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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과학진로 문화자본의 관점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들의 과학관련 진로 선택과 그 변화가 어떤 요인에 의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봄으로써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과학 분야로
의 진로 선택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
다.
이를 위해 연구목적에 맞게 설문지를 개발하여 일반계 여자고등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과학관련 진로를 선택
한 학생들의 과학진로 문화자본의 요인 및 특징을 알아보았다. 설
문 결과 과학관련 진로의 포기, 중간 선택, 유지한 경우에서 각각
4명씩의 참여자를 선별하였고, 1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심층면담
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을 통해 과학진로 문화자본의 각 요인이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외재적 자원을 기반으로 가정, 학교, 지역사회라
는 구조 안에서 의무 및 상호관계 규범을 통해 내재적 자원을 형
성하였다. 이 때 형성된 내재적 자원은 과학관련 진로에 대한 희
망 여부를 결정하였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서 학생
들이 과학관련 진로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는 내재적 자원의 요
인이 다양해지고, 그 영향도 증가하였다. 초등학교 때는 주로 과학
및 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를 중요시 한 반면, 고등학교로 가
면서 진로인식, 적성인식, 진로 가치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과학관
련 진로를 선택하였다.
둘째,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형성하는데 있어 초등학교 때
는 교육적으로 의도된 활동(학교 과학수업)과 일상적 활동(과학관
련 책, 만들기 키트 등)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중

- i -

학교, 고등학교로 가면서 학교 과학수업의 영향을 주로 받는 경우
가 많았다. 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의 형성은 초등학교
때는 동물 키우기, TV시청, 만화책 읽기와 같은 일상적 활동과 주
변 사람들(선생님, 간호사)과의 접촉으로 인해 도움을 받은 경험이
주로 영향을 주었다. 반면에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서 매우 다양
한 외재적, 내재적 자원들이 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셋째, 과학관련 진로를 꾸준히 유지한 학생들은 과학 및 과학관
련 직업에 대한 흥미를 바탕으로 외재적 자원을 끌어들이면서 흥
미를 갖는 과학 분야를 좀 더 세분화하고 과학관련 진로 선택을
구체화하였으며, 다양한 외재적 자원과 상호작용하여 내재적 자원
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주요어 : 과학진로 문화자본, 과학관련 진로선택, 과학 문화자본, 일반계
고등학생
학

번 : 2015-2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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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 과학교육은 왜 필요한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대답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할 것이다. 과학적 소양인을 기르는 것을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예비과학자를 양성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Woolnough(1997)는 과학교육의 목적을 3가지로 제시하였
다. 첫째, 과학적 소양인의 양성이다. 학생들이 과학의 위험과 한계를 인
식하고, 사회 속에서 과학의 역할을 이해하며,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학교육의 중요한 목적인 것이다. 둘째, 능력있는 학
생들이 고등교육기관에서 과학을 계속 공부하고 과학이나 기술 분야의
직업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위의 두 가지 목적을 충분히 이뤄내면
서 미래의 과학교사를 양성하는 것이다. Woolnough(1997)가 제안한 능
력있는 학생들이 과학이나 기술분야로 진로를 갖도록 하는 과학교육의
목적은 과학 기술 분야의 인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
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김현호, 2009). 따라서 과학교육을 통해 학생들
이 과학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 분야에 진출하도록 이
끄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학생들이 과학기술 분야에 진출하도록 이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과학관련 진로를 왜, 어떻게 선택하게 되는지 이
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과학관련 진로를 어느 시기에 어떤 일이
계기가 되어 선택하게 되는지를 아는 일은 과학관련 진로선택을 이끌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과학관련 진로선택과 관련된 연구는 외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 과학관
련 진로 선택의 요인, 진로 선택의 과정, 진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그 효과와 같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과학관련 진로선택의 배경
요인을 찾는 연구들에서는 가정 배경, 개인의 특성, 학교의 과학교육, 사
회문화적 배경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요인들을 밝혀내었다(Eidu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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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 Woolnough, 1993, 1994). 과학관련 진로선택의 과정에 대한 연구
로는 인과관계 모형으로 과학관련 진로선택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연구들
(Lent, Brown & Larkin, 1987; Rejskind, 1993; Wang & Staver, 2001)
과 사례연구를 통해 과학관련 진로선택의 과정을 서술하는 연구(Lewis
& Collins, 2001)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과학관련 진로선택에 대한 연구로는 과학자들의
진로 선택 과정의 부각요인에 대한 연구(장경애, 2004)와 학생들이 과학
관련 진로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들(김은희, 2005;
손은정, 2003; 윤진, 2002)이 주를 이루었다. 과학관련 진로선택과정을 다
룬 연구(윤진 & 박승재, 2003; 윤진, 2007)가 있기는 하지만 양적 연구를
통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만들고 인과관계를 분석하는데 그쳤다. 2000년
대 후반에 과학관련 진로선택에 대한 질적 연구들이 시도되기 시작하면
서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대한 새로운 접근들이 시도되었다. 이지영 등
(2009)은 과학과 과학학습에 대한 이미지를 통해 과학관련 진로선택에
대해 알아보았고, 강은희 등(2014)은 학생의 과학관련 정체성을 통해 진
로선택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학생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인식
을 파악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단기간 동안의 인식을 본다
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학생의 진로에 대한 인식은 시간에 따라 지속적
으로 변하며 이러한 변화가 학생의 진로선택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진로선택이란 장차 종사하고자 하는 장래의 희망 직업 분야 또는 희망
직업을 선택하고 그 분야에서 요구되는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합리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지적 준비과정을 의미한다(김충
기, 1998). 이러한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신체적 요인(예: 성
별, 건강, 개인의 체구)과 심리 정서적 요인(예: 흥미, 욕구, 감정, 가치),
환경적 요인(예: 부모의 직업이나 교육수준, 자녀에 대한 기대, 가정의
경제적 여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직업적 요인(예: 직업 특성, 직
업 조건, 취업 전망, 임금)이 있다(한국교육개발원, 1989). 특히,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부모, 학교, 지역사회에 대한 경험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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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Bourdieu(1984)의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은 학생들의
진로선택을 탐색하는 중요한 관점이다. Bourdieu(1984)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취향이나 태도가 계급적 속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 이
러한 문화적 취향을 문화자본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면서 문화자본의
개념을 ‘사회적으로 소유하거나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적 취향,
기술, 지식 혹은 관행’이라고 정의하였다. Bourdieu(1984)의 문화자본 개
념은 매우 넓고 모호하게 정의되지만 그것의 설명 잠재력은 매우 크며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어 교육 연구 분야에 넓게 적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

런던의

King's

college를

주축으로

한

ASPIRES(Science Aspirations and Career Choice: Age 10-14) 프로젝
트가 있다. ASPIRES 프로젝트는 어린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와 진
로 포부가 급격히 감소하는 이유를 탐색하기 위해 초등학교 6학년을 시
작으로 과학에 대한 교육 포부와 진로 포부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5년 동
안 추적한 종단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설문조사와 선별된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면담 자료를 바
탕으로 과학 관련 진로 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였다. 이 프
로젝트의 2013년 보고서(ASPIRES, 2013)의 연구 결과에서는 학생들이
과학 관련 진로에 대해 높은 포부를 보이는 데에는 가정에서의 과학 자
본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학생
들의 문화자본 및 과학 자본이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예상
할 수 있으며 그 관계 및 특징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
이다.
한편, 문화 자본에 대해 알아보는데 있어 문화자본이 사회적 맥락에 관
심을 두고 있는 논의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현진과 김영화(2010)는
개인이 경제적, 인적, 문화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관계
의 양과 질을 사회 자본이라 하여 문화 자본과 사회적 요소가 서로 연관
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조혜내(2014)는 문화자본에 사회자본의 요소인
구조(Form), 유대감, 신뢰감, 관심, 기대처럼 가족이나 지역 사회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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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되는 의무 및 상호관계 규범(Norms of obligation and reciprocity),
관계망 내에서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원 및 활동들(Resources)
을 도입하여 ‘과학문화 자본’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변인을 제안하였다.
조혜내(2014)가 제안한 과학문화 자본에는 과학관련 자본은 잘 나타나
있지만 진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설명하기에는 충분치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혜내(2014)가 제안한 과학문화 자본(Scientific cultural
capital) 개념을 바탕으로 ‘개인을 둘러 싼 사회 구조 내의 상호관계 속
에서 인지되는 신뢰, 관심, 기대와 그로 인해 투입, 생성되는 과학관련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 자원 및 활동’을 의미하는 ‘과학진로 문화자본
(Scientific career cultural capital)’을 개념화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과학관련 진로를 선
택하는데 어떤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지를 과학진로 문화자본 관점에서
알아보고, 과학진로 문화자본의 각 요인들이 학생들의 과학관련 진로선
택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질적 측면에서 파악하고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과학관련 분야 진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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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문제

이 연구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과학관련 진로를 선택하는데
어떤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지를 과학진로 문화자본이라는 관점을 통해
알아보고 과학진로 문화자본의 각 요인들이 학생들의 과학관련 진로선택
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질적 측면에서 파악하고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과학 분야로의 진로 선택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과학관련 진로를 선택한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과학진로 문화자본의
요인 및 특징은 무엇인가?
2) 과학진로 문화자본의 각 요인은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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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은 대도시의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로서, 지역적 특수성에 따른 표집의 문제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모든 지역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의 진로선택 변화와 그 이유에 대한 생
각을 묻는 설문지를 개발하여 1개의 일반계 여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12명의 학생을 선별
하여 사례연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 대상이 여학생에게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과학문화 진로자본의 성별에 따른 특징을 보거나 성차를
연구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한 데이터는 참여자와의 면대면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이다. 학생의 진로선택 변화를 조사하기 위한 연구방법
가운데 면담 방식은 학생들의 응답이 실제 상황에서 맥락화된 것이 아니
고 면담에서 고안된 것이라는 점, 면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응답의 모호성이 있다는 등의 제한점을 가진다(Aikenhead, 1988; Welzel
& Roth, 1998).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면담 방식에서 생길 수 있는 이러
한 제한점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맥락 또는 다양한 표현의 질문을 사용
하여 학생들의 응답을 수집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과학진로 문화자본의 관점을 바탕으로 일반계 고등학
교 학생의 진로선택 및 변화에 관한 양적, 질적인 탐구 및 논의를 시도
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타 학문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진로선택 변화 과
정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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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진로 선택(Career Choice)
1. 진로 선택의 개념
진로(career)란 한 개인의 일생동안의 직업발달과 그 과정, 그리고 내용
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용어로 인간이 일생을 통하여 수행하는 일의 총체
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한 직업을 평생 동안 고수하는 예가 많았기 때문
에 진로를 직업과 동일어로 취급하였으나, 현대에 와서는 과학 기술의
발전과 산업 사회로 변화됨에 따라 점차 직업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
기능도 많이 변화되어 진로와 직업을 구별하여, 진로는 개인이 종사하는
직업의 계열을 의미한다(김충기, 1998).
현대사회는 직업세계가 다양화되고 세분화되었으며, 신분이나 세습보다
는 개인의 선택과 적성을 중요시하고,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직장을 이
동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자기의 적성과 능력, 흥미에 맞는 직업
을 선택하고, 그 직업을 통해 성공을 거두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일반적으로 본인에게 맞는 직업을 찾고 탐색하는 과정을 진로
선택이라고 한다. 그리고 학문적으로 진로 선택(career choice)이란 개인
이 장차 종사하고자 하는 직업 분야를 선택하고 그 분야에서 요구되는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합리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지적 준비과정을 의미한다(김충기, 1998).
2.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이현림(1973)은 신체적 요인, 심리 및 정서적 요인, 환경적 요인과 우연
적 요인으로 분류하였고, 이정근(1992)은 능력 요인, 직업적 흥미,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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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가정 배경, 경제적 조건, 신체적 조건, 학교를 요인으로 들고 있다.
김충기(1989)는 주관적 요인으로서 인생관, 가치관, 욕구, 태도, 자아개념,
이상 등을 제시하였고, 객관적 요인으로 연령, 성, 지능, 적성, 흥미, 성
격, 성취동기, 학업성적, 신체조건 등을 제시하였다. 그 외에 사회, 경제
적 환경과 관련하여 부모의 직업 및 학력, 부모의 기대, 종교, 가치관, 직
업의 근무조건, 보수, 기회전망 등을 제시하고 있다. Tolbert(1974)는 직
업적성, 직업적 흥미, 인성, 성취도, 가족과 가정, 경제적 요인 등을 제시
하면서 이들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할 때 진로선택에 미치는 영
향은 더욱 커진다고 하였다. 학생들의 진로 및 직업 선택에 있어 가정이
나 부모의 영향에 주목한 연구들도 많다. 조찬성(2000)은 부모가 자녀에
게 권하고 싶은 직업과 아동의 희망 진로의 일치율이 73.3%로 매우 높
고 부모의 직업관이 아동의 진로 인식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지적
하면서 바람직한 진로교육을 위해 학생 뿐 아니라 부모 교육이 함께 이
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정철영(1999) 역시 우리 사회에서 자녀의
발달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은 지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진로교육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1989)은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작용하는 요인들을 크게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 직업적 요인으로 구분해 제시하기도 하였다.
개인적 요인은 개인의 체구, 성별, 건강 등의 신체적 요인과 흥미, 욕구,
감정, 가치 등의 심리 정서적 요인을 의미한다. 개인에 따라 자신의 개인
적 요인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다르고, 이것이 어떻게 진로 선택에 영
향을 주는지는 개인에 따른 차이가 크다는 특징이 있다. 환경적 요인은
가정 배경에 관련된 요인으로서 부모의 직업이나 교육수준, 자녀에 대한
기대, 가정의 전통과 종교, 가정의 경제적 여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
위, 부모의 가치관, 직업관 등을 들 수 있다. 직업적 요인은 직업 특성,
직업 조건, 취업 전망, 임금 등의 요인을 의미한다. 직업에 대한 정보는
그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자신
의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인 요인을 잘 알고 있다하더라도 직업 세계에
대한 정보가 없이는 자신이 선택한 직업을 찾기란 매우 어려울뿐더러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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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기에 앞서 직업 세계에
대한 정보 탐색이 필요하다.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리하면
<표 2-1>과 같이 요약된다.

<표 2-1>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자
이현림(1973)
이정근(1992)

김충기(1989)

Tolbert(1974)
조찬성(2000)
정철영(1999)

한국교육개발
원(1989)

요인
신체적 요인, 심리 및 정서적 요인, 환경적 요인, 우연
적 요인
능력 요인, 직업적 흥미, 인성, 학력, 가정 배경, 경제
적 조건, 신체적 조건, 학교
주관적 요인(인생관, 가치관, 욕구, 태도, 자아개념, 이
상)
객관적 요인(연령, 성, 지능, 적성, 흥미, 성격, 성취동
기, 학업성적, 신체조건)
직업 적성, 직업적 흥미, 인성, 성취도, 가족과 가정,
경제적 요인
부모의 직업관, 부모의 권유
부모
개인적 요인(체구, 성별, 건강, 흥미, 욕구, 감정, 가치)
환경적 요인(부모의 직업, 자녀에 대한 기대, 가정의
전통과 종교, 가정의 경제적 여건, 가정의 사회․경제
적 지위, 부모의 가치관, 직업관)
직업적 요인(직업 특성, 직업 조건, 취업 전망, 임금)

3. 과학관련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과학관련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
보면 진로선택 시기와 대상에 따라 그리고 학자가 진로선택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과학관련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게 제시
되어 있었다.
Woolnough은 FASSIPES(Factors that Affect a School's Success In
Producing Engineers and physical Scientists) 연구와 국제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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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lnough et al., 1997; Young, Fraser & Woolnough, 1997)를 통해
학생들이 과학 기술계로 진로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
보았다. 그 결과 과학적인 가정 배경, 학생의 능력, 성격, 과학기술계의
직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사회적 지위, 보수, 직업 만족감 등) 등과 같
은 학교 밖 요인들과 과학 수업의 질, 과학 교사의 경력, 학과목으로서의
과학 자체의 특성 등과 같은 학교 안 요인이 중요했다. 그리고 과학 경
연대회, 탐구과제수행, 학교와 산업계와의 연결프로그램과 같은 교육과정
외 활동, 장학금이나 진학에 유리한 점들도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또
과학 교육과정보다는 과학을 가르치는 교사가 더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진로 선택에서 가정의 요인을 강조하는 연구도 많이 있었다. Pascarella
와 Staver(1985)는 과학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진로선택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Sax(1992)는 남녀 학생들이 과학
과 관련된 진로를 계속 지향하거나 또는 포기하는 것과 관련된 요인을
조사한 결과, 부모의 직업이 과학과 관련된 진로를 선택하려는 생각을
유지시키는데 긍정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윤진(2001)은 과학과 관련된 진로 선택 요인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이
과학과 관련된 진로를 선택하는 이유 중 가장 많이 언급한 부분은 ‘과학
및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라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이 과학관련
진로를 바꾸게 되는 이유로는 ‘과학이 어려워서’, ‘적성이 맞지 않아서’,
‘흥미를 잃어버려서’, ‘새로운 진로 희망을 갖게 되어서’ 등의 이유를 제
시하였다.
손은정(2003)은 수도권 지역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관련
진로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여학생들은 남학생
들에 비해 과학 교사로부터 과학 관련 진로에 대해 영향을 적게 받고,
학교 안팎에서의 과학 관련 경험이 부족하며, 부모로부터 과학기술 분야
의 직업을 권유받는 비율이 낮아서 과학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비율이 낮
다고 보았다. 또,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과학 교과가 상급학교로 진학하
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했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과학 교사로부터 과학 관
련 진로에 대해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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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2005)는 경기도 소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관련 진로선택에
대해 연구한 결과, 과학을 개인적으로 선호할수록, 학교 안팎에서 과학과
관련된 경험을 많이 할수록, 과학 교사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과학 교
과가 진학에 유리하다고 생각할수록, 과학과 관련된 직업에 대해 긍정적
으로 인식할수록 학생들은 과학 관련 진로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또 성
별에 따라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과학에 대한 선호가 높고, 과학교사
나 학교에서의 과학수업으로부터 관련 진로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
는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과학과 관련된 TV 프로
그램이나 과학 잡지 등을 보는 것을 좋아하고, 기계를 수리하는 일 등과
같은 활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진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
였다. 과학관련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리하면 <표 2-2>와
같이 요약된다.

