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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연구는 등학교 4학년들의 과학 포부에 향을 미친 과학문화 자

본의 특징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학교 안과 밖의 과학 련 체험을 질

으로 알아보는데 목 이 있다.

이를 해 기존에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문화자본의 정의를 연구 목

에 맞게 개념화하여 ＇개인을 둘러싼 사회 구조 내의 상호 계 속에서

인지되는 신뢰, 심,기 와 그로 인해 투입되는 과학 련 자원 활

동＇으로 과학문화 자본을 정의하 다.연구 차는 서울 악구 지역 3

개 등학교 400여명의 4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고,그

결과 과학 포부가 높고 과학문화 자본이 특징 으로 높거나 낮은 학생

4명을 선발하여 인터뷰 했다.

연구 결과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과학 포부가 높은 학생들의 포부 수 은 학생마다 차이가 있었

다.네 학생 모두 과학에 한 흥미가 높고 과학 련 진로를 선택하고

싶어 했지만 과학문화 자본이 풍부한 두 학생이의 포부 수 이 과학문화

자본이 낮은 학생 그룹보다 더 명확하고 구체 이었으며 과학에 한 자

아 효능감을 과학 포부 형성의 이유로 꼽았다.

둘째,충분한 과학문화 자본을 가진 학생은 부모의 기 가 높았고 부모

에 의한 학업 지원 풍부했다. 한 이 그룹은 부모나 친척에 의해 많은

과학 련 상품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다양한 학교 안과 밖 활동에 참여

하고 있었다.반면,포부는 높으나 충분하지 않은 과학문화 자본을 가진

학생은 학교,부모의 지원 과학 련 상품이 부족한 반면,교사,학교

교과서 등이 과학 포부 형성에 정 인 향을 끼쳤다. 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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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머니와의 계에서 비롯된 신뢰감 등도 과학포부 형성에 요한 자

본이었다.

셋째,과학 포부가 높은 학생들의 학교 안과 밖 과학 련 체험의 특

징을 살펴보면 참여도에서는 차이가 있었으나 두 그룹 다 과학 련 활

동의 선호도는 부분의 활동에서 높았다.특히 학교,가정,지역기반 센

터에서 이루어지는 과학 련 독서 활동은 두 그룹 모두에게 과학 지식을

풍부하게 하고 흥미를 높여 주는 등 과학 포부에 정 인 향을 주

는 요한 요인이었다.하지만 과학문화 자본이 풍부한 학생이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가족 는 친구,친척과 일상 가족 학습 환경 과학

련 비형식 기 에서의 활동을 자주 하는 반면,불충분한 학생은 방과 후

동아리,학교 실험 활동 등의 학교 내에서 활동이 주로 이루어 졌다.이

는 가정에서의 과학문화 자본에 결핍이 있어도 학교 교사가 과학 포

부 형성에 충분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요어 :과학문화 자본,문화 자본,과학 포부,과학 련 체험

학 번 :2012-2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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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연구의 필요성 목

변하는 사회에서 과학 기술 분야의 인재에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

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이공계 기피 상으로 인해 과학기술 분야의 인

재 유치에 곤란을 겪으며 이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김태일,2003).

따라서 진로 선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기의 과학에 한 인식 포부

에 한 심이 증 되고 있다.특히 2009개정 교육과정은 진로를 개척

하는 인간상을 목표로 추구하고 있는데(교육과학기술부,2011)이는 학

생들의 진로 발달을 이끌며 학생들의 진로인식 직업 포부 형성에

향을 다.

한국교육개발원(1983)의 고 진로교육 개념 구조모형에 의하면 등

학생은 진로인식단계, 학생은 진로탐색단계,고등학생들은 진로 비단

계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 Tai,et.al.,(2006)는 진로 선택이 등학교

시기부터 이루어지고,이 시기의 기 향이 매우 크게 작용한다고 하

고 김재호(2011)는 인터넷,매스컴 등의 향으로 등학교 시기에

실 이고 구체 인 진로 선택이 나타난다고 하 다.특히 Gottfredson(19

81,1996)에 의하면 등학교 4학년은 직업에 한 가치획득단계

(orientationtosocialvaluation)로 직업의 성별 유형에 한 인식과 직

업의 사회 지 에 한 개념이 발달한다고 하 다.따라서 학생들의

포부 형성의 첫 걸음인 이 시기에 과학 련 진로를 선택하는 요인이 무

엇인지 악하는 일은 의미가 있다.

포부는 크게 측정하고자 하는 상에 따라 크게 직업포부(career

aspiration), 교육포부(educational aspiration), 학업포부(academic

aspiration)의 개념이 있다.이러한 포부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능,

자아 효능감,흥미와 같은 개인 변인,학업 성취도,수업의 양과 같은

학업 변인,부모의 사회 지 ,가정 환경과 같은 사회 변인을 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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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특히 사회문화 인 맥락에서 부모에 한 경험 정서 지원

이 포부의 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루디외(Bourdieu)의 문화자본(culturalcapital)은 학생

들의 교육 망 포부와 한 연 이 있다. 루디외(Bourdieu)에

의하면 문화 자본은 언어 인 능력,이 의 학업 문화,형식 지식과 일

반 인 문화,학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계 지 의 기 이자 지표인

문화 태도,선호,행 가 사회 선별을 한 '취향'을 의미한다

(Lamont& Lareau,1988). 루디외(Bourdieu)의 문화 자본 개념은 매우

넓고 모호하게 정의되었지만 그것의 설명 잠재력은 다양한 의미로 해

석되어 많은 교육 연구 분야에 수 년 동안 넓게 용 되었다.이는 학

생들의 학교 경험이나 결과에 한 문화 실행(practice),기술(skill),태

도(attitude),지식(knowledge)과 이들의 교육에 향을 주는 부모의 교

육,문화 실행,그리고 기술과 능력을 찰함으로써 조사되었다.문화

자본은 이처럼 부모의 배경 효과를 강조하여 측정하는 흐름과 학생이 사

회화 과정에서 습득된 자본 측정하는 흐름으로 나 수 있다. 따라서

서구사회에서는 문화자본이 학업 교육성취,교육 포부 등 다양한 교

육 결과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에 한 실증 인 연구들이 꾸 히 이

루어져 왔다.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문화 자본에 한 이론 심에

비해 문화 자본이 교육결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한 경험

연구들은 상 으로 미미하고, 부분의 선행 문화 자본 연구는 양

데이터 분석에 의존하 기 때문에 문화 자본이 교육에 미치는 심층 인

향을 악할 수 없었다. 한 선행 연구에서 제시했던 문화 자본의 두

가지 측정 흐름이 포부에 향을 미치는 요소와 상당히 일치하므로 학생

들의 포부와 문화 자본의 특징을 심층 으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한편,연구에 따라 문화 자본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이해하

기 해서는 문화 자본의 사회 맥락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논의들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박 진과 김 화(2010)는 가정의 물 ,인 자

원이 자녀의 교육에 실제 투입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가정의 사회 자본이

라 하여 문화 자본과 사회 요소가 서로 배타 일 수 없음을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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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RalphB.(2013)는 문화 자본에 사회 자본의 요소를 도입하면 개념을

