에 성취목표이론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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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구로 총 3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 형식
은 Likert식 5점 척도로 나뉘어져 검사하였다.  과학
수업에 대한 동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과학에 대한

자아효능감, 과학에 대한 피상적 전략, 과학에 대한
심층적 전략, 과학에 대한 자아개념능력, 과학에 대
한 가치, 과학에 대한 기대, 과학에 대한 능력 중심
목표지향, 과학에 대한 학습 중심 목표지향으로 총
8개의 하위 요소로 구성하였다. 

5. 연구 결과 분석

보편적 학습 설계를 적용한 과학 수업의 학습 성

과인 과학학업성취도, 과학적 태도, 과학학습동기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SPSS 12.0
과 AMOS 21.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의 확
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χ2 p df CFI TLI

Measurement model 175.703 .000 89 .639 .574

Proper criteria - >.05 - >.90 >.90

Table 7. Goodness of fit test results of the measurement model (n=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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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arameter estimation results of the measurement model

III. 연구 결과

1. 보편적 학습 설계의 적용에 따른 학습 성

과의 구조적 관계 분석

1) 가설 연구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1) 측정 모형의 검증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기 위해 먼저 측정모

형의적합도와 타당성을검증하였다. 측정모형의 모
수추정방법으로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hood)
을 사용하여 Table 7, Fig. 2와 같이 분석하였다. 

Fig. 2는 측정모형의 모수치를 측정한 결과로서
잠재변수들 간의 직간접적인 인과 관계를 분석하

는 통계기법을 나타낸 그림이다. 보편적 학습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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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용한 과학 수업의 학습 성과 중 과학적 태도

와 과학학습동기는 잠재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과학
적 태도와 과학학습동기의 하위요인은 측정변수로

설정하여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측정모형으로 설

계하여 분석하였다. 측정 변수 오른쪽 상단에 나타
낸 수는 다중상관 값으로 종속 변수가 독립 변수에

의해서 설명되는 비율을 의미하며, 화살표의 중앙
에 위치한 수는 표준화 계수(β)를 의미한다. 화살
표의 방향은 변수 간의 인과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측정변수 중 구조방정식 모형 프로그램에서 보

고되는 적합도 지수는 지금도 개발되고 있으며, 너
무 많기 때문에 연구 모형의 목적에 따라 평가목적

에 맞는 여러 가지 적합도 지수들을 연구자가 골라

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Lee, 2005). Table 7에
서와 같이 측정모형의 적합지수를 살펴본 결과, χ2

은 자료가 정규분포를 보인다는 이론에 근거하여

모형의 완전성, 모형이 모집단 자료에 완전하게 적

χ2 p df CFI TLI

Measurement model 119.798 .000 64 .733 .675

Proper criteria - >.05 - >.90 >.90

Table 8. Goodness of fit test results of the correction model (n=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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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arameter estimation results of the correction model

합하다는 귀무가설을 검증하는 절대적합지수로 측

정모형의 χ2(89)=175.703(p<.05)으로 나타나, 측정
모형이 자료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χ2의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으므로 다른 적

합도 지수인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rker- 
Lewis Index)를 참고하여 확인하였다. CFI와 TLI는
NFI(Normal Fit Index)를 발전시킨 지수로 수용 기
준이 0과 1.0 사이이다. 측정모형의 CFI는 0.639, TLI
는 0.574로 수용 기준에는 수용 가능한 범위이나, 
적정모형의 수치인 0.90보다 낮게 나타나, 적합지
수가 양호한 적합도를 가지지 못하여 Fig. 3과 같이
수정 모형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수정모형은 측정
모형의 측정 변수 중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변수들을 제외한 것이다. 수정모형에서 얻어진 적
합지수는 Table 8과 같이 CFI가 0.733, TLI이 0.675
로 측정모형에 비해 적합도가 향상되어, 적정모형
에 가까워졌다. 따라서 수정모형이 본 연구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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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구조모형으로 적용하였다.
Table 9는 수정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로 구성개