<표 2-2> 과학관련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자

Woolnough
(1993, 1994)

중요 요인
학교 밖 요인(과학적인 가정 배경, 학생의 능력, 성
격, 과학기술계의 직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사회
적 지위, 보수, 직업 만족감 등))
학교 안 요인(과학 수업의 질, 과학 교사의 경력,
학과목으로서의 과학 자체의 특성)

Pascarella &
Staver(1985)
Sax(1992)
윤진(2001)
손은정(2003)

김은희(2005)

과학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부모
부모의 직업
과학 및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
과학교사, 학교 안팎에서의 과학관련 경험, 부모로
부터의 권유
과학에 대한 개인적 선호, 과학관련 경험, 과학교사,
과학교과의 진학에 대한 유리함, 과학과 관련된 직
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학교에서의 과학수업, 과학
관련 TV 프로그램이나 과학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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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과학진로 문화자본
1.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의 개념
본 연구에서는 과학진로 문화자본이라는 관점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선
택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과학진로 문화자본의 이론적 토대를
이루는 문화자본 개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문화자본의 개
념을 알아보고자 한다.
문화자본이란 사회적으로 물려받은 계급적 배경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
성된 지속적인 문화적 취향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Bourdieu(1984)가 개념화하였다. Bourdieu(1984)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취향이나 태도가 계급적 속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문화적 취향을 문화자본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였다. Bourdieu(1984)
는 음악적 소양에서부터, 스포츠, 사진 찍기, 음식을 먹는 일 등과 같은
모든 문화 행위가 계급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문화적 행위나 취향, 안목 등은 교육수준 및 출신계급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Bourdieu(1984)는 자본의 개념을 경제적 의미를 넘어 확대시켜야 한다
고 보고, 자본이 작용하는 영역에 따라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으
로 구분하였다. 경제자본은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돈으로 전환이 가능
하고, 재산권의 형태로 제도화되어 있는 자본으로서, 토지, 공장, 노동과
같은 생산요소들과 수입, 유산, 물질적 재화와 같은 경제적 재화로 구성
된다. 사회자본은 공통적 속성을 가지고, 필요에 의해 형성된 관계로 인
해 뭉쳐진 사람들의 총체로 한 집단에 소속됨으로써 얻게 되는 자원으로
‘인맥’이란 개념에 가깝다. Bourdieu(1984)는 경제자본만으로는 어떤 지
위나 권력을 보장해주지 못한다고 보고, 다른 형태의 자본과 결합될 때
마침내 현실적인 권력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는데, 그러한 형태의 자본이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이다. 그 중 Bourdieu(1984)는 문화자본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다. 사회질서가 유지되고 계급이 재생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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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에서 경제자본보다 문화자본이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
이다. 물론 문화자본은 경제자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풍부한 문화
자본을 소유하던 가정도 경제적으로 쇠퇴하여 경제자본이 부족하게 되면
더 이상 문화자본을 소유하기 어렵게 되어 이전에 누리고 있던 문화수준
을 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Bourdieu(1984)는 문화자본이 부모가 가진 문화자본을 그대로 상속한
상속자본과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성취한 성취자본으로 구분된다고 하
였다. Bourdieu(1984)는 문화 자본을 많이 보유한 부모를 둔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문화 자본을 보다 손쉽게 교육적 자질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보면서 문화 자본을 습득하는데 있어서 어린 시절의 초기 사
회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상속 자본의 효과를 강조하였다.
반면에 Bourdieu(1984) 이후 미국에서 이루어진 문화자본에 관한 연구
들은 문화 자본의 습득에 관해 지나치게 초기 사회화 과정을 강조하였다
고 비판하였다(Erickson, 1996; 양은경 외, 2002). Erickson(1996)은 부모
가 어떤 문화적 취향을 가지고 있는가보다 학생들이 성장과정에서 고급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별도의 교육을 받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가정에서만이 아닌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 새로운 문
화적 취향을 습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미국의 사회학자들이
Bourdieu(1984)의 논의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하였지만, 문화자본에 대한
Bourdieu(1984)의 논의는 자본이 반드시 물질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자본이나 사회적 자본과 같이 비물질적 형태의 자본도 사회
관계 내에서의 권력과 영향력의 중요한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
시켜 주어, 현대 사회학 이론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이론적인 함의를
제공하였다(양은경 외, 2002).
한편, 과학관련 진로선택에서 문화자본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문
화자본의 사회적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논의들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Coleman(1988)은 학업 성취와 관련하여 학생의 발달에 대한 부
모의 관심, 부모와 지역사회에 의해 인지되는 사회적 규범과 믿음, 부모
외의 가족 내 다른 성인들의 존재 및 그들과의 유대감, 주변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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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신뢰감, 대화 정도, 학습지원 활동, 관심 등의 사회 자본이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하지만 대화 정도, 학습지원 활동, 관심 등은 어린 시절
초기 사회화 과정에서 습득된 자본으로서 문화자본과도 연관되는 요소라
고 할 수 있다. 김경근(1999)은 아무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높은 수
준의 지적 문화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들 자원을 아동의 발달을 위
하여 투입하도록 하는 부모와 아동 사이의 관계 형성이 없다면, 이들 자
본이 아동의 교육적 성취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다고 하였으
며,

이를

통해

문화 자본과

사회 자본의 연관관계를 강조하였다.

Laureau(1989)는 자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적 지위가 부모에 의해
효과적으로 이용될 때 문화 자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의 연계를 강조하였다. Ralph B.(2014)는 이러한 주장을 인용하
면서 문화자본과 사회 자본은 상호 배타적일 수 없는 관계임을 강조하였
고 문화 자본에 사회 자본의 요소를 도입하면 개념이 더 풍부해진다고
하였다. 이처럼 문화자본과 사회 자본의 경계는 분명치 않으며 따로 분
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문화자본에 사회 맥락적인 요소가 포
함될 때 개념이 더 풍부해지며 교육적 현상들을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
다.
2. 과학문화 자본(Scientific cultural capital)
본 연구에서는 과학진로 문화자본 관점에서 과학관련 진로 선택에 영향
을 미치는 자원 및 활동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조혜내(2014)가 제시한 과학문화자본 변인틀과 본 연구의 설문 문항 중
각 시기별 진로 희망 선택 이유를 토대로 과학진로 문화자본 변인을 구
성하였다. 이에 조혜내(2014)가 제안한 과학문화자본의 개념을 알아보고
자 한다.
조혜내(2014)는 문화자본의 사회적 측면에 주목하고 Ralph. B(2014)가
문화자본 및 사회 자본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제시한 구조(Form), 의무
및 상호 관계 규범(Norms of obligation and reciprocity), 상품 및 활동

- 14 -

등의 자원(Resources)을 이용하여 과학문화 자본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
다. 구조(Form)는 개인을 둘러 싼 구조적 측면, 형태 및 네트워크의 폭,
관계의 특징 및 강도 등을 의미하고, 의무 및 상호관계 규범(Norms of
obligation and reciprocity)은 관계 속에서 인지되어 투입되는 유대감, 신
뢰감, 기대 등의 사회적 규범 및 의무를 의미하며, 자원(Resources)은 이
러한 것들의 결과로 획득되는 자원 및 활동을 의미한다. 조혜내(2014)는
문화 자본에 이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여 정의함으로써 기존 개념의 의
미를 풍부하게 하였다. 또한 문화 자본의 자원을 과학과 관련된 ‘과학 관
련 자원 및 활동’으로 제한함으로써 '과학문화 자본'이라는 개념을 도입
하고 변인을 제안하였다. 이 때 제안한 과학문화 자본 변인은 <표 2-3>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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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과학문화 자본 변인(조혜내, 2014)
과학관련
상품 및 서적
설계된
과
학
관
련
활
동

과학관련
기관 방문
교육적으로
의도된
과학 활동

과학관련 소프트웨어, 스마트폰, 레고상자,
전자키트, 과학관련 서적, 교과서, 잡지,
DVD, 인터넷 전용선 등 보유
과학관, 박물관, 문화센터, 야외활동, 학교캠
프 등을 참여한 경험

학교 안과 밖에서 과학 관련 수업 참여 경험
(방과후 학교, 학교 실험 수업 등)
자원
학원 수강 경험
과학서적 등을 읽는 정도
일상적
인터넷 검색, 스마트 폰, TV잡지, 영화 등을
활동 및
통해 과학 지식을 접한 경험
기타
과학관련 문제집 풀기
본인의 과학과 과학적 직업에 대한 흥미, 호
기심, 관심
내재적 자원
가족 및 친척, 친구와 학업 대화를 나누는
정도
관계를 맺는 사람들 간의 신뢰감, 친밀감, 유
대감
의무 및 상호 관계규범
과학에 대한 주변의 관심, 기대, 인식
가족 및 주변 사람들의 직업 선호
가정, 학교, 지역사회 기관 등 네트워크의 폭
구조
네트워크 내에서 관계를 맺는 사람들
가족관계, 부모의 직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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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진로 문화자본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요인은 대상 및 시기
에 따라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 직업적 요인이 매우 복잡하게 상호작
용하여 영향을 준다. 그리고 진로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대한 진로선택
이론도 연구자의 관점과 중요시 하는 부분에 따라 특성요인 이론, 의사
결정론, 심리 이론, 사회 이론, 발달이론 등 다양한 이론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모든 이론이 완벽하게 진로선택을 설명하지는 않는다. 이처럼 진
로 선택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며 한 사람의 전 생애를 포괄하고 있는 문
제이다. 따라서 진로선택은 통합적이며 맥락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런던의 King's college를 주축으로 한 ASPIRES(Science Aspirations
and Career Choice: Age 10-14) 프로젝트는 어린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와 진로 포부가 급격히 감소하는 이유를 탐색하기 위해 초등학교 6
학년을 시작으로 과학에 대한 교육 포부와 진로 포부가 어떻게 변화되는
지 5년 동안 추적하는 종단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이 과학
관련 진로에 대해 높은 포부를 보이는 데에는 가정에서의 과학 자본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Archer et al., 2013). 이 연구
결과는 학생들의 문화자본 및 과학 자본이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문화자본과 진로선택의 연관성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조혜내(2014)는 문화자본에 사회자본의 요소인 구조(Form), 의무 및 상
호 관계 규범(Norms of obligation and reciprocity), 상품 및 활동 등의
자원(Resources)를 도입하고, 문화 자본의 자원 중 과학과 관련된 자원
인 ‘과학 관련 자원 및 활동’으로 제한함으로써 과학문화 자본을 정의하
였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을 둘러 싼 사회 구조 내의 상호관계 속에서
인지되는 신뢰, 관심, 기대와 그로 인해 투입되는 과학 관련 자원 및 활
동‘으로 과학문화 자본(Scientific cultural capital)을 개념화하였으며, 과
학 관련 포부가 높은 초등학생들의 과학문화 자본의 특징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과학문화 자본이 과학관련 포부 및 진로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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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조혜내(2014)가 제안한 과학
문화 자본은 과학관련 자본은 잘 나타나 있지만 진로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을 설명하기에는 충분치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혜내(2014)가
제안한 과학문화 자본(Scientific cultural capital) 개념을 바탕으로 과학
진로 문화자본(Scientific career cultural capital)을 정의하고자 한다. 특
히 Ralph. B(2014)가 제안한 과학문화 자본의 구조(Form), 의무 및 상호
관계 규범(Norms of obligation and reciprocity), 상품 및 활동 등의 자
원(Resources)이라는 틀을 기반으로 하였을 때 자원(Resources)을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 자원 및 활동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과학
진로 문화자본(Scientific career cultural capital)을 정의하면, ‘개인을 둘
러 싼 사회 구조 내의 상호관계 속에서 인지되는 신뢰, 관심, 기대와 그
로 인해 투입, 생성되는 과학관련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 자원 및 활
동’으로 개념화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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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절차
연구 절차는 <그림 3-1>과 같이 크게 4단계로 나뉜다. 첫 단계에서는
문헌 연구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진로선택 변화를 알아보는 설문지를 개
발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6년 4월에 일반계 여자고등학교 1개
교 2학년 학생 174명을 대상으로 진로선택 변화와 그 이유, 과학관련 경
험 및 흥미, 부모의 직업 및 과학지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
문 결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과학관련 진로를 한번이라도 선
택하고, 진로희망 선택 이유를 성실하게 응답한 143명의 설문 결과를 분
석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설문 결과와 조혜내(2014)
의 과학문화자본 변인을 바탕으로 과학관련 진로선택에 영향을 주는 문
화자본을 의미하는 ‘과학진로 문화자본’의 변인을 추출하고, 학생들의 과
학진로 문화자본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설문 결과를
이용하여 면담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면담 대상자는 초등학교 때부터 현
재까지 지속적으로 과학관련 진로를 희망한 경우, 초등학교 때는 과학관
련 진로를 희망하였지만 현재는 과학관련 진로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초등학교 때는 과학관련 진로를 희망하지 않았지만 현재 과학관련 진로
를 희망하는 경우에서 각 4명의 학생을 선정하였으며 최대한 다양한 사
례의 학생을 선정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선정된 학생들에게 연구 목
적과 면담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이들 가운데 연구에 참여하는데 동의
한 12명을 대상으로 반 구조화된 심층 면담을 2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면담은 2016년 8월에 진행되었고, 모든 면담은 녹음․전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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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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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참여자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설문 결과를 이용하여 과학관련 진로를 희망하
거나 희망한 경험이 있는 학생 중에서 본 사례 연구에 참여하고자 희망
하는 학생들(12명)을 담임교사의 추천과 학부모의 동의(IRB는 사전 심
의)를 거쳐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초등학교 때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과학관련 진로를 희망한 경우, 초등학교 때는 과학
관련 진로를 희망하였지만 현재는 과학관련 진로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초등학교 때는 과학관련 진로를 희망하지 않았지만 현재 과학관련 진로
를 희망하는 경우에서 각 4명의 학생을 선정하였으며 최대한 다양한 사
례의 학생을 선정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학생의 진로선택 변화는 <표
3-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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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학생들의 진로선택 변화

진로

코드명

초등학교

중학교

A1

수의사

과학교사, 회사원

A2

과학

시기별 희망진로

학생

과학자,
발명가

고등학교
기획 및 홍보
관리자

변화
포기

발명가, 배우

배우, 영화감독

포기

A3

화학 교사

역사학자

교육계열 전문가

포기

A4

수의사

초등학교 교사

포기

B1

가수

초등학교 교사
돈을 많이

치위생사

선택

B2

초등학교 교사

심리 상담사

B3

역사교사

간호사

방사선사
대기 분야 종사자

B4

초등학교 교사

치과의사

간호사

선택

C1

약사

약사, 간호사

간호사

유지

C2

탐정

천문학 연구원

유지

C3

수의사

수의사, 외과의사

천문학 연구원
수의사, 외과의사,

C4

간호사

화학계열 연구원

버는 직업

- 22 -

반도체기술공학자,

항공관제사
정보보안 전문가

선택
선택

유지
유지

제 3 절 자료 수집
1. 설문 조사
설문지는 진로선택, 과학관련 요인, 환경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
으로 <표 3-2>와 같이 구성하였다. 진로선택 영역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시기별 진로희망을 묻는 문항과 그 진로희망을 선택한 이유
를

묻는

문항을

포함한다.