더 확장시킬 수 있다고 했던 Lareau(1989)의 주장을 제시하며 구조

(Form),유 감,신뢰감, 심,기 처럼 가족이나 지역 사회에 의해 인

지되는 의무 상호 계 규범(Normsofobligationandreciprocity),

계망 내에서 행동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자원 활동들(Resources)을

제시하 다.이처럼 문화 자본은 사회 자본의 요소를 도입하 을 때 더

효과 으로 교육 상들을 설명할 수 있다.특히 본 연구에서는 Ralph

B.(2013)의 정의를 바탕으로 ‘개인을 둘러싼 사회 구조 내의 상호 계 속

에서 인지되는 신뢰, 심,기 와 그로 인해 투입되는 과학 련 자원

활동’을 ‘과학문화 자본’으로 개념화 할 것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학생의 과학 련 활동에 한 참여는 련 직업에

한 흥미나 진로 선택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

며(윤진,2007;Dabneyetal.,2012;Packard& Nguyen,2003)포부에

한 심리학 구인인 감은 내재 가치와 즐거움을 충족하기 한 활

동에의 참여(involvement)를 뜻하는 등(Wang& Staver,2001)포부는

활동 참여와 련이 깊다. 등학교 시 의 활동 참여는 향후 학습

포부에 결정 인 향을 미치므로 이 시기 아동들의 학교 안과 밖 과학

련 활동을 살펴보는 것은 학생들의 포부 형성 과정을 연구하는 하

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한 과학문화 자본의 정의 변인들을

바탕으로 등학교 4학년 학생의 과학 련 포부에 향을 미치는 과학문

화 자본의 특징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학교 안과 밖 과학 련 체험을

조사하는데 목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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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문제

이 연구 목 은 과학 련 포부가 높은 학생들의 과학문화 자본과 학교

안과 밖 활동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

다.

1)과학 포부가 높은 등학생들의 과학문화 자본에서 나타나는 구

조(Form),의무 상호 계 규범(Norms ofobligation and

reciprocity),자원(Resources)의 특징은 무엇인가?

2)과학문화 자본의 특징에 따라 학생들의 학교 안 과학 련 활동

양상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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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의 제한

본 연구는 과학교육 문가 10인이 등학생들의 과학, 수학, 기술 

련 활동의 참여 현황과 특징  흥미  포 를 악하기 위한에 한 검

사 도구를 개발하여 서울시 악구에 소재한 3개의 등학교 4학년 400

명 내외 학생들을 상으로 설문 조사 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4명의

학생을 선별하여 사례연구를 하 으며 다음과 같은 제한 이 있다.　

첫째,표집 된 학생들은 악구의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연구

결과를 다양한 맥락에서 보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둘째,설문지의 내용 특정 문항에 가장 높거나 낮은 수의 응답을

보인 학생 학부모 학생 동의가 이루어 진 경우만 선별하여 사례연

구를 실시하 기 때문에 연구 상이 남학생에게 편 되어 있다.따라서

과학문화 자본의 성별에 따른 특징을 보거나 성차를 연구하는 데에는 제

한이 있다.

셋째,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직 내방하여 STEAM 수업을 실시하

고,학생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는 등 사례연구 상 학생

들과 충분한 래포가 형성된 후 인터뷰를 실시하 다.이처럼 학생들과

연구자의 친 감 형성과 연구목 설명을 통해 불성실한 응답을 최소화

하 하려 하 다. 한 면담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내용의 신뢰를 높이기

해 두 차례의 학생 면담과 한차례의 학생 검 문가 검을 받았

다.하지만 연구 주제인 과학문화 자본의 정의 특성상 모든 특징을 인식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이를 보완하기 해 상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극 인 조를 얻어 학부모 인터뷰를 추가 하여 심도 있고

풍부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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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

1.포부

가.포부의 개념

 포부(aspiration)란 개인이 희망하고 도달하기를 원하는 열망을 뜻한다

(김정숙,2006).포부(aspiration)의 심리학 구인은 야망(ambition)과

감(inspiration)이며 이때,야망은 미래의 교육 ,직업 목표에 한 학

생들의 지각(sense)을 나타내고, 감은 내재 가치와 즐거움을 충족하

기 한 활동에의 참여(involvement)를 뜻한다(Wang& Staver,2001).

포부는 측정하고자 하는 상에 따라 크게 직업포부(careeraspiration),

교육포부(educationalaspiration),학업포부(academicaspiration)의 개념

이 있다.선행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 되고 있는 직업포부(career

aspiration,occupational aspiration, vocational aspiration, job aspiration )는

특정 시 에서 가장 좋은 직업 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장래희망을

뜻한다(유정이 등,2004).교육포부(educationalaspiration)는 진학에

한 포부로 개인이 미래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상하는 교육수 을 의미

한다.( 하람․김경근,2006).학업포부(academicaspiration)는 과거,

재,그리고 미래의 학업 성취로 정의된다(Slickeretal.,2004).

나.포부에 향을 미치는 변인

포부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지능,자아 효능감,흥미 등의 ‘개인

요인’,학업 성취도,수업의 양 등의 ‘학업 요인’,부모의 사회 지

,가정환경 등의 ‘사회 요인’을 꼽을 수 있다.



-7-

이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Chiu(2010)는 PISA 자료를 분석하여,

과학 흥미는 성별에 무 하게 과학 포부에 매우 직 인 향을 주는

것임을 밝혔고,Ahmavaara와 Houston(2007)은 지능에 한 자신감

학업 성취에 한 인식은 포부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

Hackett와 Betz(1983)는 진로 결정 자아효능감(CareerDecision-Making

SelfEfficacy:CDMSE)이 진로 행동과 련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높은

진로결정 자아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진로의사결정 과제와 행동을 자신감

있게 수행한다고 하 다. 한 Leung(2010)에 의하면 자아효능감을 비롯

한 개인 신념 운명이나 성공과 련한 사회 공리에 한 신념은

학업 포부에 향을 다.윤진(2002)은 과학 련 진로 선택과 련된

주요 요인으로 과학 련 진로에 한 인식,과학 련 활동에의 참여,

과학학습에 한 선호 등 세 요인을 설정하 다.

개인이 속한 사회 환경,문화 요인도 포부의 요한 변수이다.

RichardC.(1948)는 직업발달 선택에 있어 사회 문화 인 환경을 강

조하면서 가정환경,교육수 ,사회 경제 인 지 등과 그 사회가 지니

고 있는 생활양식,가치 등의 문화 환경이 은연 에 직업발달 선

택을 개방하기도 하고 제한하기도 한다고 하 다. 한 Blaud와 Duncan

의 지휘획득 모형(1967)에 따르면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 계층에 따라

그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다수 사람들의 사회 반응,교육받은 정도,

직업 야망,일반지능 수 등으로 결정되는 독특한 심리 환경을 조

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결과 으로 직업선택 발달에 향을 주게 된

다.포부에 한 권 있는 기 연구자 Sewelletal.(1957)은 성별이나

지능이 아닌 부모의 사회 지 가 교육 포부 직업 포부에 향을

다는 결론을 이끌어 냈다.특히 이종범(2006)은 부모의 학력 수 이 높

을수록 자녀에 한 기 수 이 상 으로 더 높으며,학생 역시 교육

포부를 높게 설정하여 고등학교 진학계획,학생의 직업포부,진로의식에

차이를 나타낸다고 하 다.반면 최수정(2007)은 부모의 교육수 이 높

지 않더라도 자녀가 진로에 한 자신감과 포부를 갖도록 충분한 정보

,정서 지원을 해 다면 진로포부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한 부모에 한 수용 ,민주 경험은 심리 안정을 유지하여 진로

발달을 진시키는 요한 변인으로 작용하여 청소년기 성인기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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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정체감 형성과,진로포부 향상에 유의미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김경주·

송병국,2011).사회문화 맥락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의 진로결정,진로

포부,진로선택에 있어 사회 네트워크의 요성을 강조한 연구들도 있

다(Schustack,2001;Julie외,1999).