념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잠재변수들의 수렴타

당도 및 판별타당도를 나타낸 것이다. 측정 변수의
유의성을 판단한 결과, 유의 수준 .05에서 과학적
태도의 측정 변수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학적 태도의 하위 요소 중 비판성(t=5.119)
로 측정 변수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판성(t= 
5.119)>창의성(t=4.601)>협동성(t=4.094)>자진성
(t=3.869)>개방성(t=3.670)>끈기성(t=3.133) 순으로 나
타났다. 비표준화 계수(β)는 변수를 측정할 때 척
도정보가 있는 그대로 반영되는 것으로 서로 다른

표본에서 산출된 경로계수를 비교할 수 있으나, 동
일한 표본에서 산출된 경로계수의 상대적 크기는

비교할 수 없다. 표준화 계수(β)는 모든 변수가 표
준화되어 각 변수가 원래 갖고 있던 척도정보는 사

라진 계수로서, 동일한 표본에서 산출된 경로계수
의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나, 다른 표본에서 산출된
표준화 경로계수와는 비교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표본에서 경로계수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하기 때문에 표준화 계수를 비교하였

다. 표준화 계수(β)는 최소 .50 이상이어야 하며, 
이상적으로는 .70이어야 하는 데, 과학적 태도의 측
정 변수는 모두 .70 이상으로 나타나, 모두 만족한
다고 볼 수 있다.
과학학습동기의 하위 요소 중 과학에 대한 학습

Latent 
variable

Observed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B)

Standardized 
coefficient(β)

S.E. t

Scientific 
attitude

→ Curiosity 1.000 .902

→ Open-mindedness  .492 .700  .134 3.670***

→ Critical-mindedness  .834 .847  .163 5.119***

→ Cooperation  .769 .749  .188 4.094***

→ Voluntariness  .546 .724  .141 3.869***

→ Endurance  .589 .629  .188 3.133**

→ Creativity  .885 .801  .192 4.601***

Scientific 
motivation

→ Self-efficacy in science 1.000 .513

→ Deep level strategy in science 1.870 .661 2.096 2.096*

→ Self-concept of ability in science 3.077 .898 2.427 2.427*

→ Value in science 2.534 .827 2.345 2.345*

→ Expectancy in science 3.207 .915 2.446 2.446*

→ Learning-focused goal orientation in science 2.636 .923 2.453 2.453*

*p<0.05, **p<0.01, ***p<0.001

Table 9. Path coefficient estimate of the correction model (n=20)

중심 목표 지향(t=2.453)으로 측정 변수 중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과학에 대한 학습 중심 목표 지향
(t=2.453)>과학에 대한기대(t=2.446)>과학에대한 자
아개념능력(t=2.427)>과학에 대한 가치(t=2.345)>과
학에 대한 심층적 전략(t=2.096) 순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계수(β)는 수정 모형의 과학학습동기의 측
정 변수는 모든 경로에서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

(2) 구조 모형의 검증

Fig. 4는 구조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를 나타낸
것이고, Table 10은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
과이다. 분석 결과, χ2(75)=146.596(p<.05)으로 나타
나, 설정된 모형이 자료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FI는 0.700, TLI는 0.637로 적정 기준

0.90보다 작게 나타났으나, 수용 기준인 0과 1.0 사
이에 포함되며, 적정 기준과 가깝게 측정되었다. 
구조모형의 분석결과는 Fig. 4와 같으며, 과학학

업성취도, 과학적 태도, 과학학습동기 간의 영향력
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모형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S.E.는 표
준오차를 나타내며, 구조모형의 세 경로 모두 표준
오차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과학학업성
취도가 과학적 태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β=.581(t=2.831, p<.05)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과학학업성취도가 과학학습동기에 미치는영
향력을 검증한 결과, β=.664(t=2.077, p<.05)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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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 of the structure model

χ2 p df CFI TLI

Structure model 146.596 .000 75 0.700 .637

Proper criteria - <.05 - >.90 >.90

Table 10. Goodness of fit test results of the structure model (n=20)

The path between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B)

Standardized 
coefficient(β)

S.E. t

Science achievement → Scientific attitude .029 .581 .010 2.831**

Science achievement → Scientific motivation .013 .664 .006 2.077*

Scientific attitude → Scientific motivation .058 .144 .086  .672

*p<0.05, **p<0.01

Table 11. Path coefficient estimate of the structure model   

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과학적
태도가 과학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결

과는 β=.144(t=0.672, p>.05)로 나타나 유의하지 않
은 결과를 보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과학적 태도가 과학학습동

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나, 과학적 태도→과학학습동기 경로를 삭제해도

모형의 적합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을 것임을 의미한다. 