진로희망을

묻는

문항은

Scherz

&

Oren(2006)의 과학 기술 관련 직업 분류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고등학생
의 이해 수준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직업 분류로는 (1) 과학적 직
업(물리학자, 화학자, 생물 학자, 지구과학자, 수학자 등), (2) 기술적 직
업(컴퓨터 공학자, 로봇 공학자, 식품영양학자, 조경학자, 환경학자, 컴퓨
터 기술자, 프로그래머, 전기 기술자, 수리 정비사 등), (3) 과학적 지식
을 사용하는 직업(과학/기술/수학 교사, 발명가, 과학기자 등), (4) 의료
관련 직업(의사, 한의사, 간호사, 수의사, 약사 등), (5) 위의 분류에 해당
하지 않는 직업(언론인, 연예인, 예술가, 요리사/미용사, 운동선수, 판매
원, 회사의 경영자, 회사원/은행원, 경찰관/소방관, 공무원, 과학/기술/수
학 외 과목 교육자, 군인, 법관, 사회학자, 상점주인, 성직자 등), (6) 기
타를 제시하였고 선택한 이유를 서술형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 문항
은 과학관련 진로희망을 한 학생을 찾고, 진로 희망에 영향을 준 요인을
추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포함하였다.
과학관련 요인 영역은 각 시기별 과학관련 경험과 과학관련 흥미를 묻
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과학관련 경험을 묻는 문항에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과학관련 활동이나 경험과 그 이유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과학관련
흥미를 묻는 문항은 이철재(2016)의 과학관련 흥미 측정 5단계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과학 관련 책이나 글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과학 수업은 재미있다’, ‘과학 수업시간이 기다려진다’, ‘내가
과학을 하는 이유는 과학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과학에서 배우는 것들
에 대하여 흥미와 관심이 있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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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설문 내용
영역

문항 형태

문항 수

진로

각 시기별 진로 희망(초, 중, 고)

선다형

3문항

선택

각 시기별 진로 희망 선택 이유(초, 중, 고)

서술형

3문항

과학

각 시기별 과학관련 경험(초, 중, 고)

서술형

3문항

관련
요인
환경적
배경

과학관련 흥미
부모의 직업
부모의 과학 지향

5점 리커트
척도형
선다형
5점 리커트
척도형

5문항
1문항
3문항

환경적 배경 영역은 부모의 직업을 묻는 문항과 부모의 과학지향을 묻
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부모의 직업을 묻는 문항은 진로선택을 묻는
문항과 같이 Scherz & Oren(2006)의 과학기술 관련 직업 분류를 참고하
여 작성하였으며, 부모의 과학지향을 묻는 문항은 Gilmartin et al.(2006)
이 제작한 5단계 척도의 3문항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모님은 과학이 재미있다고 생각 하신다’, ‘부모님은 내가 과학
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하신다’, ‘내가 장래희망으로 과학 관련
직업을 생각한다면 부모님은 좋아하실 것이다’였다. 과학관련 요인과 환
경적 배경을 묻는 문항은 학생의 문화자본의 정도를 파악하고 인터뷰 대
상자를 선정하는데 참고하기 위해 포함하였다. 설문지는 예비조사를 거
쳐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 졌고, 과학교육 전문가 3명의 검토를 통해 내
용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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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층 면담
면담은 담임교사가 제공한 학교 공간에서 방과 후에 개별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개인당 2회 실시하였다. 연
구자는 과학관련 진로선택과 문화자본에 관한 문헌 연구(Archer et al.,
2010; Aschbacher et al., 2010; Hazari et al., 2010; 강은희, 2015; 조혜
내, 2014) 및 과학관련 진로선택에 영향을 주는 과학진로 문화자본 요인
을 바탕으로 심층면담을 위한 반구조화된 질문을 구성하였다. 면담 내용
은 희망진로 및 그 변화, 개인적 배경, 환경적 배경과 상호작용, 과학관
련 요인, 미래 진로에 대한 전망 영역으로 나뉜다. 희망진로 및 그 변화
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안 자신의 진로가 어떻게 변했는지
와 그 이유를 중심으로 질문하였다. 그리고 개인적 배경, 환경적 배경과
상호작용, 과학관련 요인, 미래 진로에 대한 전망에 대한 질문을 통해 각
시기별로 과학진로 문화자본 중 어떤 요인들이 학생들의 과학관련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았다. 1차 면담은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
지를 중심으로 질문하였으며, 2차 면담에서는 1차 면담 내용을 확인하고
좀 더 자세한 질문이 필요한 내용을 심도있게 질문하였다. 면담에서 사
용한 질문에 대한 개요는 <표 3-3>에 정리하였고, 구체적인 질문은 부
록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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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심층면담의 개요
영역
면담 내용
- 초등학교, 중학교, 현재 장래 희망
희망 진로 및 그
변화

- 각 진로 선택 이유
- 진로 희망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준 요인
- 장래 희망을 위한 노력
- 학생 본인의 성격, 기질

개인적 배경

- 진로 희망 선택에 대한 자기 기질의 영향
- 여학생이라는 사실이 진로 선택에 준 영향
- 학생 자신에 대한 평가
- 부모님의 직업, 학력

환경적 배경과
상호작용

- 학생에 대한 부모님의 기대
- 부모님의 진로에 대한 조언
- 진로 선택에 부모/형제의 영향
- 진로에 대한 친구와의 대화
- 인상깊은 과학 수업 및 활동
- 과학에 대한 흥미 변화 및 이유

과학관련 요인

-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친 사람
- 과학 능력에 대한 자신의 평가

미래 진로에 대한
전망

- 진로 선택에 과학관련 경험 및 흥미가 준 영향
- 진로 결정시 고민사항
- 자신이 원하는 미래의 삶
- 이러한 생각이 진로 선택에 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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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자료 분석
1. 변인 추출
본 연구에서는 조혜내(2014)가 제시한 과학문화자본 변인틀과 본 연구
의 설문 문항 중 각 시기별 진로 희망 선택 이유를 토대로 과학진로 문
화자본 변인을 구성하였다. 조혜내(2014)는 Ralph. B(2014)가 문화자본
및 사회 자본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제시한 구조(Form), 의무 및 상호 관
계 규범(Norms of obligation and reciprocity), 상품 및 활동 등의 자원
(Resources)을 이용하여 과학문화 자본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구조
는 ‘개인을 둘러 싼 구조적 측면, 형태 및 네트워크의 폭, 관계의 특징
및 강도’ 등을 의미하고 의무 및 상호관계 규범은 ‘관계 속에서 인지되어
투입되는 유대감, 신뢰감, 기대 등의 사회적 규범 및 의무’를 의미한다.
상품 및 활동 등의 자원은 ‘이러한 것들의 결과로 획득되는 자원 및 활
동’을 의미한다.
조혜내(2014)가 제안한 과학문화 자본에는 과학관련 자본은 잘 나타나
있지만 진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설명하기에는 충분치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혜내(2014)가 제안한 과학문화 자본(Scientific cultural
capital) 개념을 바탕으로 과학진로 문화자본(Scientific career cultural
capital)을 정의하였다. 과학진로 문화자본은 ‘개인을 둘러 싼 사회 구조
내의 상호관계 속에서 인지되는 신뢰, 관심, 기대와 그로 인해 투입, 생
성되는 과학관련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 자원 및 활동’으로 개념화 될
수 있다.
과학진로 문화자본의 구체적인 변인 추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조혜내
(2014)의 과학문화자본 변인은 자원, 의무 및 상호관계 규범, 구조로 크
게 나눌 수 있다. 연구자는 이 변인을 기본 틀로 하여 학생들이 과학관
련 진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한 설문 결과를 참고하여 과학관련 진로 선
택에 영향을 주는 자원 및 활동을 의미하는 ‘과학진로 문화자본’ 변인을
구성하였다. 가장 먼저 과학문화 자본 변인 중 ‘자원’ 변인의 구조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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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과학진로 문화자본’ 변인을 구성하였다. 과학문화 자본 변인 중
‘과학관련 상품 및 서적’ 변인은 보유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일상적 활동 및 기타’ 변인과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많았다. 이에 두 변
인을 통합하여 ‘일상적 활동’ 변인으로 수정하고 ‘과학관련 상품 및 서적’
변인은 제거하였다. 설문 결과 학생들이 과학관련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
어 ‘과학관련 활동’만의 영향을 받는다고 말하기 힘들었다. 이에 ‘과학관
련 활동’ 변인으로 자원의 영역을 제한하지 않고 ‘일상적 활동’ 변인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추가하였다. 설문 내용을 참고하여 추가한 결과 관련
‘직업을 조사한 경험, 관련 직업에 대한 정보를 들은 경험, 일상의 놀이
및 활동 경험(만들기, 애완견 기르기, 가르치기, 화장품 사용, 장난감 자
동차 가지고 놀기 등), 도움을 받은 경험,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본 경험,
관련 진로와의 잦은 접촉’ 항목을 추가할 수 있었다. ‘교육적으로 의도된
과학 활동’ 변인은 설문 결과와 비교해본 결과 교육적으로 의도되었지만
과학 활동이 아닌 것이 많이 발견되어 변인의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었
다. 교육적으로 의도되었지만 과학활동이 아닌 활동의 예로는 봉사활동,
진로체험, 기아체험 등을 들 수 있다. 그래서 ‘교육적으로 의도된 과학
활동’ 변인을 ‘교육적으로 의도된 활동’으로 수정하고 그 하위 범주를 ‘학
교 안과 밖에서 과학관련 수업에 참여한 경험’, ‘학교 안과 밖에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설계된 과학관련 기관
방문’ 변인은 ‘교육적으로 의도된 활동’의 하위 항목으로 수정하였다. 마
지막으로 ‘교육적으로 의도된 활동’ 변인과 ‘일상적 활동’ 변인을 묶어서
‘외재적 자원’으로 단순화하였다.
다음으로 과학문화 자본 변인 중 ‘내재적 자원’ 변인의 세부내용을 추가
하여 ‘과학진로 문화자본’의 변인을 구성하였다. 과학문화 자본 변인 중
‘내재적 자원’ 변인은 설문 결과와 비교해본 결과 기존의 세부 사항이었
던 ‘본인의 과학 및 과학적 직업에 대한 흥미, 호기심, 관심’, ‘가족 및 친
척, 친구와 학업 대화를 나누는 정도’만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예를 들
어, 적성, 경제적 이유, 취업, 직업 안정성, 직업의 미래 전망을 이유로
든 것은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설문 결과를 참고하여 ‘내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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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변인의 하위 항목을 상세하게 추가하였다. 그 결과 ‘내재적 자원’
변인의 하위 항목으로는 ‘과학 또는 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
호감’외에 ‘과학관련 진로에 대한 진로 인식’, ‘과학관련 진로에 대한 자
신의 적성 인식’, ‘진로관련 가치’ 항목을 추가할 수 있었다. 과학문화 자
본 변인 중 ‘구조’ 변인은 좀 더 단순화하여, 가정, 학교, 지역사회 세 항
목으로 수정하였다. 연구자에 의해 구성된 변인은 과학교육 전문가 3인
의 검토와 수정을 통해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과학진로 문화자본의 변인
은 <표 3-4>와 같이 단순화 할 수 있었다.
<표 3-4> 과학진로 문화자본의 변인 개요
외재적
자원

교육적으로 의도된 활동
일상적 활동
과학 및 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
호감

자원
내재적
자원

과학관련 진로에 대한 진로 인식
과학관련 진로에 대한 자신의 적성 인식
진로관련 가치
의무 및 상호 관계규범

구조(네트워크 내에서 관계를 맺는 사람들)

2. 설문 분석
변인 추출을 통해 추출한 과학진로 문화자본 변인을 기본 틀로 하여 과
학관련 진로를 선택한 학생들이 해당시기에 과학관련 진로를 선택한 이
유를 알아보았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 과학관련 진로를 선택하지 않
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과학관련 진로를 선택한 학생은 중학교, 고등학
교 때 해당 진로를 희망한 이유에 해당하는 서술형 문항을 보고, 과학진
로 문화자본 변인 중 해당하는 항목을 찾았다. 하나의 응답이 1개 이상
의 항목을 포함하면 모두 영향을 준 것으로 처리하였다. 분석 방법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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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예시와 같다.
예시 1) 어릴 때 자주 아파서 병원에 종종 갔었는데, 병원에서 간호사분
들이 잘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하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 구조(간호사), 외재적 자원(일상적 활동-도움을 받은 경험), 내재적
자원(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
예시 2) 흉부외과 의사, 드라마 뉴하트를 보고 흉부외과에 관해 찾아보
다가 비록 외과라서 엄청 힘들지는 모르지만 매력있는 직업이라고 생각
해서
-> 외재적 자원(일상적 활동-미디어 및 서적 접촉 경험), 외재적 자원
(일상적 활동-관련 직업을 조사한 경험), 내재적 자원(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
위와 같이 설문 응답을 분석하여 과학관련 진로를 선택한 학생들의 과
학진로 문화자본의 특징을 양적으로 분석하였다. 총 응답수를 전체로 하
여 각 항목의 응답수를 확인하고 그 비율을 계산하였다. 이를 통해 첫째,
과학 관련 진로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준 요인과 그 비율을 비교하였다.
둘째, 내재적 자원, 외재적 자원, 구조, 의무 및 상호관계 규범의 영향을
비교하였다. 셋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변화에 따라 과학관련
진로선택의 요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자에 의해 설문
분석이 이루어진 이후 2회에 걸쳐 검토 및 보완이 이루어 졌고, 과학교
육 전문가 3명의 검토를 통해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3. 심층 면담 분석
심층 면담 결과는 과학진로 문화자본 변인을 기준으로 코딩하였고 각
항목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관계를 그림으로 구성하였다. 그리
고 외재적 자원, 내재적 자원, 구조, 의무 및 상호 관계 규범의 각 요소
가 어떤 부분에서 나타나고 과학관련 진로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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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에 구조화하였다. 그 후 학생들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전체 모형 및 관계, 세부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 검토하였다.