한편,Wang& Staver(2001)는 미국 청소년 종단연구(LSAY)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업성취도,수업의 양,가정환경 등의 학업 ,사회 변수가

학습자가 직업 포부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 다.

다. 등학생 시기의 포부

등학교 시기의 포부에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이 시기의 진로

발달 수 과 그에 따른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아동의 진로 성숙을 이해

하는데 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Gottfredson(1981,1996)은 직업 포

부 발달단계를 4단계로 나 었는데 등학교 시기는 3단계인 사회 가

치 지향(Orientationtosocialvaluation)단계로서 자기 심성을 벗어나

래를 비롯한 타인의 사회 평가에 민감해지고,자신의 능력 수 에

해 지각하게 되어 앞으로의 직업에 한 사회 지 의 상한선과 하한

선을 설정할 수 있는 단계로 보았다. Tuckman(1974)은 등학교 시기

의 진로 발달 수 을 설명하면서 등학생은 진로 의식이 어느 정도 성

숙된 단계에 있다고 하 고,Boeding(1976)은 등학교 시기의 아동들도

일의 세계와 자기 자신과의 계를 알고 있고 진로 인식이 극 으로

일어나는 단계임을 강조하고 있다.Lent와 Hackett(1987)역시 등학생

이 일의 세계와 자신과의 계를 이해하는 등 진로에 한 인식을 극

으로 하고 있음을 밝혔다.Seligman(1991)은 10세 정도의 아동들은 부

모가 자신에게 이야기해 직업포부에 해 말할 수 있고,아동은 자신

들의 부모로부터 진로선택과 직업 환경에 한 조망 능력을 가질 수 있

다고 하 다. 한 Tai,et.al.,(2006)는 진로 선택이 등학교 시기부터

이루어지고,이 시기의 기 향이 매우 크게 작용한다고 하 으며 김

재호(2011)는 최근 인터넷,매스컴 등의 향으로 등학교 시기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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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구체 인 진로 선택이 나타난다고 하 다.따라서 등학교 시기

의 아동은 실 인 직업 포부를 형성할 수 있는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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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학문화 자본

가.문화자본의 개념

Bourdieu(1964)는 문화자본을 통 인 언어 능력,구체 태도,개인

스타일과 같은 비형식 지식으로 정의하 다.Bourdieu는 문화자본

을 일 되게 정의하기보다 다양한 의미로 설명하 는데, 문화자본을 많

이 보유한 부모를 둔 사람들은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자본을 보다

손쉽게 교육 자질로 환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Bourdieu,1984). 한

고 문화의 가치와 술 감수성을 깨워주는 가족의 문화 사회화를

강조하면서 가족에 의한 기의 문화 사회화에서 학생이 획득한 뛰어

난 언어능력과 문화 특권은 시험이나 검사에 임할 때 유리하게 작용하

여 문화 자본의 소유 정도가 학업 성취의 차이를 발생시킨다고 하 다

(박 진·김 화,2010).이러한 Bourdieue의 문화자본 개념은 매우 넓고

모호하여 문화자본에 한 조작화는 1980년 이후 문화자본과 학업성취

의 계를 분석한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시도되어 왔다.

Robinson과 Garnier는 고 문화에 한 참여를 문화 자본으로 이해하

고 DeGraaf(1986)는 공식 문화와 술(고 음악,연극,그림,조각,문

학)의 가치를 통한 한 매 와 좋은 취향으로 정의하 다. 한

Lamont와 Lareau(1988)는 문법,액센트 어조 등의 언어 인 능력,이

의 학업 문화,형식 지식과 일반 인 문화,학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계 지 의 기 이자 지표인 문화 태도,선호,행 가 사회 선별을

한 '취향'이 문화자본이라고 정의하 다.Mohr와 DiMaggio(1995)는

문화 향력이 있는 집단에 의해 정당성을 입증 받은 고 취향, 상

는 스타일을 문화자본으로 보았으며 Roscigno와 Ainsworth(1999)는

폭넓게 공유된 고 지 문화 지표와 가정이 보유한 교육 자원을 문

화자본으로 정의하 고 Dumais(2002)는 언어 ,문화 능력과 상층 계

문화에 한 범 한 지식을 문화자본으로 보았다.이처럼 1980년

이후에는 일반 으로 문화자본을 ‘사회 수 에서 정당화되고 가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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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제도화된 지배 인 문화에 한 능숙함이나 친숙함’으로 정의

하 다(Aschaffenburg& Maas,1997).한편 이러한 고 문화에 한

취향 자원을 문화자본으로 정의하는 흐름과는 달리 교사가 보상하는

일반 인 기능, 습 , 스타일과 같은 비공식 인 학업표 (Farkas

외,1990)을 문화 자본으로 정의하기도 하며,Vryonides(2007)는 문화자본

을 더 넓게 정의하여 “가정환경에 존재하는 합법화 된 지식으로 교육 과

정에서 부모와 아이들에게 잇 을 확보하게 해주는 것”으로 보았다.

Bourdieu(1986)는 문화자본을 존재 양상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

다.첫 번째가 소유한 사람에게서 풍기는 품 ,교양 등 신체와 정신에

오랫동안 지속되는 성향인 체화된 상태(embodiedstate)이며 두 번째가

책,사 ,악기 등의 문화상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객 화된 상태

(objectifiedstate),마지막으로 학 나 자격증을 의미하는 제도화된 상태

(institutionalizedstate)이다.많은 연구자들이 조작화 하고 있는 개념은

‘체화된 상태’의 문화자본이다(Dumais,2002).국가의 문화에 따라서도

다르게 정의되고 있는데 장미혜(2002)는 일반 으로 한국사회에서는 유

럽사회와 같이 술 취향으로서의 문화자본이 갖는 효과는 미약한

신에 인지 형태의 문화자본이 갖는 향력은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 다.

한편,문화자본의 사회 맥락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논의들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coleman(1988)은 학업 성취와 련하여 학생의 발달에

한 부모의 심, 부모의 지역사회에 의해 인지되는 사회 규범과 믿

음, 부모 외의 가족 내 다른 성인들의 존재 그들과의 유 감, 주변 사

람들이 주는 신뢰감, 화 정도, 학습지원 활동, 심 등을 사회 자본이

라 하 다. 하지만 화 정도, 학습지원 활동, 심 등은 어린 시 기

사회화 과정에서 습득된 자본으로서 문화자본에도 해당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한 김경근(1999)은 아무리 경제 으로 여유가 있고 높은 수

의 지 문화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들 자원을 아동의 발달을

하여 투입하도록 하는 부모와 아동 사이의 계 형성이 있지 않을 때 이

들 자본이 아동의 교육 성취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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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문화 자본과 사회 자본의 연계 인 계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Laureau(1989)는 자원과 한 련이 있는 사회 지

가 부모에 의해 효과 으로 이용될 때 문화 자본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은

교육 과정에 매우 요하다고 주장하며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의 연계를

강조하 으며 RalphB.(2013)는 이러한 주장을 인용하면서 문화자본과

사회 자본은 상호 배타 일 수 없는 계임을 강조하 고 문화 자본에

사회 자본의 요소를 도입하면 개념이 더 풍부화 된다고 하 다.이처럼

문화자본과 사회 자본의 경계는 분명치 않으며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이처럼 문화자본에 사회 맥락 인 요소가 포함될 때 개념이 더 풍

부해지며 교육 상들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나.문화자본의 측정

Bourdieu의 문화자본의 정의는 매우 넓으며 명확하게 측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측정 지표 한 모호했으며 학자들마다 의견을 달리했다.