각 잠재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 요인의 영향

력의 살펴보면 첫째, 과학적 태도의 하위 요인에서
는 호기심(β=.90)>비판성(β=.84)>창의성(β=79)>협
동성(β=.75)>자진성(β=.73)>개방성(β=.70)>끈기
성(β=.63)의 순으로 나타나, 하위요인들의 대부분
이 높은 설명력을 가졌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둘째, 과학학습동기의 하위요인에서는 과학에 대한
기대(β=.85)>과학에 대한 자아개념능력(β=.85)>과
학에 대한 학습중심 목표지향(β=.80)>과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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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β=.66)>과학에 대한 심층적 전략(β=.45)>과
학에 대한 자아효능감(β=.28)의 순으로 상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학
학습동기의 하위 요인 중에서는 과학에 대한 기대

(β=.85), 과학에 대한 자아개념능력(β=.85), 과학에
대한 학습중심 목표지향(β=.80), 과학에 대한 가치
(β=.66)에서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다.

(3) 매개 효과의 검증

Table 12는 구조 모형의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신뢰수준 95%에서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를 정리한 표이다.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과학학업성취도가 과학적 태도에 직접 효과로

0.581의 영향을 주며, 간접 효과의 영향을 받지 않
고, P=0.005(p<.05)로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과학학업성취도가 과학학습동기에 대하여 직
접 효과는 0.664, 간접 효과는 0.084, 총 효과는

0.748의 결과가 나타났으며, P=0.038(p<.05)로 유의
하다는 것을 결과를 얻었다. 셋째, 과학적 태도는
과학학습동기에 대하여 직접 효과 및 총 효과가

0.144, P=501(p>.05)로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
타났다. 
본 연구 결과, 과학학업성취도는 과학적 태도와

과학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과학적 태도는 과학학습동기에 직접적인 효과
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학업성취

Related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B) Standardized coefficient(β)

Total Direct Indirect Total Direct Indirect

Science achievement → Scientific attitude .029 .029 - .581** .581 -

Science achievement → Scientific motivation .015 .013 .002 .748* .664 .084

Scientific attitude → Scientific motivation .058 .058 - .144 .144 -

*p<.05

Table 12. Direct effect and indirect effect analysis of the structure model

Science achievement

Scientific attitude

Scientific motivation

.581

.664

.144

.34

.57

     Fig. 5. Research hypotheses verifiction

도→과학학습동기의 관계에서 과학적 태도의 매

개 효과 유의성여부를붓스트래핑의 BC(Bias-Corrected 
Percentile) 법으로 검정하였다. 과학학업성취도→과
학학습동기 경로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직접효과
(β=.664), 간접효과(β=.084), 총효과(β=.748)를 나
타냈다. 총효과의 p-value(.026, p<05)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직접효과의 p-value(.081, p>05), 간접효
과의 p-value(.764, p>.05)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 과학학업성취도→과학학습동기의 직접
효과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과학적 태도가

매개하였을 경우 총효과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

왔으므로 과학적 태도는 부분 매개효과를 가진다

고 할 수 있다. 