<그림 3-2> 과학진로 문화자본 요인과 진로선택 사이의 관계 구조
의무 및 상호
외재적

관계 규범
──>

자원

내재적

──>

자원

<──

<──

과학관련
진로
선택/미선택

구조

자료 분석 및 해석은 수집된 자료에 나타난 내용을 읽고 코딩하여 영역
을 분리하고 분석하였다(Spradly, 2016). 또, 연구의 타당도 확보를 위하
여

자료에

대한

삼각검증(data

triangulation)과

연구자

삼각검증

(investigator triangulation)을 실시하였다. 자료에 대한 삼각검증은 자료
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면담, 문서, 설문 등과 같은 다양한 자료
를 수집하였으며, 연구 과정 및 맥락을 상세히 기술하여 자료 해석에 있
어서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연구자 삼각검증은 구성원
간 검토(member checking)와 동료 검토(peer-checking)를 활용하였다.
구성원 간 검토는 자료 분석 결과와 해석의 초안을 연구 참여자에게 보
내어 피드백을 받았다. 동료 검토는 먼저 연구자가 각 학생이 과학관련
진로를 선택한 각 시기에 영향을 받은 내재적 자원을 면담 전사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여 정리하였으며, 각 내재적 자원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
단되는 외재적 자원, 의무 및 상호관계 규범, 구조를 추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 학생에게 시기별로 과학관련 진로 선택에 영향을 준 과
학진로 문화자본의 요인들을 정리한 결과는 과학교육 전문가 3인의 검토
와 수정을 거쳤으며 이를 통해 연구자의 해석이 자의적이거나 잘못된 부
분이 없는지 검토함으로써 타당도를 확보하였다(곽영순, 2009). 그리고
불일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석 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합
의에 이른 내용에 대해서만 결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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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일반계 고등학생의 과학관련 진로 선택 및 변화에 영향
을 준 요인과 특징, 각 세부 요인이 진로선택에 준 영향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 1 절에서는 과학관련 진로
를 선택한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과학진로 문화자본의 요인을 알아보고
특징을 양적으로 분석하였다. 제 2 절에서는 과학진로 문화자본의 각 요
인이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진로선택에 미친 영향을 질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제 1 절 과학관련 진로를 선택한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과학진로 문화자본의 요인 및 특징
1. 과학진로 문화자본의 요인
과학진로 문화자본(Scientific career cultural capital) 관점에서 과학관
련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 자원 및 활동을 알아본 결과는 <표 4-1>
에 제시하였다. 설문 결과 학생들은 과학관련 활동의 영향만으로 과학관
련 진로를 선택하지는 않았다. 환경보호, 봉사활동, 진로 프로그램, 기아
체험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과학관련 진로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과학관, 대학 연구실을 방문한 경험도 영향을 주었다. 과학관련
진로선택에 영향을 준 일상적 활동도 과학 서적이나 과학문제집 뿐 아니
라 일반 드라마나 영화 등 미디어의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일상적 활동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았는데, 관련 직업을 조사하거나 정
보를 들은 경험, 일상 놀이와 활동을 통해 해당 직업을 접한 경험, 해당
직업 종사자에게 도움을 받은 경험, 해당 직업과의 잦은 접촉 등 직업과
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포함한 ‘일상적 활동’들이 영향을 준 것으로 나
타났다. 과학 및 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 과학관련 진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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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진로 인식, 과학관련 진로에 대한 적성 인식, 진로관련 가치를 포함한
‘내재적 자원’들도 과학관련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 영향을 준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관계를 맺는 사람에 대한 신뢰감, 친밀감, 유대감, 호감
과 가족 및 주변 사람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 및 과학 직업 선호를 포함
하는 ‘의무 및 상호 관계규범’이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으
며, 이 때 가정, 학교, 지역사회를 포함한 구조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모습을 보였다.

- 33 -

<표 4-1> 과학진로 문화자본의 요인
학교 안과 밖에서 과학 관련 수업에 참여한 경험(방과후 학교, 학교 실험 수
교육적으로 의도된 활동

업, 학원 수강 경험 등)
학교 안과 밖에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환경보호, 봉사활동, 진로 프
로그램, 기아체험 등)
과학관련 기관 방문(과학관, 박물관, 대학 연구실 등을 견학, 방문한 경험)
미디어 및 서적 접촉 경험(과학서적, 스마트 폰, 컴퓨터, TV, 잡지, 영화, 과

외재적
자원
일상적 활동
자원
과학 및 과학관련
직업에의 흥미와 관심
과학관련 진로에 대한
내재적

진로 인식

자원

과학관련 진로에 대한
적성 인식
진로관련 가치

의무 및 상호 관계규범
구조(네트워크 내에서 관계를 맺는
사람들)

학 문제집, 과학 교과서, 소프트웨어 등)
관련 직업을 조사한 경험, 관련 직업에 대한 정보를 들은 경험
일상의 놀이 및 활동 경험(만들기, 애완견 기르기, 가르치기, 화장품 사용 등)
도움을 받은 경험,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본 경험
관련 직업과의 잦은 접촉
과학에 대한 흥미, 호기심, 관심, 호감
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 호기심, 관심, 호감
과학관련 직업 및 관련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과학 관련 진로, 분야의 미래 활용 가능성 및 비전에 대한 인식
과학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바램
진로 적성에 대한 인식
과학 관련 능력에 대한 인식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시 생각하는 가치(돈 잘버는 직업, 남에게 도움
이 되는 직업, 보람있는 직업, 취업이 잘 되는 직업, 직업의 안정성 등)
관계를 맺는 사람에 대한 신뢰감, 친밀감, 유대감, 호감
가족 및 주변 사람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 및 과학 직업 선호
가정(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친척)
학교(선생님, 친구)
지역사회(의사, 간호사, 약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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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진로 문화자본의 특징
가장 먼저

과학관련

진로선택에

영향을 주는

과학진로

문화자본

(Scientific career cultural capital)의 요인을 양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4-1>과 같다. 내재적 자원(44%)이 가장 큰 영향을 주며,
외재적 자원(28%), 의무 및 상호관계 규범(12), 구조(16%)가 일정 부분
진로선택에 영향을 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1> 과학관련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 과학진로 문화
자본 요인의 비율

의무 및
상호
관계규범
, 12%

구조,
16%

외재적
자원,
28%

내재적
자원,
44%

다음으로 과학진로 문화자본 세부요인의 영향을 비교하여 보았으며, 그
결과는 <그림 4-2>와 같다. 내재적 자원의 영향을 보면 학생들은 과학
과목이 좋거나 관심이 있어서 과학관련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24%)도
있지만, 과학관련 직업 자체에 관심을 보임(20%)으로써 과학관련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 과학 및 과학관련 직업에 대해 갖는 학생들
의 흥미와 관심뿐 아니라, 과학관련 진로에 대한 진로 인식, 적성 인식,
진로관련 가치에 대한 인식이 학생들의 과학관련 진로선택에 매우 중요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과학관련 진로선택에 있어 ‘과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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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학습에 대한 흥미’와 ‘과학진로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
전의 연구(윤진, 2002)와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과학관련 직업
에 대한 흥미와 적성인식, 진로관련 가치의 중요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외재적 자원의 경우 교육적으로 의도된 활동보다는 드라마를 보고 의사
나 간호사가 되기를 희망하거나 강아지를 키우고 강아지를 좋아하게 됨
으로써 수의사를 희망기도 하였으며 특히, 일상적 활동(70%)의 영향이
매우 컸다. 이를 통해 과학관련 진로선택에 있어서 교육적으로 의도된
활동뿐 아니라 일상적 활동이 과학관련 진로선택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이 과학관련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고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의무 및 상호관계 규범은 과학에 대한 주변의 관심(44%)보다 관계를 맺
는 사람의 영향(56%)이 조금 더 컸다. 예를 들어, 과학 선생님이 좋아서
과학 선생님을 희망했다거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해당 진로를
선택했다는 응답이 다수 보였으며 이를 통해 과학에 대한 주변의 관심보
다 관계를 맺는 사람이 진로 선택에 있어 조금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조의 영향은 부모의 영향력(55%)이 직․간접적으로 가장
컸으며 조부모, 형제자매, 친척이나 선생님의 영향도 간접적으로 나타났
다. 또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의 영향도 간접적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
어, 부모님이나 언니의 직접적인 권유로 해당 진로를 선택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할머니나 동생이 아픈 모습을 보고 의사나 간호사를 진로
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과학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시거나 과학
선생님을 좋아해서 과학 선생님을 진로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친
절하게 치료해주신 의사나 간호사와의 경험을 통해 의사나 간호사를 진
로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 내 진로지도의 영향
력이 매우 크다는 기존의 연구(황여정, 2007)와 일치하는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학생이 주변 사람과 관계에서 맺는 호의나 경험이 관계를 맺은
사람의 직업에 대한 흥미로 발전된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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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과학진로 문화자본 세부요인의 영향
1) 내재적 자원
적성
인식,
10%
진로
관련
가치,
24%
진로
인식,
22%

2) 외재적 자원

과학에
대한
흥미,
24%
과학
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
20%

3) 의무 및 상호관계 규범

주변의
과학에
대한
관심 및
과학
직업
선호,
44%

교육적
으로
의도된
활동,
30%

일상적
활동,
70%

4) 구조

지역
사회,
16%

관계를
맺는
사람에
대한
친밀감,
56%

학교,
29%

가정,
55%

다음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변화에 따른 과학관련 진로선택
요인의 변화를 알아본 결과는 <그림 4-3>과 같다.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서 학생들의 내재적 자원의 영향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를 통해 내재적 자원의 영향이 과학관련 진로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역할
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시에 내재적 자원의 영향이 증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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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무엇이고, 이것이 과학관련 진로선택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
보는 것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3> 초중고 변화에 따른 과학진로 문화자본 요인의 비율 변화

80%

76%

70%
60%

56%

외재적
자원

50%
40%
30%
20%
10%
0%

44%
28%

28%

16%
15%

11%

6%
3%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

5%

내재적
자원

의무 및
상호
관계규범
구조

마지막으로 각 요인별로 세부요인의 변화를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그림 4-4>와 같다. 고등학교로 가면서 외재적 자원 중 일상적 활동의
영향은 감소하고 교육적으로 의도된 활동의 영향이 증가하였다. 이것은
중․고등학교에서 진로프로그램과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논의한 기존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임현정, 2013).
초등학교 때는 일상 활동을 통해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직업을 인식
하는 반면에 중, 고등학교로 가면서 교육적으로 의도된 활동의 영향이
증가하며, 이러한 모습은 진로교육의 영향 증가와 그 중요성을 우리에
알려주기 때문이다. 내재적 자원 각 요소의 영향은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의무 및 상호관계 규범은 관계를 맺는 사람에 대한 신뢰감, 친
밀감, 유대감, 호감보다 주변사람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 및 과학직업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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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영향이 증가하였다. 또 가정의 영향은 고등학교로 갈수록 크게 증
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고등학교로 가면서 주변 사람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 및 과학직업 선호의 영향이 증가한 것은 학생들이 성장하면서
직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인식하는 방법이 해당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직접적인 접촉에서 주변사람의 권유나 기대로 변해가기 때문으로 생각된
다. 또 가정의 영향이 증가한 것은 주로 이러한 권유나 기대가 가족 구
성원인 부모나 형제, 자매에 의해 공급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 39 -

<그림 4-4> 초중고 변화에 따른 과학진로 문화자본 세부요인의 비율 변화
1) 외재적 자원

100%
90%
80%
61%

60%

59%
41%

40%
39%

교육적으로
의도된 활동
일상적 활동

20%
10%
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 내재적 자원

60%

과학 및
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

50%
46%

48%

40%
30%
20%

25%
23%

23%

42%

진로 인식

25%
23%

적성 인식

19%
10%
0%

6%

10%

1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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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관련
가치

3) 의무 및 상호관계 규범

70%
65%

67%

67%

60%

관계를 맺는
사람에 대한
신뢰감

57%

55%
50%
45%

주변의
과학에 대한
관심 및 과학
직업 선호

43%

40%
35%

33%

33%

3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4) 구조

90%
80%

77%

70%
60%

60%
가정

50%
40%
30%

학교

40%
33%

20%

지역사회
15%
8%

10%
0%
초등학교

0%
중학교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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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과학진로 문화자본의 각 요인이 일반계 고등학
생들의 진로 선택에 미친 영향
제 1 절에서 학생들의 과학진로 문화자본 중 내재적 자원의 영향이 가
장 컸으며 그 영향은 중학교, 고등학교로 변하면서 더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에 학생들이 과학관련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내재적
자원의 영향을 증가시키는 요인을 자세히 살펴보고, 다른 과학진로 문화
자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내재적 자원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1. 진로 선택 시기에 따른 과학진로 문화자본의 요인 및 상호작용의 특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각각 과학관련 진로를 선택했던 학
생들의 인터뷰를 분석하여 그 당시 과학관련 진로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었던 요인 및 그 상호작용의 특징을 알아보았다. 인터뷰 분석 결과 학
생들은 <그림 3-2>에 제시한 것과 같이 외재적 자원을 기반으로 가정,
학교, 지역사회라는 구조 안에서 의무 및 상호관계 규범을 통해 내재적
자원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이 때 형성된 내재적 자원은 과학관련 진로
에 대한 희망 여부를 결정하였다. 이에 진로 선택 시기에 따라 과학관련
진로선택에 영향을 준 내재적 자원들을 알아보고 이에 영향을 준 외재적
자원에 대해 알아보았다.
1) 초등학교 때 과학관련 진로선택에 영향을 준 과학진로 문화자본의 요
인 및 상호작용의 특징
초등학교 때 과학관련 진로를 선택한 학생들은 총 8명이었다.(중간 포
기 4명, 계속 유지 4명) 가장 먼저 각 학생들이 그 당시 과학관련 진로
를 선택할 때 영향을 준 내재적 자원을 정리해 보았다. 그 결과는 <표
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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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초등학교 때 과학관련 진로선택에 영향을 준 내재적 자원
학생
A1
A2
A3
A4
C1
C2
C3

내재적 자원
과학관련 직업(수의사)에 대한 흥미
과학에 대한 흥미 높음
과학(특히 발명)에 대한 흥미 증가
과학에 대한 흥미 높음
과학관련 직업(화학 선생님)에 대한 흥미
과학관련 직업(수의사)에 대한 관심
과학에 대한 흥미 높음
과학관련 직업(약사)에 대한 흥미
과학관련 직업(탐정)에 대한 흥미
과학에 대한 흥미 높음
과학관련 직업(수의사)에 대한 흥미
과학에 대한 흥미는 높음
과학관련 직업(간호사)에 대한 흥미와 관심

C4

진로 관련 가치(보람있는 직업)
과학(특히 화학관련 내용)에 대한 흥미 높음

전체적으로 과학에 대한 흥미와 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가 과학관련
진로를 선택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을 알 수 있었다. 초등학교 때
는 주로 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총 8가지 사례 중 7가지 사례), 과학에 대한 흥미가 그 다음을 차지하였
다(총 8가지 사례 중 6가지 사례). 그 외의 요인은 적은 부분을 차지하였
다(총 8가지 사례 중 1가지 사례).
다음으로 내재적 자원의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알아보았다. 내재적
자원 중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과학관련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었다
고 대답한 학생은 총 8명 중 6명이었다.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형성
하는데 영향을 준 요인이라고 이 학생들이 제시한 것들은 <표 4-3>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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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초등학교 때 내재적 자원(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
학생
A2

내재적 자원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
외재적 자원 : 일상적 활동(만들기 키트, 과학관련 책 읽
기), 발명 영재 활동

A3

외재적 자원 : 일상적 활동(내일은 실험왕 책 읽기)

C1

외재적 자원 : 초등학교 4학년 때 과학수업

C2
C3
C4

외재적 자원 : 일상적 활동(why, 내일은 실험왕 등의
책)
외재적 자원 : 학교 과학수업
외재적 자원 : 일상적 활동(why 책 읽기), 과학수업 및
실험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크게 2가지를 제시하였다. 초등학교 때는 만들기 키트, 내일은 실험
왕, WHY 등의 책을 읽는 일상적 활동이 영향을 준 경우(6가지 사례 중 4
가지 사례)와 학교 과학수업, 발명 영재 활동 등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과학
교육이 영향을 준 경우(6가지 사례 중 4가지)가 많았으며 두 가지가 동시
에 영향을 준 경우도 있었다(6가지 사례 중 2가지 사례). 이를 통해 초등학
교 때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가정에서의 과학관련
매체에 대한 노출과 학교에서의 과학수업 노출이 둘 다 중요함을 알 수 있
었다.
내재적 자원 중 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과학관련 진로 선택
에 영향을 주었다고 대답한 학생은 총 8명 중 7명이었다. 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 요인이라고 이 학생들이 제시한
것들은 <표 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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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초등학교 때 내재적 자원(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와 관
심)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
학생
A1

A3

내재적 자원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
외재적 자원 : 일상적 활동(할머니 강아지와 논 경험, 동
물농장 시청-수의사가 멋있다고 생각함)
내재적 자원 : 과학에 대한 흥미 높음
외재적 자원 : 학교 과학 수업, 구조 : 선생님
의무 및 상호관계 규범 : 과학 선생님들이 과학을 재미
있게 잘 가르쳐 주심, 과학 선생님을 좋아함

A4

외재적 자원 : 일상적 활동(동물을 키움)
외재적 자원 : 큰 언니의 권유, 구조 : 언니

C1

의무 및 상호 관계규범 : 언니의 약사에 대한 선호, 언니
에 대한 신뢰감

C2
C3

C4

외재적 자원 : 일상적 활동(TV시청, 만화책(코난))
외재적 자원 : 반려동물 키우기(햄스터에 애정이 많이
감. 햄스터가 아픈 것을 보고 치료되는 것을 봄)
외재적 자원 : 약한 몸, 잦은 병원 방문, 의사와 간호사
의 잦은 접촉 및 도움, 구조 : 지역사회(간호사)
의무 및 상호관계규범 : 간호사 분이 친절하셨고 멋있다
고 생각함. 보람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함