장미혜(2001)에 따르면 1980년 이후 문화자본의 측정은 학생의 문화자

본을 측정하려는 흐름과 부모의 문화 자본을 측정하려는 흐름,학생의

문화자본과 부모의 문화자본을 동시에 측정하려는 흐름으로 나뉜다.부

모의 문화 자본 측정은 부모의 배경 효과를 강조하며 교육 기 단계에

요하고 학생의 문화 자본 측정은 사회화 과정에서 습득된 본인의 문화

자본을 강조하며 교육의 후기 단계에 더 요하고 볼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학생의 문화 자본 측정을 한 지표는 크게 태도 흥

미,활동,부모와의 화,독서,문화 자원 등이 있었다.태도 흥미

는 학생들의 활동과 직업,지식에 한 흥미,문화 인 취향,문화 련

기 등을 좋아하거나 방문하고 싶은 욕구를 포함했다.활동은 문화 활

동과 수업 참여로 분류할 수 있는데 문화 활동은 고 문화 활동

련 기 을 참여한 정도이며 수업 참여는 학교 안과 밖 문화 련 수업

참여 정도이다.부모와의 화는 부모와 나 는 정치,사회문제,책, 화

등 토론으로서 어휘 인 능력을 포함한다.독서는 독서량과 책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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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연구자 종류 지표

태도

흥미

DiMaggio(1982),장

미혜(2002),

고동 (2009),

김 아(2010),

Sullivan(2001)

태도(Attitude) 활동과 직업에 한 흥미

문화 취향

(선호도)

TV 로그램,책 분야,일상 활

동 선호도

문화 욕구
오페라 람,연극 람,과학

,박물 등을 좋아하는 정도

지식 흥미 특정 과목에 한 흥미

활

동

문

화

활

동

DiMaggio&Mohr

(1985)

Dumais(2002)

Katsillis&Rubinson(

1990)

활동(Activities)
그리기,연기,공연 람,독서를

한 정도

고 문화 활동
고 문화의 다양한 활동에 참

여한 정도

유 지 박물

방문

유 지 박물 에 간 총 횟

수

수

업

참

여

Dumais(2002)

Aschaffenburg&Ma

ss(1977)

고 문화 수업 학교 밖에서 수업 참여 여부

문화수업 참여
학교 안,학교 밖 문화 수업 참

여

부모와

의 화

민정(2005)

Sullivan(2001)

언어(어휘)
어휘 테스트 수(문장 완성

등)

문화 화 부모와 나 는 정치,사회문제,

책, 화 등 토론.

독서

DeGraafetal.

(2000)

김 경 근 ‧변 수 용

(2007)

독서량 평균 독서량

독서향유
독서의 취미 정도,책에 한

선호도

문화

자원

김 주 ‧이 병 훈 ,

(2007)

문화 생활비
지난 1년간 지출한 문화 생활

비

문화 자산
가정 내 서 , 술 작품 소유

여부

문화 상품
정보(인터넷),책,시설 등 보유

여부

기타
DiMaggio&Mohr

(1985)
정보

Talent 로젝트의 테스트

수

표 1.학생의 문화자본

선호도이고,문화 자원은 지출한 문화 생활비,가정 내 서 , 술 작

품, 련 시설 등의 소유 여부이다.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이 요약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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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연구자 종류 지표

문화

취향

DeGraaf(1988)

장미혜(2002)

김 숙(2011)

부모의 흥미 정치,철학 등에 한 심

고 술에

한 취향

독서,음악회,미술 람 조

언,tv연속극 비 시청,가족과

의 토론,유명인과의 친분

문화 취향
연극,박물 , 시회,독서,

화,DVD시청 취향

문화

활동

참여

DeGraaf(1988)

백병부(2007)

문화 활동 참여
박물 ,극장,공연,유 지 등

방문 횟수

공동 문화 경험
자녀와 함께 문화생활 경험,책

구입 등

인지

문화

자본

장미혜(2002)

김용범(2007)

체화된 문화자본

음악,미술,연극, 화,뮤지컬

선호도,스포츠,독서,인터넷

활용 능력,참여 정도

인지 능력
독서,컴퓨터,인터넷 사용 능력

정도

학력
류향곤(2004)

김용범(2007)

학력 부모의 학력

제도화된 문화자

본
졸업장

표 2.부모의 문화 자본

부모의 문화자본 측정 지표는 크게 는 부모의 문화 취향,문화 활동

참여,인지 자본,학력,언어 소양 소통 능력,교육 자원 학습

조력,문화 상품 보유 등이 있었다.문화 취향은 문화 활동에 한

흥미 취향, 심을 의미하고 문화 활동 참여는 개인 자녀와

박물 ,극장,공연 유 지 등을 참여한 경험이다.인지 자본은 독서를

하거나 컴퓨터 인터넷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학력은

부모의 학력 졸업장을 나타낸다.언어 소양 소통 능력은

자녀와의 화 독서 시간,도서 방문 횟수 등을 포함하며 교육

자원 학습 조력은 가족의 학습 조력,학업 지원 심도,학업

정보,교육 자원을 의미한다.마지막으로 문화 상품 보유는 물리 인

문화 소유물 상품 보유 정도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이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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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소양

소통

능력

DeGraaf(1986)

Kalmijn&Kraayka

mp(1996)

박 지‧김 화

(2010)

언어 소양 독서,자녀의 독서에 한 조언

독서 습 독서 시간,도서 방문횟수

부모의 독서 행

동

소장하고 있는 책의 수,읽은

수,책 흥미

문화 소통

부모와 함께 사회 문제,책,

화,TV 로그램에 해 토론

하는 정도

교육

자원

학습

조력

장상수(2008)

고동 (2009)

가족의 학습

조력

가족 구성원이 응답자의 숙제나

학습활동을 도와주는 정도

학업 지원
학과 선택에 한 화 정보

찾기 지원

학업 정보
학업 성 심도,학교 생

활 심도

문화 상

품 보유

Sullivan(2011)

김용범(2007)

류향곤(2007)

김경근‧변수용

(2007)

장상수(2008)

문화 소유물
고 문학, 술 작품 등 고

문화 상물 소유 여부

문화 상품

인터넷 용선, 문서 ,서재,

문화시설에의 근성,정기구독

월간지 등 보유 여부

객 화된 문화자

본

악기,책, 술작품,인터넷 시

설,집 근처 문화시설,학습자

료, 이블 TV소유 여부

물리 자본

교육 자원

문서 ,인터넷 용선,교육

용 소 트웨어 등 보유 여부,

사 ,공부방,책상,교재,계산

기 등의 소유 여부

이처럼 선행연구에서 문화자본 련 지표는 다양하지만 부분의 문화

자본 연구는 종속 변수와 상 있는 지표만을 선택 으로 사용하 다.

를 들어 김경근과 변수용(2007)은 국어, 어,수학의 학업 성취를 보기

해 부모의 교육 수 ,직업 지 ,가계 소득,부모의 문화자본 소유,학

생의 문화 활동,독서 향유를 측정 변수로 보았다.Yamamoto와

Brinston(2011)은 일본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보기 해 부모와 함께 참

여한 문화 활동을 측정하 다.뿐만 아니라 문화 취향과 활동,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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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 지 를 측정하여 정서 ,인지 ,사회 역량을 본 연구(김

민 ,2012),독서 취향과 의미 있는 교사를 통해 교육포부 형성에서의

시간지향성(timeperspective)을 측정한 연구 등 문화 자본이 교육에

용된 선행 연구의 는 다양하다.