(4) 연구 가설 검증

Fig. 5는 구조모형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구가
설을 검증한 결과이다. 
첫째, 보편적 학습 설계를 적용한과학 수업을실

시한 실험 집단의 과학학업성취도가 과학적 태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β=.581(t=2.831, p<.05)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 가설이 검증되었다.
둘째, 보편적 학습 설계를 적용한 과학 수업을

실시한실험집단의과학학업성취도가과학학습동기

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β=.664(t=2.077, 
p<.05)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 가설이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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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보편적 학습 설계를 적용한 과학 수업을

실시한 실험 집단의 과학적 태도가 과학학습동기

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β=.144(t=.672, 
p>.05)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 가설
이 기각되었다.
넷째, 과학적 태도가 과학학업성취도와 과학학

습동기 간에 매개효과로 유의한지 검증한 결과, 총
효과의 p-value(.026, p<.05)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직접효과의 p-value(.081, p>.05), 간접효과의 p-value(.764, 
p>.05)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므로
과학적 태도는 과학학업성취도와 과학학습동기 간

에 매개효과가 있다고 나타나, 연구 가설이 검증되
었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 학습 설계를 적용한 과학

수업의 학습 성과 과학학업성취도, 과학적 태도, 과
학학습동기 간의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구조적 관계

를 살펴보고, 변인 간의 직․간접효과를 분석하였
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편적 학습 설계를 적용한 과학 수업의

학습 성과 중 과학학업성취도는 과학적 태도와 과

학학습동기에 유의한 직접 효과를 나타냈다. 과학
학업성취도와 과학적 태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검증한 선행 연구(Linda & Martha, 1982; Lee, 2005; 
Cho, 2007), 과학학습동기와 과학학업성취도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한 Kim(2014)의 결과와 같이, 과학
학업성취도는 과학적 태도 및 과학학습동기와 밀

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학
생의 요구와 흥미,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 목표 및
도전 수준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선택하고, 모든 학
생들이 학습에 참여하도록 하여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참여 방법의 제공’
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러므로
보편적 학습 설계를 적용한 과학 수업이 수업 참여

행동 및 상호작용을 높여 과학학업성취도를향상시

킨 것으로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Dymond et al., 
2006; You, 2010). 과학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과학
적 태도 및 과학학습동기 역시 높다는 것을 의미하

며, 나아가 보편적 학습 설계를 적용한 과학 수업
의 학업 성취를 높일수록 과학적 태도 및 과학학습

동기가 향상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둘째, 보편적 학습 설계를 적용한 과학 수업의

학습 성과 중 과학적 태도는 과학학습동기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적
태도와 과학학습동기는 단시간에 형성되지 않는

정의적 영역으로(Ahn et al., 2013), 보편적 학습 설
계를 적용한 과학 수업의 성과로서 과학적 태도가

과학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데 5학년 9차시, 6
학년 10차시의 수업으로 역부족이었다. 과학적 태
도와 과학학습동기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

인 연구 결과(Lee, 2012)와 비교하면 과학적 태도와
과학학습동기 간의 인과관계는 성립하지는 않지만, 
두 변수 간의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수정 모형의 모수치 추정 결과(Fig. 3)를 살펴보
면 과학적 태도와 과학학습동기 간의 상관관계(β= 
.53)가 다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학적 태도와
과학학습동기는 정의적 영역으로 서로 밀접한 관

련성을 가지고 있지만, 과학적 태도가 과학학습동
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

타났다. 
셋째, 보편적 학습 설계를 적용한 과학 수업의

학습 성과 중 과학적 태도는 과학학업성취도와 과

학학습동기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진다고

나타났다. 이것은 과학학업성취도가 과학학습동기
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과학적 태도의 영향은 유

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학업성취도가 높을
수록 높은 과학적 태도와 과학학습동기를 가지게

되며, 과학적 태도는 과학학업성취도가 과학학습동
기을 높이는 데 부분적으로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적 태도는 과학적 탐구활동을
통해 길러지며 과학을 학습하기 위한 원동력으로

과학학업성취도는 과학학습동기를 높이는 데 기여

하며, 과학적 태도는 과학학습동기를 향상시키는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학습 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과학학업성취도는 과학적 태도

및 과학학습동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과
학적 태도는 과학학습동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

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 학습 설계를 적용

한 과학 수업의 학습 성과로 과학학업성취도, 과학
적 태도, 과학학습동기로 설정하여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과학적 태도 외에 다른 매개 변수를

삽입하여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 다양한 종속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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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간의 관계성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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