초등학교 때 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
요인은 동물 키우기, TV 시청, 만화책 등의 일상적 활동을 통해 직업을 접
함으로써 해당 직업에 흥미를 갖는 경우가 많았다(총 7가지 사례 중 4가지
사례). 또 선생님과 간호사와의 접촉에 의해 도움을 받고 해당 직업에 흥미
를 갖는 경우도 많았다(총 7가지 사례 중 2가지 사례). 반면에 가족의 권유
에 의해 해당 진로에 흥미를 갖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총 7가지 사례 중 1
가지 사례). 대부분 외재적 자원 중 일상적 활동이 과학관련 진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 이유는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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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때는 진로에 대해 구체적인 모습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으며 부모님도
아직 자녀의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시기이기 때
문이라고 생각된다. 또 학생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직업에 기반하여
자신의 진로희망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
다.
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초등학교 때 과학관련 진로선택에 영향을 준 과
학진로 문화자본의 요인 및 상호작용의 특징을 정리하면 <그림 4-5>와
같다. 초등학교 때는 주로 과학에 대한 흥미, 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흥
미, 두 가지 내재적 자원의 영향을 받아 과학관련 직업을 선택하는 모습
을 보였다. 이 때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생긴 계기는 교육적으로
의도된 활동(학교 과학수업)과 일상적 활동(내일은 실험왕, Why 도서를
읽은 경험)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는
동물 키우기, TV 시청과 같은 일상적 활동과 선생님, 간호사의 도움을
통해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 호감이 영향을 주어 형성되는
경우가 많았다. 면담에서 답한 학생 C3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
다.
연구자: 언제부터 동물을 키웠어요?
C3: 그냥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계속… 막 햄스터 키우고 고슴도

치 키우고…
(중략)
연구자: 중학교 때까지? 그러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계속 키우면
서… 그게 어떻게 영향을 준거 같아요?
학생: (중략) 수의사 선생님이 되게 잘 수술을 해주셔서… 수술이 잘 되
서…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수의사가 되고 싶었던거 같아요.
(중략)
연구자: 과학을 특별히 더 배우려고 뭘 찾거나 그런거예요? 아니면 보통

그냥 수업이나 그런걸 통해서 흥미가 생겼던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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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수업…
연구자: 과학을 좋아했던게 진로선택에는 어떻게 영향을 준거 같아요?
C3: 아무래도 과학을 좋아하고 수의사에 관심도 있으니까 수의사가 되고

싶었던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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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초등학교 때 과학관련 진로선택에 영향을 준 과학진로 문화자본의 요인 및 상호작용의 특징
외재적 자원
내재적 자원

교육적으로 의도된 활동 (학교 과학수업 )

과학에 대한

일상적 활동 (만들기 키트 , 내일은 실험왕 ,

흥미와 관심

WHY)

진로

일상적 활동(동물을 키우기, TV 시청,

선택

만화책)
일상적 활동(도움을 받은 경험)

과학관련

과학관련 직업에
의무 및 상호관계 규범
구조(선생님,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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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흥미와 관심

2) 중학교 때 과학관련 진로선택에 영향을 준 과학진로 문화자본의 요인 및
상호작용의 특징
중학교 때 과학관련 진로를 선택한 학생들은 총 7명이었다.(중간 포기 1
명, 중간 선택 2명, 계속 유지 4명) 각 학생들이 그 당시 과학관련 진로를
선택할 때 영향을 준 내재적 자원을 정리해 보았다. 그 결과는 <표 4-5>
와 같다.
<표 4-5> 중학교 때 과학관련 진로선택에 영향을 준 내재적 자원
학생
A1

내재적 자원
과학관련 직업(과학교사)에 대한 흥미와 관심
적성 인식(자신이 이과적 성향이 있다고 생각)

B3

과학에 대한 흥미 증가

B4

과학관련 직업(간호사)에 대한 흥미
과학관련 직업(치과의사)에 대한 흥미
과학에 대한 흥미 증가
과학에 대한 흥미 높음

C1

과학관련 직업(약사)에 대한 흥미

C2

과학관련 직업(간호사)에 대한 흥미
과학에 대한 흥미 증가(별에 대한 신기함, 감동)
과학(보건 의료)에 대한 흥미의 관심

C3

과학관련 직업(외과의사)에 대한 흥미와 관심
적성 인식(의료 분야에 자신이 적합하다는 인식)
과학에 대한 흥미 증가
적성 인식(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 중요시)

C4

진로 인식(진로에 대한 전망)
과학관련 진로(화학계열 연구원)에 대한 흥미
과학(특히 화학관련 내용)에 대한 흥미 높음

중학교 때는 과학에 대한 흥미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와 과학관련 직업
에 대한 흥미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각각 총 7가지 사
례 중 6가지 사례), 적성 인식의 영향을 받은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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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가지 사례 중 3가지 사례). 진로 인식의 영향을 받은 경우가 소수 보
이기도 하였다(총 7가지 사례 중 1가지 사례).
다음으로 중학교 때 내재적 자원의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알아보았
다. 내재적 자원 중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과학관련 진로 선택에 영
향을 주었다고 대답한 학생은 총 7명 중 6명이었다.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 요인이라고 이 학생들이 제시한 것들은 <표
4-6>과 같다.

<표 4-6> 중학교 때 내재적 자원(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 형성에 영
향을 준 요인
학생
B3

내재적 자원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
외재적 자원 : 학교 과학수업(과학수업을 중학교에 들어
와 본격적으로 들으면서 재미를 느낌)
외재적 자원 : 학교 과학수업(중1 과학선생님께서 실험도

B4

자주 하시고 알기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 주심, 열심히

C1
C2

한만큼
외재적
외재적
외재적

C3
C4

성적도 잘 나옴)
자원 : 방과후 과학실험
자원 : 천문관측경험
자원 : 월드비전 기아체험, 학교 과학 수업(좀 더

자세히 배움)
외재적 자원 : 과학수업 및 실험

중학교 때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 요인은 학교
과학수업이나 방과후 수업 등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과학교육활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총 6가지 사례 중 5가지 사례), 천문관측경험이나
월드비전 기아체험 등 학교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도 영향을 주었
다(총 6가지 사례 중 2가지 사례). 이를 통해 중학교 때 과학에 대한 흥미
와 관심을 형성하는데 있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과학수업 활동이 매우 중
요함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과학수업 외에
과학관련 문화자본이 부족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중학교 때 내재적 자원 중 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과학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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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었다고 대답한 학생은 총 7명 중 6명이었다. 과학관
련 직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 요인이라고 이 학생
들이 제시한 것들은 <표 4-7>와 같다.

<표 4-7> 중학교 때 내재적 자원(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
학생

A1

B3

내재적 자원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
외재적 자원 : 일상적 활동(과학 선생님과의 접촉)
구조 : 선생님
의무 및 상호관계 규범 : 과학 선생님이 잘 가르치고 개인
적으로도 친해서 과학 선생님을 좋아함
외재적 자원 : 일상적 활동(의학드라마 시청)
외재적 자원 : 주위의 권유(아버지가 치과의사인데 주변에
서 아버지가 치과의사니까 본인도 치과의사와 관련된 일을

B4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권유를 자주 들음)
구조 : 아버지, 의무 및 상호 관계규범 : 치과의사로서 아버
지의 모습을 보고 치과의사란 어떤 직업인지 생각해보게
됨
외재적 자원 : 일상적 활동(의학 다큐멘터리 시청)
외재적 자원 : 일상적 활동(아픈 오빠, 언니와 어머니의 직
업), 구조 : 오빠, 언니, 어머니
의무 및 상호관계규범 : 오빠(나이차가 적은 다운증후군인

C1

오빠가 있음, 몸이 약함, 아픈 사람에 대해 동정하는 마음
을 가지며 오빠와 가장 친하다고 생각함, 오빠에 대한 친밀
감, 유대감, 돕고 싶은 마음), 어머니, 언니(어머니는 치위생
사, 큰언니는 간호사, 작은 언니는 치위생사로 일해 의료

C3

계통에 관심을 가지게 됨)
내재적 자원 : 과학(보건 의료)에 대한 흥미의 관심
외재적 자원 : 진로에 대한 정보 검색

C4

내재적 자원 : 과학(특히 화학)에 대한 흥미 높음, 진로 인
식(진로에 대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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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때 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 요
인은 의학 드라마 시청이나 의학 다큐멘터리 시청 등 일상적 활동이 영향
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총 6가지 사례 중 2가지 사례), 그 영향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과 같은 내재적 자원의 영향이 나타나
기 시작했다(총 6가지 사례 중 2가지 사례). 그리고 선생님, 부모님, 언니,
오빠 등의 구조가 의무 및 상호관계 규범과 상호작용하여 다양한 외재적
자원을 생성하여 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형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총 6가지 사례 중 3가지 사례) 예를 들어 B4는 아버지가 치과
의사인데 주변에서 아버지가 치과의사니까 본인도 치과의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권유를 자주 듣고 치과의사로서 아버지의 모습
을 보고 치과의사란 어떤 직업인지 생각해보고 관심을 갖는 것을 볼 수 있
었다. 반면에 C1은 나이차가 적은 다운증후군인 오빠를 보고 아픈 사람에
대해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며 오빠에 대한 친밀감, 유대감이 동시에 간호
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동시에 치위생사
인 어머니와 간호사인 큰언니를 통해 의료계통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중학교 때 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은
미디어를 통한 간접 접촉과 주변 사람의 직업을 통한 직접 접촉이 주로 영
향을 주고,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과 같은 내재적 자원이 조금씩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학교 때 내재적 자원 중 과학관련 진로에 대한 자신의 적성 인식이 과
학관련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었다고 대답한 학생은 총 7명 중 3명이었다.
과학관련 진로에 대한 적성 인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 요인이라고 이
학생들이 제시한 것들은 <표 4-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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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중학교 때 내재적 자원(적성 인식)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
학생

내재적 자원에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외재적 자원 : 일상적 활동(아버지와 오빠의 모습)
구조 : 아버지, 오빠

B3

의무 및 상호 관계규범 : 기계를 잘 다루시는 아버지와 컴퓨터
를 잘 다루는 오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이과적인 성향이 있
다는 생각을 함

C3

외재적 자원 : 학교 수업(해부 실험)

C4

외재적 자원 : 학교 수업(붕어 해부 실험)

중학교 때 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자신의 적성 인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 요인은 크게 학교 수업 활동(총 3가지 사례 중 2가지 사례)과 일상적
활동(총 3가지 사례 중 1가지 사례)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학교수업 활동
인 직접적인 해부실험 경험을 통해 의료분야에 자신이 적당하다고 인식하
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였고, 기계를 잘 다루시
는 아버지와 컴퓨터를 잘 다루는 오빠의 모습과 같은 일상적 활동을 통해
자신이 이과적 성향이 있다고 인식하기도 하였다(총 3가지 사례 중 1가지
사례).
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중학교 때 과학관련 진로선택에 영향을 준 과학진
로 문화자본의 요인 및 상호작용의 특징을 정리하면 <그림 4-6>과 같다.
중학교 때 과학관련 진로선택에 영향을 준 요인은 초등학교 때 영향을 준
두 가지 내재적 자원에 적성 인식의 영향이 추가되었다. 중학교 때는 주로
교육 활동(학교 과학수업)을 통해 과학에 대한 흥미가 생겼으며, 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는 일상 활동(의학 드라마와 의학다큐멘터리 시청, 부모
님, 과학 선생님과의 접촉, 관련 직업과의 접촉 및 권유)의 영향으로 생성
되었다. 그리고 적성인식은 학교 과학수업에서의 해부실험과 같은 구체적
인 경험과 일상적인 가족의 모습을 통해 형성되었다. 또, 과학에 대한 흥미
와 같은 내재적 자원이 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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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면담에서 답한 학생 B3의 사례로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연구자 : 오빠가 컴퓨터 분해하고, 조립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내

가 저런데 영향을...
B3: 받은 거 같아요...
(중략)
연구자 : 그러면 간호사는 왜 하고싶었던 거예요?
B3: 제 적성이 이과에 맞는거 같고... 텔레비전도 본거 같고... 제가 의학

드라마도 봤었고... 제가 옛날에 많이 아팠데요... 그래서 그런것도 있는
거 같아요... 과학도 재미있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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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중학교 때 과학관련 진로선택에 영향을 준 과학진로 문화자본의 요인 및 상호작용의 특징
외재적 자원

내재적 자원

교육적으로 의도된 활동(학교 과학수업, 학교

과학에 대한

외부 교육활동)

흥미와 관심

일상적 활동(의학 드라마, 의학 다큐멘터리
시청)

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일상적 활동(과학 선생님과의 접촉,

의무 및 상호관계 규범

관련직업과의 접촉 및 권유)

구조(선생님, 가족)

흥미와 관심

교육적으로 의도된 활동(학교 과학수업-해부
실험)

적성 인식
일상적 활동(가족의 모습)

의무 및 상호관계 규범

구조(가족)

- 55 -

과학관련
진로 선택

3) 고등학교 때 과학관련 진로선택에 영향을 준 과학진로 문화자본의 요
인 및 상호작용의 특징
고등학교 때 과학관련 진로를 선택한 학생들은 총 8명이었다.(중간 선
택 4명, 계속 유지 4명) 가장 먼저 각 학생들이 그 당시 과학관련 진로
를 선택할 때 영향을 준 내재적 자원을 정리해 보았다. 그 결과는 <표
4-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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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고등학교 때 과학관련 진로선택에 영향을 준 내재적 자원
학생

내재적 자원
진로 인식
적성 인식

B1

진로 관련 가치
과학관련 직업(치위생사)에 대한 흥미
과학에 대한 흥미 증가
진로 인식
적성 인식

B2

과학(물리)에 대한 흥미 증가
진로 관련 가치
과학관련 직업(반도체 기술 공학자)에 대한 흥미
과학관련 직업(방사선사)에 대한 흥미
적성 인식

B3

과학(지구과학)에 대한 흥미 증가
과학관련 직업(대기관련 분야 종사자)에 대한 흥미
적성 인식

B4

과학관련 직업(간호사)에 대한 관심
과학에 대한 흥미 높음
과학관련 직업(간호사)에 대한 흥미

C1

C2

C3

과학(생물)에 대한 흥미 높음
적성 인식
과학(천문학)에 대한 흥미 증가
적성 인식
과학(생물, 물리)에 대한 흥미와 관심 증가
과학관련 직업(관제사)에 대한 흥미와 관심
적성 인식
진로관련 가치
과학(컴퓨터 공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

C4

진로 인식
과학관련 직업(정보보안 전문가)에 대한 흥미
진로 관련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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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때는 총 8가지 사례 중 과학에 대한 흥미가 8가지 사례, 과학
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가 7가지 사례, 적성 인식이 7가지 사례, 진로 인
식이 3가지 사례, 진로관련 가치가 4가지 사례로 과학관련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 내재적 자원이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
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때 내재적 자원의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알아보
았다. 내재적 자원 중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과학관련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었다고 대답한 학생은 총 8명 중 8명이었다.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 요인이라고 이 학생들이 제시한 것들은 <표
4-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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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고등학교 때 내재적 자원(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
학생
B1

내재적 자원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
외재적 자원 : 학교 과학수업(과학을 필요성에 의해 좀
더 열심히 하여 성과가 나옴)
내재적 자원 : 적성 인식(본인의 진로가 이과에 적당하다

B2

고 인식)
외재적 자원 : 이과 선택, 학교 수업
외재적 자원 : 학교 과학수업(지구과학 수업-고1때 지구

B3

과학 수업을 들으면서 대기와 우주 파트가 재미있다고
생각)
외재적 자원 : 학교 과학수업(과학의 원리를 배우고 그것

B4

이 실험을 통해 증명되며 실생활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과목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C1

간호사를 진로로 선택
외재적 자원 : 천문관측 동아리 활동, 천문관측 동아리

C2

연합회 부회장, 시민관측회 주최
구조 : 친구, 의무 및 상호관계 규범 : 천문활동을 통해
동아리원과의 신뢰감, 유대감 형성
외재적 자원: 학교 과학수업(각 과목별로 세분화하여 수

C3

업)
수의사, 외과의사를 진로로 선택
외재적 자원 : 컴퓨터 공학에 대한 학교 수업(중학교 3학

C4

년 때 기술가정 시간에 C언어의 기본과 스크래치라는 프
로그램을 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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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때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 요인은
주로 학교 수업이 많았지만(총 8가지 사례 중 5가지 사례), 본인의 적성
이 이과에 적당하다고 적성을 인식하여 이과를 선택함으로써 과학에 대
해 흥미를 갖는 경우도 있었고(총 8가지 사례 중 2가지 사례), 과학관련
진로를 선택한 것이 과학에 대한 흥미를 증가시켰다고 한 경우도 소수
발견되었다. 또, 천문 관측 동아리 활동과 같이 개인적인 관심을 통해 이
루어진 활동이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고등학교 때 과학에 대한 흥미가 형성되는데 있어서 외재적 자원
의 공급도 필요하지만 적성 인식과 진로 선택, 자기 주도적 외재적 자원
의 수용 등의 자기 결정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고등학교 때 내재적 자원 중 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과학관
련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었다고 대답한 학생은 총 8명 중 7명이었다. 과
학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 요인이라고 이
학생들이 제시한 것들은 <표 4-11, 표 4-12>와 같다.