다.과학문화 자본(Scientificculturalcapital)

RalphB.(2013)는 문화 자본 사회 자본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Form

(구조),Normsofobligationandreciprocity(의무 상호 계 규범),

Resources(상품 활동 등의 자원)를 제시하 다.Form은 개인을 둘러

싼 구조 측면,형태 네트워크의 폭, 계의 특징 강도 등을 의미

하고 Normsofobligationandreciprocity는 계 속에서 인지되어 투입

되는 유 감,신뢰감,기 등의 사회 규범 의무이며 Resources는

이러한 것들의 결과로 획득되는 자원 활동을 의미한다.문화 자본에

는 이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문화자

본을 정의하면 기존에 조작된 개념보다 의미를 풍부하게 할 수 있다.특

히 과학에서의 Resources는 과학 련 자원 활동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과학문화 자본(Scientificculturalcapital)을 정의하면 ‘개

인을 둘러 싼 사회 구조 내의 상호 계 속에서 인지되는 신뢰, 심,기

와 그로 인해 투입되는 과학 련 자원 활동‘으로 개념화 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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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학 련 활동

과학 련 활동은 학교를 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안의 형식 활동

외에 동물원,박물 ,수족 ,식물 등 다양한 장소와 시간에서 일어나

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비형식(informal)학습 활동이 있다(김찬종

외,2010). Zimmerman과 Bell은 학생들은 과학에 한 인식에 따라 교

과서에 제시된 과학 련 내용이나 활동을 그 의도와 다른 방식으로 받

아들일 수 있다고 하 는데 이는 과학 개념이나 원리를 학습하는데 개인

차가 있음을 의미한다.이러한 개인차는 학교 안과 밖 교육의 경험 기회

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인데 학교 밖 과학 밖 과학 교육은 학생들이 학

교 과학을 통하여 배운 지식과 개념,탐구 능력을 시제 상황에 용하여

습득한 개념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학생들의 과학

호기심을 다양한 방법과 활동을 통하여 자극한다.(Kelly,2000)특히 과

학 련 활동에 한 참여는 련 직업에 한 흥미나 진로 선택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윤진,2007;Dabneyetal.,

2012).이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학 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는 것이 련 흥미 포부 형성에 요함을 시사한다.과학

학습은 집이나 학교,지역사회 등의 다양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

을 통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고(Dierkingetal.,2003),이러한 활동

은 과학을 자신의 생활과 연결 지어 인식하고 친숙하게 느끼는데 도움을

주며 과학 학습에도 효과 이다.

Zimmerman과 Bell(2012)은 미국 학생들을 상으로 SAT(science

activitytask)의 36개 활동을 분류하 는데,그림 1과 같다.이들은 과학

련 활동이 일어나는 맥락을 크게 지역사회,가정,미디어,학교로 보았

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형식과 비형식 과학 활동을 의미 있게 연 시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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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SAT(scienceactivitytask)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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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 방법

1.연구 차

본 연구의 연구 차는 다음과 같다.우선 10인의 과학교육 문가 평

정집단에 의해 설문지가 개발되었는데,이를 해 선행 문헌 조사를 하

고,Falk(2012)에 의해 개발된 과학 련 학교 안과 밖 활동 흥미,

포부에 한 설문지를 번역하고,학생들의 이해도와 가독성 검을 통해

수정ㆍ보완하 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등학생들의 과학,수학,기술

련 활동의 참여 황과 특징 흥미와 포부에 한하기 한 설문지

를 개발하 고 그 후 기 윤리 원회(IRB)에 의해 설문 조사 사례 연

구에 한 승인을 받았다.이 게 개발된 설문지는 력 등학교들의

조를 받아 약 400여명의 4학년 학생들에게 투입되었다.

설문 결과 포부 문항에서 직업포부,교육포부,학업포부가 모두 높게 나

타나고 과학 련 직업을 희망하 으며 과학문화 자본 련 문항에서 매

우 높거나 낮은 특징을 나타낸 학생을 선발하 다.선발 학생 학생과

학부모의 자발 인 서면 동의가 있는 4명의 학생을 심층 면담 하 다.

면담 내용은 설문에 나타나지 않았거나 설문에 명시는 되어 있지만 구체

인 이해가 필요한 과학문화 자본의 특징 이에 따른 학교 안과 밖

과학 련 활동이었다.질문지의 내용은 선행연구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과학문화 자본 변수에 한 것과 과학교육 문가,과학교육 공 학원

생, 직 교사들의 검토에 의해 분류된 학교 안과 밖 활동의 선호도

참여도에 한 것이었고,이를 토 로 한 사람당 2회,30~40분 반구조화

된 면담을 실시하 다.면담에서 보완해야할 부분은 추후에 이메일

화통화를 통해 추가 자료 수집을 했으며 면담 내용은 녹음하여 사했

다.면담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 상 학생들의 자기 검을

통해 신뢰도를 높 으며,2인의 과학교육 문가들에 의해 분석 내용의

타당성을 검받았다.본 연구의 차는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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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연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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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상

본 연구는 서울시 악구에 소재하고 연구에 력한 세 개의 등학교

4학년 학생 500명 설문 연구에 동의를 한 400여명의 학생을 상으

로 설문조사를 하 다.설문조사 결과 포부 련 6개 문항에서 모두 ‘매우

그 다’와 ‘그 다’라고 답한 학생 과학 련 직업을 장래희망으로

답하 고,과학문화 자본에 한 문항에서 높거나 낮은 특징을 보인 학

생을 추출 하 다.이 학부모 학생 동의서에 서면 동의하 고 참

여 의사를 밝힌 4명의 학생을 사례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참여를 원

하지 않거나 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연구 상에서 제외하 다.사례연구

상은 같은 등학교,다른 반에 재학 인 학생들이었고,모두 남학생

이었다.

3.문헌연구 변인 추출

설문지 분석 문헌 연구를 통해 문화 자본 요인 포부와 상 이 높

고 과학문화 자본의 정의에 부합하는 요소를 선정하여 과학문화 자본 변

수를 선정하 다.

우선 SPSS20통계 로그램을 활용하여 설문지를 분석을 하 고 포

부 문항과 상 이 높은 요인을 추출하 다.포부에 한 문항은 그 결과

부모의 심,학생의 흥미,참여에서 상 도가 0.5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포부와 과학문화 자본 변인으로 선정하 다.

한 선행 문헌 연구에서 포부와 련 있는 요인은 크게 개인 ,학업

,사회 변인이 있었다.문화 자본과 련이 있는 포부의 변인 개

인 변인은 개인의 흥미가 있었으며 학업 변인은 수업 참여,사회

변인은 가정 환경 등이 있었다.이러한 문헌 조사 결과 포부의 변수는

문화 자본의 변수와 상당히 일치하는 결과를 보 다.따라서 이러한 결

과에 ‘개인을 둘러 싼 사회 구조 내의 상호 계 속에서 인지되는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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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 와 그로 인해 투입되는 과학 련 자원 활동’이라는 과학문

화 자본 정의에 포함된 구조(Form),Norm ofobligationandreciprocity

(의무 상호 계 규범),Resources(자원)요소를 도입하고 기타 비형

식 활동을 구체화 하여 과학문화 자본 변인으로 선정하 다.