- 60 -

<표 4-11> 고등학교 때 내재적 자원(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와 관
심)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1)
학생

내재적 자원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
내재적 자원 : 적성 인식(걱정을 많이 하는 본인의 성향
인식), 진로 인식(취직이 잘되는 것에 대해 중요하게 생

B1

각, 이과 관련 진로의 비전 인식), 진로 관련 가치(적정
수준의 돈을 벌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않는 직업을
원함)
외재적 자원 : 일상적 활동(진로에 대한 정보 검색)
내재적 자원 : 진로 인식(취직이 잘되는 것에 대해 중요하
게 생각, 이과 관련 진로의 비전 인식), 적성 인식(본인의

B2

진로가 이과에 적당하다고 인식), 진로 관련 가치(본인이
원하는 정도의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직업)
외재적 자원 : 일상적 활동(진로에 대한 정보 검색)
외재적 자원 : 대기관련 학과 탐방, 대기관련 책 읽기, 지
구과학 선생님과의 상담
구조 : 선생님

B3

의무 및 상호 관계규범 : 대기와 우주 파트에 흥미를 느
끼던 중 진로에 대해 지구과학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더 구체화하게 됨, 평소에 선생님
에 대한 호의적인 마음이 함께 작용함.
내재적 자원 : 과학(지구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

B4

외재적 자원 : 의학 다큐멘터리 시청

- 61 -

<표 4-12> 고등학교 때 내재적 자원(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와 관
심)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2)
학생

내재적 자원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
외재적 자원 : 일상적 활동(의학 다큐멘터리 시청, 간호관
련 책 읽기, 간호관련 신문 스크랩 정리)
구조 : 오빠, 언니, 어머니
의무 및 상호관계규범 : 오빠(나이차가 적은 다운증후군인

C1

오빠가 있음, 몸이 약함, 아픈 사람에 대해 동정하는 마음
을 가지며 오빠와 가장 친하다고 생각함, 오빠에 대한 친
밀감, 유대감, 돕고 싶은 마음), 어머니, 언니(어머니는 치
위생사, 큰언니는 간호사, 작은 언니는 치위생사로 일해
의료 계통에 관심을 가지게 됨)
외재적 자원 : 어머니의 권유와 조언, 구조 : 어머니

C3

의무 및 상호관계규범 : 어머니가 진로에 대한 학생의 고
민을 듣고, 괜찮은 직업과 그렇지 않은 직업에 대해 조언
해 줌
외재적 자원 : 진로에 대한 정보 검색

C4

내재적 자원 : 과학(컴퓨터 공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 진
로 인식(진로에 대한 전망, 컴퓨터 분야 중 전망이 좋아보
임)

고등학교 때 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형성하는데 있어 과
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 진로인식, 적성인식, 진로관련 가치와 같은 내재
적 자원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총 7가지 사
례 중 4가지 사례). 진로에 대한 정보 검색 등의 일상적 활동을 통해 해
당 직업을 알게 되어 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형성하게 되
는 경우도 다수 나타났다(총 7가지 사례 중 3가지 사례). 그리고 이러한
진로에 대한 정보 검색은 자신의 적성과 진로인식, 진로관련 가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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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내재적 자원이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부모님이나
선생님과의 진로관련 상담 및 권유, 가족구성원의 직업 등이 영향을 주
는 경우도 있었다(총 7가지 사례 중 3가지 사례). 초등학교 때는 동물 키
우기, TV 시청, 만화책 읽기와 같은 일상적 활동과 주변 사람들(선생님,
간호사)과의 접촉으로 인해 도움을 받은 경험이 주로 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면 고등학교로 가면서 진로에 대
한 정보 검색과 진로상담 및 권유, 가족 구성원의 직업이 과학관련 직업
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학생들이 학년이 변하면서 직업과 관련된 정
보을 접하는 방법이 변하는 것을 보여주며, 의무 및 상호관계 규범의 영
향이 관계를 맺는 사람에 대한 신뢰감, 친밀감, 유대감, 호감에서 가족
및 주변 사람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 및 과학직업 선호로 바뀌는 것을 보
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학다큐멘터리 시청, 관
련 책 읽기와 같은 일상적 활동이 소수 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이 고등
학교 때 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형성하는 것은 다양한 내
재적 자원과 외재적 자원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등학교 때 내재적 자원 중 적성인식이 과학관련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었다고 대답한 학생은 총 8명 중 7명이었다. 적성인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 요인이라고 이 학생들이 제시한 것들은 <표 4-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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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고등학교 때 내재적 자원(적성 인식)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
학생
B1
B2
B3

내재적 자원에 영향을 주는 요인
내재적 자원 : 본인이 선천적으로 걱정이 많다고 함.
외재적 자원 : 문과 과목의 성적이 안 좋고 이과 과목의 성
적이 좋음
외재적 자원 : 학교 과학수업(해부 실험에 어려움을 느낌)
외재적 자원 : 아버지의 모습(아버지의 모습을 오랫동안 보
면서 치과의사의 어려움을 알게 됨)
구조 : 아버지

B4

내재적 자원 : 친구를 도와주고 지원하는 것을 좋아함.
외재적 자원 : 금붕어 해부 실험(금붕어 해부 실험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은 무서워서 잘 참여하지 못했는데 본인은 잘 참
여함)
내재적 자원 : 과학에 대한 흥미(생명과학을 좋아함)

C1

C2
C3

내재적 자원 : 다른 사람을 잘 챙기는 자신의 성향, 봉사하는
마음이 강함
외재적 자원 :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 기쁨을 느낌
내재적 자원 : 과학에 대한 흥미(지구과학을 좋아함)
외재적 자원 : 지구과학 성적이 좋다.
외재적 자원 : 일상 경험의 축적(월드 비전 기아 체험, 연탄
나르기, 도시락 전달 등 많은 봉사경험)

고등학교 때 적성 인식을 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게 나
타났다. 과학 성적이 좋은 것을 통해 과학관련 직업이 적성에 맞다고 인
식하는 경우도 있고(총 7가지 사례 중 2가지 사례), 자신의 성향 인식을
통해 적성을 인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총 7가지 사례 중 2가지 사
례). 또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 본인의 적성을 인식하기도 하였으며, 과학
을 좋아하니까 과학관련 직업에 적성에 맞다(총 7가지 사례 중 2가지 사
례)고 하는 등 다양한 내재적, 외재적 자원이 영향을 주는 모습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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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이 적성 인식은 보통 한 가지 원인에 의해 영향을 주기보다
는 본인의 오랜 동안의 경험에 의한 자신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주는 것
으로 생각된다.
고등학교 때 내재적 자원 중 진로인식이 과학관련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었다고 대답한 학생은 총 8명 중 3명이었다. 진로인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 요인이라고 이 학생들이 제시한 것들은 <표 4-14>와 같다.

<표 4-14> 고등학교 때 내재적 자원(진로 인식)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
학생

B1

내재적 자원에 영향을 주는 요인
외재적 자원 : 일상적 활동(아는 언니, 오빠의 조언-이과가
취직이 잘되고 유망하다는 이야기를 들음, 아버지의 조언-아
버지 직장에 취업한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학생의 이야기),
구조 : 아는 언니, 오빠, 아버지
외재적 자원 : 일상적 활동(선생님의 조언-이과가 취업이 더

B2

잘된다고 함)
구조 : 선생님

C4

외재적 자원 : 진로에 대한 정보 검색

진로인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 요인은 주로 고등학교 때 나타났다. 크
게 2가지가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선생님, 언니, 오빠, 아버지 등 주변 사
람들의 이과에 대한 조언이 학생에게 취직이 잘되는 것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과 관련 진로의 비전에 대해 인식한 경우(총 3가지 사례 중 2
가지 사례)와 진로에 대한 정보 검색을 통해 해당 진로에 대한 전망을 중
요시한 경우(총 3가지 사례 중 1가지 사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와 같
이 학생들은 주로 고등학교에 가서 진로를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그 진로의
취업가능성이나 전망을 중요시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
이 학생의 과학관련 진로선택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고등학교 때 내재적 자원 중 진로관련 가치가 과학관련 진로 선택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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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주었다고 대답한 학생은 총 8명 중 4명이었다. 진로관련 가치를 형
성하는데 영향을 준 요인이라고 이 학생들이 제시한 것들은 <표 4-15>
와 같다.

<표 4-15> 고등학교 때 내재적 자원(진로관련 가치)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
학생

내재적 자원의 원인
내재적 자원 : 적성 인식(걱정을 많이 하는 본인의 성향 인식)
외재적 자원 : 일상적 활동(친구들의 이야기, 인터넷 기사나 글

B1

들-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함),
외재적 자원 : 이모의 모습(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가서 행복하
게 살고 있는 이모를 보면서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구조 :
이모
외재적 자원 : 부모님의 조언(진정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B2

해야 된다는 조언, 좋은 직업을 얻어 편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부모님의 모습)
구조 : 부모님
외재적 자원 : 일상 경험의 축적(친구와의 대화, 부모님의 모
습, 월드 비전 기아 체험, 연탄 나르기, 도시락 전달 등 많은

C3

봉사경험)
내재적 자원 : 적성 인식(자신의 성향이 남을 돕기를 좋아한다
고 생각)
외재적 자원 : 일상적 활동(부모님의 조언-부모님이 자신이 잘

C4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기를 권함)
구조 : 가정(부모님)

진로관련 가치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 요인은 주로 부모님과의 상호작용
및 부모님의 조언이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았으며(총 4가지 사례 중 2가지
사례), 친구들의 이야기나 여러 가지 일상의 축적된 경험이 적성 인식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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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하여 진로관련 가치를 생성하기도 하였다(총 4가지 사례 중 2가지
사례). 특히 여기서 특이하게 나타난 것은 부모님이 특정 과학관련 진로를
학생들에게 권유하고 모습도 나타나지만 어떤 직업이 가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하고, 이 가치에 맞는 직업을 학생 스스로 찾아가는 모습을
고등학교에서 많이 볼 수 있었다.
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고등학교 때 과학관련 진로선택에 영향을 준 과학
진로 문화자본의 요인 및 상호작용의 특징을 정리하면 <그림 4-7>과 같
다. 고등학교 때 영향을 준 요인은 중학교 때 영향을 준 세 가지 내재적
자원에 추가적으로 진로 인식과 진로관련 가치의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
였다. 참여자 모두가 과학진로 문화자본의 내재적 자원 5가지 모두의 영
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내재적 자원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은 주로
학교 과학수업의 영향을 받았으며, 적성인식과 진로 선택을 통해 과학에
대한 흥미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자신의 적성이 과학관련 직
업에 적당하다고 생각하거나 과학관련 진로를 선택함으로써 과학에 대한
흥미가 생겼다고 한 학생도 다수 있었다. 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은 다양한 내재적, 외재적 자원의 영향을 통해 형성되는 모습을 보
였다. 초등학교 때 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형성하는데 동
물 키우기, TV 시청, 만화책 읽기와 같은 일상적 활동과 주변 사람들(선
생님, 간호사)과의 접촉으로 인해 도움을 받은 경험이 주로 영향을 주었
다면 고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다. 고등학
교 때는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 진로인식, 적성인식, 진로관련 가치와
같은 내재적 자원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진로에 대한 정보 검
색 등의 일상적 활동을 통해 해당 직업을 알게 되어 과학관련 직업에 대
한 흥미와 관심을 형성하게 되는 경우도 다수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진로에 대한 정보 검색은 자신의 적성과 진로인식, 진로관련 가치와 같
은 내재적 자원이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또 부모님
이나 선생님과의 진로관련 상담 및 권유, 가족구성원의 직업 접촉이 영
향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때는 관계를 맺는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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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신뢰감, 친밀감, 유대감, 호감과 같은 의무 및 상호관계 규범의 영
향이 컸다면 고등학교로 가면서 가족 및 주변 사람들의 과학에 대한 관
심 및 과학 직업 선호의 영향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등학
교 때 적성 인식을 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중학교 때에 비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부모님과의 접촉과 오랜 기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경험과 같은 일상적 활동을 통해 자신의 적성을 인식하기도 하였으며,
과학성적결과와 같은 교육적으로 의도된 활동의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또 과학에 대한 흥미와 같은 내재적 자원이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또,
고등학교 때는 진로 인식과 진로 가치가 과학관련 진로 선택에 추가적으
로 영향을 주는 모습을 보였다. 학생 스스로 직업을 찾아 본 경험이나
주변의 조언이 진로 인식에 영향을 주었으며, 부모님과의 상호작용 및
조언, 장기간 축적된 학생의 경험들이 진로관련 가치를 형성하였다. 진로
관련해서 중요시한 가치로는 돈과 관련된 경제적 가치, 남을 돕는 것과
관련된 이타적 가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흥미 관련 가치
가 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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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고등학교 때 과학관련 진로선택에 영향을 준 과학진로 문화자본의 요인 및 상호작용의 특징
외재적 자원
내재적 자원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

교육적으로 의도된 활동(학교 과학수업)
일상적 활동(부모님과의 접촉, 오랜 기간의
경험)
교육적으로 의도된 활동(과학성적)

의무 및 상호관계 규범

구조(부모님)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 적성인식, 진로인식

일상적 활동(진로에 대한 정보 검색)

일상적 활동(진로관련 상담 및 권유,
가족구성원의 직업 접촉)

적성 인식

의무 및 상호관계 규범

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

구조(선생님, 가족)

일상적 활동(부모님과의 상호작용 및 부모님의 의무 및 상호관계 규범
조언, 장기간에 걸친 학생 경험의 축척)
구조(부모님)

진로관련 가치

일상적 활동(진로에 대한 정보 검색)

일상적 활동(주변의 조언)

의무 및 상호관계 규범

구조(선생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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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인식

과학관련
진로
선택

2. 진로선택 변화유형에 따른 과학진로 문화자본의 요인 및 상호작용의
특징
과학관련 진로를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 중간에 선택하는 경우, 꾸준히
유지하는 경우에 따라 과학진로 문화자본의 각 요인 및 상호작용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비교해 보았다.
1) 과학관련 진로를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
과학관련 진로를 중간에 포기한 학생들의 특징을 비교하기 위해 초등학
교 때와 중학교 때의 내재적 자원을 <표 4-16>과 같이 비교하였다. 과
학관련 진로를 중간에 포기한 학생들은 내재적 자원의 영향이 컸으며 다
른 학생들과 비교하여 외재적 자원에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았
기 때문이다. 과학관련 진로를 중간에 포기한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과학
에 대한 흥미가 낮은 것이 주된 이유라고 하였다. 4명의 학생 중 A1과
A4는 초등학교 때 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과학에 대한
흥미는 낮았다. 과학에 대해 흥미가 낮은 이유는 과학이 어렵다고 느꼈
기 때문이었다. 과학에 대한 낮은 흥미는 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지시키지 못하였고, 중학교에 가면서 새로이 관심이 생기는 다
른 분야의 진로를 선택하게 되었다. 또 A2와 A3는 과학에 대한 흥미가
초등학교 때는 높았지만, 중학교 때의 경험으로 인해 과학에 대한 흥미
가 감소하였다. A2의 경우에는 특히 발명 분야에 대한 흥미가 높았으나
중학교에 와서 TV에 나온 과학자의 모습에서 과학자에 대한 비전이 적
음을 느끼고 과학자에 대한 흥미가 감소하였다. 또 중학교 1학년 때 발
명동아리에서 시간 때우기 식의 조합한 키트 조립을 하는 활동에 실망하
여 발명에 대한 흥미도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험들은 학생으로 하여금
과학에 대한 흥미를 감소시키고, 결국 다른 분야의 진로를 선택하게 만
들었다. A3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 과학에 대한 흥미가 컸으며 과학관
련 직업인 화학교사에 대해서도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중학교에

- 70 -

와서 과학 선생님과 지필고사 답안 채점 문제로 마찰이 생겼으며 과학에
대한 흥미 감소로 연결되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 학생들의 과학에 대
한 흥미의 감소는 교과 학습의 어려움뿐 아니라 과학이나 과학자에 대한
이미지나 인식, 과학을 통해 관계를 맺는 사람에 대한 신뢰감의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16> 과학관련 진로를 중간에 포기한 학생들의 내재적 자원
학생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과학관련 직업(수의사)에
회사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A1
대한 관심
흥미와 관심
과학에 대한 흥미는 낮음
진로 인식(과학자에 대한
과학에 대한 흥미 높음
A2

과학(특히 발명)에 대한 흥미
증가

A3

과학에 대한 흥미 높음
과학관련 직업(화학
선생님)에 대한 흥미
과학관련 직업(수의사)에

A4

대한 관심
과학에 대한 흥미 낮음

비전이 적음)
과학관련 직업(과학자,
발명가)에 대한 흥미 감소
과학(특히 발명)에 대한 흥미
감소
배우 활동에 흥미
과학에 대한 흥미 감소
역사에 대한 흥미 증가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흥미

2) 과학관련 진로를 중간에 선택하는 경우
과학관련 진로를 중간에 선택한 학생들의 특징을 비교하기 위해 내재적
자원을 비교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그 특징을 알아보았다. 과학관련 진
로를 중간에 선택한 학생은 선택 시기에 따라 다소 다른 특징을 보였다.
중학교 때 과학관련 진로를 선택한 학생의 내재적 자원을 <표 4-17>을
통해 정리해 보면, 중학교 때 과학관련 진로를 선택한 학생은 중학교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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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및 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영향을 주어 과학관련 진
로를 선택하였으며,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때 적성인식이 추가로 영향을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B3 학생의 중학교 때의 과학진로
문화자본의 요인 및 상호작용을 <그림 4-8>을 통해 보면, 중학교에 와
서 기계를 잘 다루는 아버지와 컴퓨터를 잘 다루는 오빠의 모습을 통해
자신이 이과적 성향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중학교에서 과학을 본격적으
로 배우면서 과학에 재미를 느꼈다. 또, 의학 드라마와 어렸을 때 간호사
에게 도움을 받았던 경험들이 상호작용하여 간호사라는 직업에 흥미를
느끼고 간호사라는 진로를 선택하였다. 이를 통해 중학교 때 과학관련
진로를 선택하는 학생은 과학 및 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뿐 아니라
적성인식이 동시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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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과학관련 진로를 중학교 시기에 선택한 학생들의 내재적 자원
학생

중학교때

고등학교때

적성인식(자신이 이과적
성향이 있다고 생각)
B3

적성 인식(자신이 해부와 같이
생물을 다루는 일에 맞지 않다고
생각)

과학에 대한 흥미 증가

과학(지구과학)에 대한 흥미 증가

과학관련 직업(간호사)에

과학 관련 직업(대기관련 분야

대한 흥미

종사자)에 대한 흥미
적성 인식(다른 사람의 입속을
보는 직업이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함, 남을 돕는 직업이

과학관련 직업(치과의사)에

적당하다고 생각, 끌고 가는

대한 흥미

일보다는 보조하는 것을 좋아함)
적성 인식(해부와 관련된 진로에

B4

소질이 있다고 생각함)
과학관련 직업(간호사)에 대한
관심
과학에 대한 흥미 증가
과학에 대한 흥미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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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B3의 중학교 때의 과학진로 문화자본의 요인 및 그 상호작용
외재적 자원

내재적 자원

일상적 활동(아버지와 오빠의 의무 및 상호관계 규범
모습)

적성 인식(자신이 이과적 성향이

구조(아버지, 오빠)

있다고 생각)

교육적으로 의도된 활동(학교
과학수업)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

진로로 선택

일상적 활동(의학드라마 시청)
일상적 활동(도움을 받은 경험)

간호사를

의무 및 상호관계 규범

간호사에 대한 흥미와 관심

구조(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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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때 과학관련 진로를 선택한 학생들의 내재적 자원을 <표
4-18>을 통해 정리해 보면, 고등학교 때 과학관련 진로를 처음 선택한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 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 진로 인식, 적성 인식, 진로 관련 가치를 포함하여 모든 내
재적 자원들의 영향을 받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어, B2 학생의 고등
학교 때의 과학진로 문화자본의 요인 및 상호작용을 <그림 4-9>를 통
해 보면, 선생님의 조언을 통해 이과관련 진로의 비전을 인식하고 동시
에 이과 과목의 성적이 문과과목보다 좋은 것을 통해 자신의 적성이 이
과에 적당하다고 인식하였다. 이에 이과를 선택하고 학교수업을 지속적
으로 들으면서 특히 물리에 대한 흥미가 생겼으며, 과학 동아리 활동을
통해 과학에 대한 흥미가 더욱 증가하였다. 또 자신이 좋은 직업을 얻어
편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정도의 수
입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을 원하게 되며 이에 적합한 직업을 찾으면서 반
도체 기술 공학자라는 직업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내재
적 자원들은 결국 과학관련 직업인 반도체 기술 공학자를 진로로 선택하
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고등학교 때 과학관련 진로를 처음 선택한 학생
들은 다양한 내재적 자원의 영향을 받으며 진로인식과 적성인식을 기반
으로 과학 및 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여 과학관련 진로를 선
택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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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과학관련 진로를 고등학교 시기에 선택한 학생들의 내재적 자원
학생

내재적 자원
진로 인식(취직이 잘되는 것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 이과
관련 진로의 비전 인식)
적성 인식(걱정을 많이 하는 본인의 성향 인식)

B1

진로 관련 가치(적정 수준의 돈을 벌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않는 직업을 원함)
과학관련 직업(치위생사)에 대한 흥미
과학에 대한 흥미 증가
진로 인식(취직이 잘되는 것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 이과
관련 진로의 비전 인식)
적성 인식(문과 과목의 성적이 안좋고 이과 과목의 성적이
좋음)

B2

과학(물리)에 대한 흥미 증가(이과로 진로를 결정하면서
과학에 대한 흥미를 붙이려고 노력하고 좋아하는 과목을
찾아보니 물리가 재미있게 느껴짐)
진로 관련 가치(본인이 원하는 정도의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직업)
과학관련 직업(반도체 기술 공학자)에 대한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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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B2의 고등학교 때의 과학진로 문화자본의 요인 및 그 상호작용
외재적 자원
일상적 활동(선생님의 조언)

내재적 자원
의무 및 상호관계 규범

진로 인식(이과 관련 진로의 비전

구조(선생님)

인식)

교육적으로 의도된 활동(학교
적성 인식(본인의 진로가 이과에

성적)

적당하다고 인식)
교육적으로 의도된 활동(이과
선택, 학교 수업)

반도체 기술
과학(특히 물리)에 대한 흥미 증가

교육적으로 의도된

공학자를
진로로 선택

활동(과학동아리 활동)
일상적 활동(부모님의 모습과

의무 및 상호관계 규범

조언)

구조(부모님)

진로 관련 가치(본인이 원하는
정도의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직업)

일상적 활동(진로 탐색)
반도체 기술 공학자에 대한 흥미
진로인식, 적성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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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관련 진로를 꾸준히 유지하는 경우
과학관련 진로를 꾸준히 유지한 학생들의 내재적 자원을 <표 4-19>를
통해 비교해본 결과, 초등학교 때부터 과학에 대한 흥미와 과학관련 직
업에 대한 흥미를 동반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
면서 적성 인식, 진로 인식, 진로관련 가치가 영향을 동시에 주었고, 관
심이 있는 과학과목도 물리, 화학, 생물, 컴퓨터 공학 등 구체화되는 모
습을 볼 수 있었다. 또 내재적 자원을 기반으로 외재적 자원을 학생 스
스로 끌어들여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C1 학생
은 초등학교 때부터 과학에 대한 흥미가 높았으며 과학관련 직업인 약사
에 대해서도 흥미가 있었다. 그리고 C1 학생의 중학교 때의 과학진로 문
화자본의 요인 및 상호작용을 <그림 4-10>을 통해 보면, 중학교에 가서
는 과학에 대한 흥미를 기반으로 방과 후 과학실험에 참여하였으며, 과
학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를 기반으로 의학 다큐멘터리를 시청하였다. 그
리고 이것이 다른 과학관련 직업인 간호사에 대한 흥미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그리고 C1 학생의 고등학교 때의 과학진로 문화자본의 요인 및
상호작용을 <그림 4-11>을 통해 보면, 고등학교에 가서는 간호사에 대
한 흥미를 바탕으로 의학 다큐멘터리 시청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간
호 관련 책 읽기, 간호 관련 신문 스크랩하기라는 활동을 자체적으로 확
대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통해 과학관련 진로 희망이 유지되기 위
해서는 과학에 대한 흥미와 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를 기반으로 다른
내재적 자원이 추가적으로 생성, 강화되어야 하며 동시에 내재적 자원이
외재적 자원을 이끌고 서로 상호작용함으로써 학생의 과학관련 진로 희
망이 구체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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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과학관련 진로를 유지한 학생들의 내재적 자원
학생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C1

C2

과학에 대한 흥미 높음

과학에 대한 흥미 높음

과학관련 직업(간호사)에 대한 흥미

과학관련 직업(약사)에

과학관련 직업(간호사)에 대한

적성 인식(생명과학을 좋아함, 다른

대한 흥미

흥미

사람을 잘 챙기는 자신의 성향,

과학에 대한 흥미 높음

과학에 대한 흥미 증가(별에

봉사하는 마음이 강함)
과학(천문학)에 대한 흥미 증가

과학관련 직업(탐정)에 대한 흥미

대한 신기함, 감동)
과학(보건 의료)에 대한 흥미

C3

과학에 대한 흥미는 높음

과학관련 직업(외과의사)에 대한

과학관련 직업(수의사)에

관심

대한 흥미

적성 인식(의료 분야에 자신이
적합하다는 인식)

과학에 대한 흥미 높음
과학관련 직업(간호사)에
C4

고등학교 때
과학(생물)에 대한 흥미 높음

대한 흥미
진로 관련 가치(보람있는
직업)

적성 인식(지구과학을 좋아하고 성적이 좋다.)
과학(생물, 물리)에 대한 흥미 증가
과학관련 직업(외과의사,관제사)에 대한 관심
적성 인식(자신의 성향이 남을 돕기를
좋아한다고 생각)
진로 가치(똑똑해 보이는 직업, 돈

과학(특히 화학)에 대한 흥미 높음

잘버는 직업)
과학(컴퓨터 공학)에 대한 흥미

과학관련 직업(화학계열

과학관련 진로(정보보안 전문가)에

연구원)에 대한 흥미

대한 흥미

진로 인식(진로에 대한 전망)

진로 인식(컴퓨터 분야 중 전망이

적성 인식(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좋아보임)

일 중요시)

진로 가치(자신이 잘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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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C1의 중학교 때의 과학진로 문화자본의 요인 및 그 상호작용
외재적 자원
내재적 자원
방과후 과학실험

과학에 대한 흥미 높음

약사에 대한 흥미
의학 다큐멘터리 시청

약사,
간호사를
진로로 선택

일상적 활동(아픈 오빠, 어머니와 의무 및 상호관계 규범
언니의 직업)

구조(언니,오빠,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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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에 대한 흥미

<그림 4-11> C1의 고등학교 때의 과학진로 문화자본의 요인 및 그 상호작용
외재적 자원

내재적 자원

의학 다큐멘터리 시청

간호관련 책 읽기
과학관련 직업(간호사)에 대한 흥미
간호관련 신문 스크랩 정리
일상적 활동(아픈 오빠, 어머니와 의무 및 상호관계 규범
언니의 직업)

구조(언니,오빠,어머니)

간호사를
진로로 선택
과학(생물)에 대한 흥미 높음

일상적 활동(다른 사람을 도운
경험)

적성 인식(간호사가 자신의 적성에
맞다고 생각함, 다른 사람을 잘 챙기는
자신의 성향, 봉사하는 마음이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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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과학 분야로의 진로 선택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반계 여자고
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담을 실시하였고, 과학진로 문화
자본 관점에서 학생들의 과학관련 진로 선택 및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
과 특징, 각 세부 요인이 진로선택에 준 영향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과학관련 진로 선택 및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은 외재
적 자원, 내재적 자원, 의무 및 상호관계 규범, 구조(네트워크 내에서 관
계를 맺는 사람들)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외재적 자원으로는 과학관련
활동뿐 아니라 환경보호, 봉사활동, 진로 프로그램, 기아체험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과 과학관과 같은 과학관련 기관 방문이 해당된다. 그리고
일반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미디어를 통한 일상적 활동뿐 아니라 관련
직업을 조사하거나 정보를 들은 경험, 일상 놀이와 활동을 통해 해당 직
업을 접한 경험, 해당 직업 종사자에게 도움을 받은 경험, 해당 직업과의
잦은 접촉 등 직업과의 직․간접적인 접촉인 일상적 활동이 진로선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 및 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
진로 인식, 적성 인식, 진로 가치를 포함한 내재적 자원들도 과학관련 진
로를 선택하는데 있어 영향을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계를 맺는
사람에 대한 신뢰감, 친밀감, 유대감, 호감과 가족 및 주변 사람들의 과
학에 대한 관심 및 과학 직업 선호를 포함하는 의무 및 상호 관계규범이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으며, 이 때 가정, 학교, 지역사회를
포함한 구조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모습을 보였다.
과학관련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 외재적 자원, 내재적 자원, 의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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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계 규범, 구조 중 내재적 자원의 영향이 가장 컸으며 그 영향은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증가하였다. 외재적 자원은 교육적으로 의도
된 활동보다 일상적 활동의 영향이 컸으며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서
교육적으로 의도된 활동의 영향이 증가하였다. 초등학교 때는 관계를 맺
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고등학교로 가면서 가
족 및 주변 사람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 및 과학 직업 선호의 영향을 많
이 받았으며, 가정의 영향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과학관련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 외재적 자원, 내재적
자원, 의무 및 상호작용 규범, 구조가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주며, 그 영
향은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서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학생들은 외재적 자원을 기반으로 가정, 학교, 지역사회라는 구조
안에서 의무 및 상호관계 규범을 통해 내재적 자원을 형성하였다. 이 때
형성된 내재적 자원은 과학관련 진로에 대한 희망 여부를 결정하였다.
또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서 과학관련 진로를 선택
하는데 영향을 주는 내재적 자원의 요인이 다양해지고, 그 영향도 증가
하였다. 초등학교 때는 주로 과학 및 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를 중요
시 생각하였다면,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서 진로인식, 적성인식, 진로관
련 가치 등 다양한 내재적 자원을 함께 고려하여 과학관련 진로를 선택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모습은 학생들이 과학관련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 어떤 외재적 자원을 받아들이는지와 함께 외재적 자원을 어떻게
받아들여 자신의 내재적 자원을 형성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
여준다.
셋째,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형성하는데 있어 초등학교 때는 교육
적으로 의도된 활동(학교 과학수업)과 일상적 활동(과학관련 책, 만들기
키트 등)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
면서 학교 과학수업의 영향을 주로 받는 경우가 많았다. 초등학교 때 학
생들이 일상적 활동을 통해 과학관련 경험을 하는 것은 과학에 대한 흥
미와 관심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하였다. 반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들에게 학교 과학수업은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증가시키는데 매우