구조(Form)의 변인은 가정,학교,지역사회 기 등 네트워크의 폭과

네트워크 내에서 계를 맺는 사람들,가족 계,부모의 직업 등을 설정

하 다.이는 개인이 속해 있는 학교,친구,가족 계,부모의 직업 등이

해당한다.의무 상호 계 규범(Norm ofobligationandreciprocity)의

변인은 계를 맺는 사람들 간의 신뢰감,친 도,유 감,과학에 한

주변의 심,기 ,인식,가족 주변 사람들의 직업 선호 등이 있다.

이는 부모의 교육 기 지원,부모의 과학에 한 인식 흥미,가

족 친구 간의 유 감 등이 해당한다.자원(Resources)의 변수는 크게

과학 련 상품 서 ,과학 련 활동,내재 자원으로 나 수 있다.

과학 련 상품 서 은 과학 련 소 트웨어,스마트폰, 고상자,

자키트,과학 련 서 ,교과서,잡지,DVD,인터넷 용선 등 보유 등이

해당한다.과학 련 활동은 과학 ,박물 ,문화센터,야외활동,학교캠

등의 설계된 과학 련 기 방문,학교 안과 밖에서 과학 련 수업

참여 경험(방과 후 학교,학교 실험 수업 등)등의 교육 으로 의도된 과

학 활동,과학서 등을 읽는 정도,인터넷 검색,스마트 폰,TV잡지,

화 등을 통해 과학 지식을 한 경험,과학 련 문제집 풀기 등의 일상

활동 기타가 있다.내재 자원은 본인의 과학과 과학 직업에

한 흥미,호기심, 심가족 친척,친구와 학업 화를 나 는 정도

등이 해당한다.

설문 분석 선행 문헌 연구를 통해 선정된 변인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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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과학 련 상품

서

과학 련 소 트웨어,스마트폰, 고상자,

자키트,과학 련 서 ,교과서,잡지,DVD,

인터넷 용선 등 보유

과

학

련

활

동

설계된

과학 련

기 방문

과학 ,박물 ,문화센터,야외활동,학교캠 등을

참여한 경험

교육 으로

의도된

과학 활동

학교 안과 밖에서 과학 련 수업 참여 경험(방과
후 학교,학교 실험 수업 등)

학원 수강 경험

일상

활동

기타

과학서 등을 읽는 정도

인터넷 검색,스마트 폰,TV잡지, 화 등을 통해
과학 지식을 한 경험

과학 련 문제집 풀기

내재 자원

본인의 과학과 과학 직업에 한 흥미,호기심,
심

가족 친척,친구와 학업 화를 나 는 정도

의무 상호 계규범

계를 맺는 사람들 간의 신뢰감,친 도,유 감

과학에 한 주변의 심,기 ,인식

가족 주변 사람들의 직업 선호

구조

가정,학교,지역사회 기 등 네트워크의 폭

네트워크 내에서 계를 맺는 사람들

가족 계,부모의 직업 등

표 3.과학문화 자본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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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료수집 분석

가.설문지 분석

설문지는 학생들의 과학,수학,기술 련 활동의 참여 황과 특징

흥미와 포부에 한 것이며 10인의 과학교육 문가 평정집단에 의해 개

발되었고 약 400여명의 등학생이 설문에 투입되었다.설문지 분석은

사례연구 상 학생을 선정을 해 실시되었다.설문 결과 학업 ,직업

,교육 포부 문항에서 모두 '그 다'혹은 '매우 그 다'라고 답한

학생 과학문화 자본에 한 문항에서 특징 으로 높거나 낮은 응답을

보인 학생을 선별하여 사례연구 상을 선정하 다.설문지에서 과학문

화 자본에 한 문항은 참여지수,본인의 과학에 한 흥미,부모의 학업

극성,부모의 직업 기 ,가족의 과학,수학,기술의 흥미에 한 내용

을 담고 있다.

참여지수 련 문항은 자원(Resource) 과학 련 활동에 해당된다.

특히 이 문항은 10개의 기 참여 횟수와 참여 동반자를 알 수 있다.이

때,참여지수는 학생 개인이 각 기 에 참여한 횟수에서 체 학생이 그

기 을 참여한 횟수의 평균을 나 것이며 참여 동반자는 혼자,가족,친

구,학원 성생님,학교 선생님,기타 등을 포함하며 복 응답할 수 있었

다. 본인의 과학에 한 흥미는 자원(Resource) 내재 자원에 해당

한다.부모의 학업 극성 직업기 ,과족의 과학,수학,기술의 흥미

는 의무 상호 계 규범(Norm ofobligationandreciprocity)에 해당

한다.설문지에는 학생들의 네트워크 부모의 직업 등 구조에 한 내

용과 자원 활동에 한 구체 인 정보,상호 계 규범의 정도 등의

내용이 부족하여 이는 두 차례 인터뷰로 보충하 다.

설문지 분석을 해 사용된 문항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25-

문항 내용
문항

번호

측정

방법

과학

포부 련

문항

학업 포부
8-1

8-5

5

리커트

척도형

직업 포부

8-2

8-3

8-4

교육 포부 8-6

과학문화

자본 련

문항

참여

지수,

동반자

학교,과학 ,박물 ,

미술 ,지역도서 ,

주민센터,문화센터,

학원,야외활동,

일상생활

11-1

부터

11-10

선다형

본인의 과학에 한 흥미

7-1

부터

7-6 5

리커트

척도형

부모의 학업 극성 6-2

부모의 직업 기 6-3

가족의 과학 기술 수학 흥미 6-4

표 4.설문지 분석에 사용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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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례연구 상 선정 인터뷰

설문지 8번의 포부 련 6개 문항에서 모두 ‘매우 그 다’와 ‘그 다’라

고 응답하 고 과학 련 장래 희망을 가지고 있는 학생 과학문화 자

본문항에 해당하는 일부 문항에서 특징 으로 높거나 낮은 응답을 보인

학생 4명을 사례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

이 학생들의 과학문화 자본의 특징을 조사하기 해 설문지에 포함되

어 있지 않거나 보충되어야 할 과학문화 자본 요인을 심층 면담 하 다.

1차 면담은 설문지에 응답한 내용을 구체화 하여 질문 하 고,포부의

구체성 과학 포부에 향을 사건,그 외의 과학문화 자본 등을

포함 하 다.

2차 면담은 1차 면담 시 응답한 내용을 검 하 고 재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안과 밖 과학 련 체험의 선호도 참여도를 조사하 다.

학교 안과 밖 과학 련 활동을 심층 으로 조사하기 해 Zimmerman

과 Bell(2012)의 SAT(scienceactivitytask)36개 활동을 번역하고,과학

교육 문가에 의해 학생들의 이해도와 가독성의 검을 통해 수정ㆍ보

완하 다.그 후 학생들의 활동별 참여도와 과학과의 련성에 한 사

설문조사 결과를 하 고 이를 바탕으로 20개의 과학 련 활동을 선

별하 다.

선별된 20개의 활동은 기사용,물건 분해 조립,자석 는 고 만

들기,인터넷 사용,동식물 기르기,야외활동(캠핑, 측),학교 과학 실

험,집에서 실험,학교 는 그 외 장소에서의 찰,수학 련 공부,요

리,과학 행사 참여,박물 동물원 과학 수족 참여,과학 련 상

시청 토의(학교),과학 련 화 tv시청,과학 련 방과 후 동아리,

학원(과외)과학 공부,과학도서나 잡지 일기,집에서 과학 문제집 풀기

등이 있다.이를 바탕으로 과학 련 포부가 높은 4명의 학생들의 구체

인 참여 활동 선호도를 심층면담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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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터뷰 자료 분석

심층 면담을 통해 나타난 사례연구 상 학생들의 과학문화 자본을 이

해하기 해 앞서 제시한 표 2의 과학문화 자본 변인을 바탕으로 특징을

분석하 다. 한 학생들의 학교 안과 밖 과학 련 체험을 분석하기

해 설문 문항에 나타난 10개의 장소를 동질성 분석을 하 고,그것을 바

탕으로 과학교육 문가에 의해 수정,보완,선별된 20개의 과학 련 활

동을 그림 2와 같이 분류하 다.우선형식 학습 환경과 비형식 학습 환

경으로 나 고 형식 학습 환경에 학교 수업 상황에서 일어나는 체험을,

형식 학습 환경은 교육 으로 의도,설계된 비형식 학습 환경,설계된

비형식 학습 환경,지역 사회 기반 비형식 학습 환경,일상 가족 학습

환경,기타로 구분하 다.

형식학습 환경은 학교 수업 상황에서 일어나는 환경으로 활동으로는

학교 실험,학교 수업에서 과학 련 상 보기,수학 는 과학 련

수업,교과서 사용 등이 있다.비형식 학습 환경 방과 후 학교에서

일어나는 활동에는 과학 련 회 행사 참여,방과 후 동아리 활동.

학교나 다른 장소에서 찰이 있었다.학원에서 일어나는 활동은 학원

과외 활동이 있었다.이 활동들은 설계된 비형식 학습 활동에는 박물

,동물원,과학 ,수족 등에 가는 활동이 있었고 지역사회 기반 비

형식 학습 환경에는 지역사회 도서 주민 센터를 이용해서 책을

읽는 활동이 있었다.일상 가족 학습 환경 활동에는 기사용,동식물

기르기,집에서 하는 실험,과학을 다룬 TV, 화 보기,물건 조립이나

분해,고장 난 물건을 고치기.자석, 고 등 장난감이나 도구를 이용해

만들기,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인터넷을 하기,요리 하기 활동 야외 활

동 등이 있었다.기타 활동으로는 학교 도서 이용,멘토링 등의 활동이

있을 수 있다.이를 정리하면 표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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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주

형식

학습 환경
비형식 학습 환경

학교 수업

교육 으로 의도,

설계된 비형식

학습 환경

설계된 비형식

학습 환경

지역

사회기반

비형식 학습

환경

일상 가족학습 환경 기타

방과후

학교
학원

과학 련

기 방문
지역 도서 일상 야외 기타

참

여

활

동

학교에서 실험

을 한다.

학교 수업에서

과학 련

상을 본다.

수학 는 과

학 련된 수

업을 한다.

교과서를 사용

한다.

과학 련

회

행사 참여

한다.

방과후 동

아리 활동

을 한다.

학교나 다

른 장소에

서 찰한

다.

학원

과외

박물 , 동물

원,과학 ,수

족 등에 간

다.

지역사회 도서

주민 센

터를 이용해서

책을 읽는다.

자 제품을 사용한다.

동물이나 식물을 기른다.

집에서 직 실험을 한다.

과학을 다룬 TV, 화시청.

물건을 조립,분해하거나

고장 난 물건을 고친다.

자석, 고 등 장난감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만들기를

한다.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인터넷을 한다.

요리를 한다.

낚시,캠핑,

하이킹,천

체 측 등

야외활동을

한다.

학교도서

이용

멘토링 등

기타.

표 5.학생들의 학교 안과 밖 과학 련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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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연구 결과 논의

1.사례연구 상 학생의 기본 특징 포부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 포부와 련된 6개의 모든 문항에서 ‘그

다’ 는 ‘매우 그 다’라고 답하 으며 장래희망이 과학 련 직업인

학생 과학문화 자본 련 문항에서 특징 으로 높거나 낮은 수를

받은 학생을 선정하여 사례연구 상 학생으로 하 다.이 학생들의 장

래희망,장래희망을 갖게 된 이유 포부의 정도,과학문화 자본 련

문항에서의 응답 등에서 나타난 기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학생 A

학생 A는 스마트 로 이나 자동차를 만드는 ‘유명한 과학인’이 되는 것

이 꿈이며 설문지에서 과학 포부와 련된 6개 문항의 수가 평균 5

로 매우 높았다(5 리커트 척도).이 학생은 인터뷰에서 과학 포부를

갖게 된 결정 이유를 만들기를 잘하고,만들고 나면 뿌듯하며,과학과

수학을 잘하고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하 다.특히 자동차 부품에 한

구체 인 명칭을 알고 있을 정도로 자동차에 해박하고 흥미가 높았다.

한 KAIST나 서울 공 를 진학하고 싶다고 명확하게 교육 포부를

밝힌 유일한 학생이었다.설문 조사를 통해 학생A의 과학문화 자본에

해당하는 문항의 수(5 만 )를 평균과 비교해본 결과 표 6과 같이

모든 문항에서 학생 체 평균보다 높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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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문화

자본

과학 련

부모의 기

과학 련

부모의 극성

과학 련

직업기

가족의 과학,

기술,수학 흥미

과학 련활동

참여지수1)

체 평균 4.17 4.18 3.32 3.61 2.67

학생 A 5 5 5 5 4.57

과학문화

자본

과학 련

부모의 기

과학 련

부모의 극성

과학 련

직업기

가족의 과학,

기술,수학 흥미

과학 련활동

참여지수2)

체 평균 4.17 4.18 3.32 3.61 2.67

학생 A 5 5 5 5 3.42

표 6.설문지에 나타난 학생 A의 과학문화 자본

2)학생 B

학생 B는 최첨단 기계를 만드는 ‘발명가’가 되는 것이 꿈이며 설문지에

서 과학 포부와 련된 6개 문항의 수가 평균 5로 매우 높았다(5

리커트 척도).이 학생은 인터뷰에서 과학 포부를 갖게 된 결정 이

유를 만들기를 잘하고 과학과 기계에 흥미가 있으며 스타워즈라는 화

를 보고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 다.특히 화 스타워즈와 고

가 상당히 과학 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과학 포부가 생기게 된

결정 요인이라고 하 다.이 학생의 경우 꿈을 이루기 한 구체 인

계획을 언 하는 등 과학 련 포부가 명확하 다.설문 조사를 통해 학

생 B의 과학문화 자본에 해당하는 문항의 수(5 만 )를 평균과 비교

해본 결과 표 7과 같이 모든 문항에서 학생 체 평균보다 높게 나왔다.

표 7.설문지에 나타난 학생 B의 과학문화 자본

1),2)표 4에서 제시했던 참여지수를 5 만 으로 환산하여 사용하 다.

2)표 3에서 제시했던 참여지수를 5 만 으로 환산하여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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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문화

자본

과학 련

부모의 기

과학 련

부모의 극성

과학 련

직업기

가족의 과학,

기술,수학 흥미

과학 련활동

참여지수3)

체 평균 4.17 4.18 3.32 3.61 2.67

학생 A 4 3 2 4 2.03

3)학생 C

학생 C는 ‘컴퓨터 과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며 설문지에서 과학 포부

와 련된 6개 문항의 수가 평균 4.7로 높았다(5 리커트 척도).이

학생은 인터뷰에서 과학 포부를 갖게 된 결정 이유를 과학자에 한

정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로 과 컴퓨터에 심이 많고 과학과 수학

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하 다.하지만 이 학생의 경우 다양한 과학

련 직업에 심이 많아 천문학자,지질학자 등의 직업을 언 하는 등 포

부가 구체 이거나 명확하지는 않았다.설문 조사를 통해 학생 C의 과학

문화 자본에 해당하는 문항의 수(5 만 )를 평균과 비교해본 결과

표 8과 같이 가족의 과학,기술,수학에 한 흥미를 제외한 부분의 문

항에서 학생 체 평균보다 낮게 나왔다.