- 83 -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중학교, 고등학
교로 가면서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형성하는데 있어 학교 교육 활
동의 영향력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과학교육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과학교육에 대한 지원이 좀 더 이루
어져야 하며,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꾸준히 유지, 증가시
키기 위해서 좀 더 내실있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의 형성은 초등학교 때는 주로 동물
키우기, TV시청, 만화책 읽기와 같은 일상적 활동과 주변 사람들(선생
님, 간호사)과의 접촉으로 인해 도움을 받은 경험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았다. 반면에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서 매우 다양한 외재적, 내재적
자원들이 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었
다.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 진로인식, 적성인식, 진로관련 가치와 같은
내재적 자원이 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형성하는데 직·간접
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진로에 대한 정보 검색 등의 일상적 활동을 통해
해당 직업을 알게 되어 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형성하게
되는 경우도 다수 나타났다. 또 부모님이나 선생님과의 진로관련 상담
및 권유, 가족구성원의 직업 접촉이 영향을 주어 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때는 관계
를 맺는 사람에 대한 신뢰감, 친밀감, 유대감, 호감과 같은 의무 및 상호
관계 규범의 영향이 컸다면 고등학교로 가면서 가족 및 주변 사람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 및 과학 직업 선호의 영향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이 과학관련 직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주로 미디어와
서적 등의 매체와 주변 사람들의 직업 및 권유로 매우 한정되어 있었다.
학생들의 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과학관련 직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될 필요
성이 있다.
넷째, 과학관련 진로를 꾸준히 유지한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과학
에 대한 흥미와 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를 모두 가지고 있었으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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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고등학교로 가면서 흥미를 갖는 과학 분야를 좀 더 세분화하고 과
학관련 진로를 구체화하는 모습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과학 및
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바탕으로 다양한 외재적 자원과 상
호작용하여 내재적 자원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과학관련 진로
를 중간에 선택한 학생들은 중간 선택 시기가 중학교인 경우에는 과학과
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가 동시에 증가하여 과학관련 진로를 선택하
는 모습을 보였지만, 중간선택 시기가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과학이나 과
학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도 중요하지만 진로인식이나 적성인식이 과학관
련 진로선택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중간에
과학관련 진로를 포기한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과학에 대한 흥미가
적거나 중학교 때에 과학에 대한 흥미가 감소되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동시에 다른 분야에 대한 흥미 증가로 인해 과학관련 진로를
포기하였다.
학생들이 과학관련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 과학에 대한 흥미와 과학관
련 직업에 대한 흥미는 기반을 이루며 다양한 외재적 자원과의 상호작용
은 진로선택에 대한 신념을 강화하고 진로선택을 구체화하는데 매우 중
요한 과정이었다. 초등학교, 중학교 시기는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와
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
이며 결과적으로 과학 관련 진로선택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등학교 시기에는 진로인식, 적성인식, 진로관련 가치와 같
은 내재적 자원이 과학 및 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와 상호작용하여
과학관련 진로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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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제언
본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초등학교 때와 중학교 때의 과학 및 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
는 과학관련 진로 선택의 기반이 되는 과학진로 문화자본이다. 그리고
이를 형성하는 기초가 되는 외재적 자원은 학교 과학수업과 학생의 일상
적 활동이다.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서 과학 및 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흥
미를 좀 더 많이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 암기위주의 과학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참여를 이끄는 다양한 과학교수학습 방법을 구상하고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증가시키기 위
해 학생들이 다양한 과학관련 직업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초등학교 때 과학관련 진로의 선택은 과학과 과학관련 직업에 대
한 흥미와 관심이 기초가 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이것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 외재적 자원과 상호작용을
하고, 주변의 구조와 의무 및 상호관계 규범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따라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생들이 과학 및 과학관련 직업
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과학관련 진로를 선
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양하고 내실있는
외재적 자원(과학 프로그램, 과학 동아리 등)을 마련하고 제공해야 할 것
이며, 과학 및 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의식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과학관련 진로 선택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과학진로 문화자본의
관점에서의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과학진로 문화자본 중
각 내재적 자원의 형성 및 발달에 대한 좀 더 심도 깊은 연구를 위해서
는 출생 이후부터의 장기간의 종단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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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고등학생으로 성장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 기억에 바탕을
둔 단기적인 사례만을 수집할 수밖에 없었으나, 어린 시절부터 과학과
관련하여 가정과 학교에서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탐색한
다면 과학진로 문화자본의 영향을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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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지, 면담 질문 내용

고등학생의 과학관련 진로 희망에 대한
경험 및 생각 조사 설문지
안녕하세요? 이 설문은 여러분의 평소 과학관련 진로 희망에 대한
경험과 생각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 결과는 여러분의
과학 관련 분야로의 진로 포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에 사용될 것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자유롭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문은 여러분의 성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조사 결과는 연
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셔
서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과학교육과 안주영

학년

반 번호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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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이름

※ 질문들을 잘 읽고,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것을
골라 □칸에 √나 ○로 표시하거나, 빈 칸에 생각을 적어주세요.
1. 초등학교 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었나요?
(1) 다음 중 초등학교 때 가장 원했던 직업을 하나만 고르세요.
□

과학적 직업(물리학자, 화학자, 생물학자, 지구과학자, 수학자 등)

□

기술적 직업(컴퓨터 공학자, 로봇 공학자, 식품영양학자, 조경학자, 환
경학자, 컴퓨터 기술자, 프로그래머, 전기 기술자, 수리 정비사 등)

□

과학적 지식을 사용하는 직업(과학/기술/수학 교사, 발명가, 과학기자
등)

□

의료 관련 직업(의사, 한의사, 간호사, 수의사, 약사 등)

□
□

위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직업(언론인, 연예인, 예술가, 요리사/미용
사, 운동선수, 판매원, 회사의 경영자, 회사원/은행원, 경찰관/소방관,
공무원, 과학/기술/수학 외 과목 교육자, 군인, 법관, 사회학자, 상점주
인, 성직자 등)
기타 (원하는 답이 보기에 없다면 아래 빈 칸에 직접 적어주세요.)

(2) 그 직업을 초등학교 때 원했던 이유를 써주세요.(관련된 사건이나 경험도
자유롭게 써주세요.)

2. 중학교 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었나요?
(1) 다음 중 중학교 때 가장 원했던 직업을 하나만 고르세요.
□

과학적 직업(물리학자, 화학자, 생물학자, 지구과학자, 수학자 등)

□

기술적 직업(컴퓨터 공학자, 로봇 공학자, 식품영양학자, 조경학자, 환
경학자, 컴퓨터 기술자, 프로그래머, 전기 기술자, 수리 정비사 등)
과학적 지식을 사용하는 직업(과학/기술/수학 교사, 발명가, 과학기자
등)

□

의료 관련 직업(의사, 한의사, 간호사, 수의사, 약사 등)

□

□
□

위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직업(언론인, 연예인, 예술가, 요리사/미용
사, 운동선수, 판매원, 회사의 경영자, 회사원/은행원, 경찰관/소방관,
공무원, 과학/기술/수학 외 과목 교육자, 군인, 법관, 사회학자, 상점주
인, 성직자 등)
기타 (원하는 답이 보기에 없다면 아래 빈 칸에 직접 적어주세요.)

(2) 그 직업을 중학교 때 원했던 이유를 써주세요.(관련된 사건이나 경험도 자
유롭게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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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중에 커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은가요?
(1) 다음 중 현재 가장 원하는 직업을 하나만 고르세요.
□
□
□
□
□
□

과학적 직업(물리학자, 화학자, 생물학자, 지구과학자, 수학자 등)
기술적 직업(컴퓨터 공학자, 로봇 공학자, 식품영양학자, 조경학자, 환
경학자, 컴퓨터 기술자, 프로그래머, 전기 기술자, 수리 정비사 등)
과학적 지식을 사용하는 직업(과학/기술/수학 교사, 발명가, 과학기자
등)
의료 관련 직업(의사, 한의사, 간호사, 수의사, 약사 등)
위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직업(언론인, 연예인, 예술가, 요리사/미용
사, 운동선수, 판매원, 회사의 경영자, 회사원/은행원, 경찰관/소방관,
공무원, 과학/기술/수학 외 과목 교육자, 군인, 법관, 사회학자, 상점주
인, 성직자 등)
기타 (원하는 답이 보기에 없다면 아래 빈 칸에 직접 적어주세요.)

(2) 현재 이 직업을 원하는 이유를 써주세요.(관련된 사건이나 경험도 자유롭게
써주세요.)

4. 과거에 했던 과학관련 활동 및 경험과 그 이유를 떠올려 보세요.
활동 및 경험
예시
이유 예시

과학관에 자주 갔다. 과학영재 활동에 참여했다. 과학 관련
영상 자료를 보거나 과학에 대해 이야기 했다. 학교에서 과
학 수업을 들었다. 학교에서 과학 실험을 많이 했다. 과학 도
서나 잡지를 읽었다.
과학관에 가서 학교에서 배울 수 없었던 과학을 많이 경험
했다. 다양한 실험을 하고, 고난이도의 과학내용을 배울 수
있었다. 과학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고, 과학 활동이 즐거웠다.

(1) 위 예시를 참고하여 초등학교 때 참여했던 과학 관련 활동 및 경험 중 가장
기억 나는 것을 3가지 쓰고 그 이유를 써주세요. 없으면 없다고 쓰고, 1, 2가
지면 그것만 써주세요.
① 활동 및 경험 : (

)

이유 : (

)

② 활동 및 경험 : (

)

이유 : (

)

③ 활동 및 경험 : (

)

이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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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예시를 참고하여 중학교 때 참여했던 과학 관련 활동 및 경험 중 가장
기억 나는 것을 3가지 쓰고 그 이유를 써주세요. 없으면 없다고 쓰고, 1, 2가
지면 그것만 써주세요.
① 활동 및 경험 : (

)

이유 : (

)

② 활동 및 경험 : (

)

이유 : (

)

③ 활동 및 경험 : (

)

이유 : (

)

(3) 위 예시를 참고하여 고등학교 때 참여했던 과학 관련 활동 및 경험 중 가장
기억 나는 것을 3가지 쓰고 그 이유를 써주세요. 없으면 없다고 쓰고, 1, 2가
지면 그것만 써주세요.
① 활동 및 경험 : (

)

이유 : (

)

② 활동 및 경험 : (

)

이유 : (

)

③ 활동 및 경험 : (

)

이유 : (

)

5. 다음 문장들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것을 한 가지씩만 고르세
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과학 관련 책이나 글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

□

□

□

□

과학 수업은 재미있다.

□

□

□

□

□

과학 수업시간이 기다려진다.

□

□

□

□

□

내가 과학을 하는 이유는 과
학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

□

□

□

□

과학에서 배우는 것들에 대하
여 흥미와 관심이 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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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모님(또는 부모님 외의 보호자)의 직업을 고르세요.
((1) 또는 (2)에 답하지 않은 학생은 (3)에 답하세요.)
(1)
아버지

(2)
어머니

(3)
부모님 외의
보호자
(관계:
)

□

□

□

□

□

□

□

□

□

□

□

□

□

□

□

□

□

□

□

□

□

직업 분류
과학적 직업(물리학자, 화학자, 생물학자, 지
구과학자, 수학자 등)
기술적 직업(컴퓨터 공학자, 로봇 공학자, 식
품영양학자, 조경학자, 환경학자, 컴퓨터 기술
자, 프로그래머, 전기기술자, 수리 정비사 등)
과학적 지식을 사용하는 직업(과학/기술/수학
교사, 발명가, 과학기자 등)
의료 관련 직업(의사, 한의사, 간호사, 수의사,
약사 등)
위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직업(언론인, 연
예인, 예술가, 요리사/미용사, 운동선수, 판매
원, 회사의 경영자, 회사원/은행원, 경찰관/소
방관, 공무원, 과학/기술/수학 외 과목 교육
자, 군인, 법관, 사회학자, 상점주인, 성직자
등)
전업주부 등 가사 일을 돌봄
기타 (원하는 답이 보기에 없다면 아래 빈 칸
에 직접 적어주세요)

7. 부모님(또는 부모님 외의 보호자)에 대한 다음 문장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것을 한 가지씩만 고르세요.

부모님(또는 보호
자)은 과학이 재미
있다고 생각하신다.
부모님(또는 보호
자)은 내가 과학을
배우는 것이 중요
하다고 생각하신다.
내가 장래희망으로
과학 관련 직업을
생각한다면 부모님
(또는 보호자)은 좋
아하실 것이다.

잘 모르
겠다.

전혀
그렇지 않
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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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에 위 질문들과 관련하여 개별 면담에 응할 의향이 있습니까?
(의향이 있다면 본인의 핸드폰 번호와 e-mail 주소를 아래 적어주세요.)
① 예(

)

② 아니오(

)

③ 모르겠다.(

)

핸드폰 번호 :
e-mail 주소 :

- 설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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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질문 내용
질문 영역

면담 질문
-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현재 장래 희망은 무엇인가
요? 계기는?
- 장래 희망이 유지된다면 그 이유는? 바뀐 경우, 계기나
이유는?
- 장래희망을 결정하는데 가장 크게 작용한 요인은?

희망 진로
및 그 변화

- 자신의 장래 희망이 어느 정도 구체적이라고 생각하는
지? 그 이유는?
구체적/구체적이지 않게 결정된 이유는?
- 장래 희망을 위해 그 당시에 노력했던 것은? 또는 현
재 노력하는 것들?
- 롤 모델이나 존경하는 사람이 있나요?
- 스스로를 어떤 학생이라고 생각하나요? 스스로를 평가
한다면?
- 자신이 생각하는 본인의 성격이나 기질을 이야기해주
세요.
- 장래희망을 결정하는데 자신의 성격이나 기질을 고려

개인적
배경

했나요? 했다면 어떤 점에서 고려했나요?
- 자신이 여학생이라는 점이 장래희망을 결정하는데 영
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나요? 자신이 남자였다면 현재의
진로희망을 장래희망으로 가지고 있었을까요? 만약 그렇
다면 그 이유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 부모님의 직업은?
- 부모님의 학력은?

환경적

- 부모님은 학생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배경과

- 부모님께서 진로에 대해 어떠한 조언을 하십니까?

상호작용

- 자신의 진로 결정에 부모님 또는 형제들이 어떤 영향
을 주었다고 생각합니까?
- 친구들과는 진로에 대해 어떤 대화를 나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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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과학수업 혹은 과학 활동에서 인상 깊었던 것?
- 그 활동이 인상 깊었던 이유? 그 활동을 한 동기는?
그 활동에서 기대한 것? 활동 후 느낀 점?
-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친 활동이 있습니까?(초등학교,
과학관련
요인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이유?
- 과학을 얼만큼 좋아하는지? 그 이유는?
- 과학을 얼마나 잘한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는?
- 과학관련 경험이 장래희망을 결정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고민하게 되는 사항은? 그 고
민은 본인의 진로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

미래
진로에
대한 전망

나요?
- 미래에 자신은 어떠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 이유
는?
- 이러한 생각이 자신의 진로 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었
다고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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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derstanding the
Science-Related Career Choice
and it's Changes of Female High
School Students
- Focused on the Scientific
Career Cultural Capital
Perspective Ahn Joo Young
Department of Scienc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expand the career
choice of students in general high school to science field, by
looking at how science-related career choices and changes in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appear from the perspective of
scientific career cultural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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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is purpose, questionnaires were developed to meet the
purpose of the research, and surveys were given to general
female high school students, and the factors and characteristics of
scientific career cultural capital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questionnaire,

we

selected

the

twelve

participants

by

the

science-related career's choice type(the case of abandonment,
intermediate selection, and maintenance of science-related career)
and then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them. Through
the in-depth interviews, we explored how the factors of scientific
career cultural capital affect the students' career choic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obligation

students

and

developed

reciprocity

internal

within

the

resources

structure(family,

through
school,

community) based on external resources. The internal resources
formed at this time determined whether or not the science-related
career was hoped for.
As they move to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the
internal

resources

that

influence

students'

choice

of

science-related career choice have become diverse and the effect
also increased. In elementary school, the students’ interests in
science and science-related occupations were the most influential
in their career choices. In high school, however, the students
chose science-related occupations in light of career cognition,
aptitude cognition, and career-value factors.
Second, In the elementary school, the interests in science were
formed mainly due to education activity(school science class) and
daily-life

activity(science-related

books,

making

kits,

etc.).

However, in the middle and high schools, it was mostly influenced
by the school science class. In the elementary school,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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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tion

of

interest

in

science-related

jobs

was

mainly

influenced by daily activities such as raising animals, watching
TV, reading comics, and experience of being helped by contact
with around people(teachers, nurses). On the other hand, as they
moved into the middle and high school, a wide variety of external
and internal resources affected the interest in science-related
jobs.
Third, the students who maintained a science-related career
choice attracted external resources based on interest in science
and science-related jobs, further subdividing the scientific field of
interest

and

Furthermore,

concretize
they

science-related

reinforced

internal

career

choice.

resources

through

interacting with various external resources.
keywords : scientific career cultural capital, science-related career
choice, scientific cultural capital, high school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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