표 8.설문지에 나타난 학생 C의 과학문화 자본

4)학생 D

학생 D는 타임머신을 만드는 ‘발명가’가 되는 것이 꿈이며 설문지에서

과학 포부와 련된 6개 문항의 수가 평균 4.7로 높았다(5 리커트

척도).이 학생은 인터뷰에서 과학 포부를 갖게 된 결정 이유를 에

디슨을 존경하고 타임머신을 만들고 싶으며 유명해지고 싶기 때문이라고

하 다.특히 에디슨이라는 과학자에 해 구체 으로 알고 있었으며

3)표 4에서 제시했던 참여지수를 5 만 으로 환산하여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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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문화

자본

과학 련

부모의 기

과학 련

부모의 극성

과학 련

직업기

가족의 과학,

기술,수학 흥미

과학 련활동

참여지수4)

체 평균 4.17 4.18 3.32 3.61 2.67

학생 A 4 5 2 3 2.83

심이 많았으며 과학은 지능을 높여주는 과목이라고 생각하 다.하지만

학년이 올라가면서 과학이 어려워지면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하는 등

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설문 조사를 통해 학생 C의 과학문화 자본에

해당하는 문항의 수(5 만 )를 평균과 비교해본 결과 표 9와 같이

과학에 련된 부모의 극성을 제외한 부분의 문항에서 체 학생 평

균과 비슷하거나 낮게 나타났다.

표 9.설문지에 나타난 학생 D의 과학문화 자본

이처럼 과학문화 자본이 풍부하거나 그 지 않은 학생 네 명 모두 과학

에 한 흥미를 과학 련 진로 선택에 요한 이유로 꼽았다.하지만

과학문화 자본이 풍부한 두 학생의 경우 과학 학습 만들기에 한 높

은 자아 효능감을 과학 포부 형성의 이유로 언 하 다.반면 과학문

화 자본이 낮은 학생의 경우 C학생은 과학자에 한 정 인 이미지,

D학생은 유명해지고 싶음을 과학 련 직업을 희망하는 이유로 꼽았다.

한 두 그룹 학생들의 포부 수 을 살펴보면 련이 과학문화 자본이

가장 풍부했던 A학생의 경우 카이스트 서울 공 를 진학한다는 구

체 이고 명확한 과학 포부를 가지고 있었고,B학생의 경우도 발명가

가 되기 해 구체 계획을 언 하는 등 명확한 포부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과학문화 자본이 낮은 C학생의 경우 과학 련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정 이었지만 컴퓨터 로그래머,천문학자,지질학자 등 학

다양한 과학 련 직업에 심이 있는 등 포부가 명확하지 않았고 D학

생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학이 어려워지면 축구선수가 되고 싶은

의향이 있다고 언 하여 포부가 명확하지 않고 그 수 이 높지 않음을

4)표 4에서 제시했던 참여지수를 5 만 으로 환산하여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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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과학 포부가 높고 과학

문화 자본 풍부

그림 4과학적 포 는 높으나 과학  

         문화 자본이 족

      

      

 

 

알 수 있었다.

의 4명의 학생은 모두 과학 포부가 높고 과학 련 꿈을 갖고 있

었지만 과학문화 자본의 풍부함 여부에 따라 두 개의 그룹으로 나 수

있었다.A와 B학생은 과학문화 자본이 풍부한 그룹이고 C와 D학생은

부족한 그룹이다.이는 그림 3과 그림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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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포부가 높은 학생의 과학문화 자본의 특징

본 연구에서는 ‘개인을 둘러 싼 사회 구조 내의 상호 계 속에서 인지

되는 신뢰, 심,기 와 그로 인해 투입되는 과학 련 자원 활동’으

로 과학문화 자본을 정의하 다.앞서 언 한 것과 같이 과학문화 자본

은 구조(Form),의무 상호 계규범(Norms of obligation and

reciprocity),상품 활동 등 자원(Resources)의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

져 있으며 각 변수는 표 3에서 제시하 다.이것을 바탕으로 과학 련

포부가 높은 학생의 과학문화 자본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과학문화 자본이 높은 학생의 사례

1)학생 A

학생 A의 구조(Form)를 살펴보면 외동아들이며 부모와 함께 거주한다.

부모는 맞벌이를 하며 아버지는 컴퓨터 련 회사에 근무하고 어머니의

직업은 간호사이다.학생은 악구 지역의 한 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학생의 어머니는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학부모들과 연 를 맺고 있다.

T : 부모님이 과학 관련 직업을 갖고 계셔?

S : 네. 저희 아버지가 많으세요. 컴퓨터를 만들거나 고치는 것을 잘하세요. 

가끔은 어떤 것을 전기로 잇고 그러세요. 아버지께서 컴퓨터 기술자라 그러신 

것 같아요. 엄마는 간호사세요. 

T : 그럼 부모님께서 과학에 관심이 많으시겠구나?

S : 아버지는 많으신 것 같아요. 어머니는 과학 말고 다른 것들에 관심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가끔 서울대학교 가서 어 같은 것을 배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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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A의 의무 상호 계규범(Norms of obligation and

reciprocity)은 부모가 과학에 해 정 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자녀의

꿈을 극 으로 지지해 다는 것이다. 한 부모는 자녀에게 기 하는

학 수 과 학과가 분명하다.학생은 이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부모가

바라는 직업,학업,교육 포부를 가지고 있다.

T : 과학자 꿈을 갖게 되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

S : 아빠요. 아빠는 컴퓨터 부품을 다 빼서 고치고 그러세요. 그걸 보고 만드는 

것이 재밌고 즐거워보여서 저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혼자서 다 만들고 완성

을 하면 엄청 뿌듯해요. 

T : 아빠가 본인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대화 나눈 적 없어?

S : 나중에 커서 직업이 뭐가 되고 싶은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항상 하고 싶

은 것, 과학자를 하라고 하세요. 컴퓨터로 어를 매일 해서 심화 과정도 하라

고 하세요. (중략) 아빠는 저를 많이 걱정하세요. 제가 사회를 못한다고 그걸 매

일 시켜요. (중략) 과학자 되라고 하시는데 공부에 있어서는 서울대학이나 

KAIST에 가라고 하구요. 그리고 전 과목을 다 잘해야 한다고… 그래서 학원을 

많이 다녀요.

학생의 부모는 맞벌이를 하지만 주말 여가 시간에 자녀와 많은 시간

을 보내며 자녀의 교육에 한 기 가 매우 높다. 특히 모는 학교라는

형식 기 에서 맺어진 학부모들과의 연 로 교육 학교 련 이야기를

자주 나 는 편이다.

이러한 구조 계 속에서 학생의 자원(Resources)은 풍부해 지는데,

학생은 소 트웨어, 고상자,키트,DVD,실험도구 등 과학 련 상품

과 서 을 많이 보유한다. 한 국어, 어,수학,과학,사회 등 주요 과

목을 사교육을 받으며 부모와 학업 련 화를 자주 나 다.이러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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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속에서 본인의 과학에 한 흥미 역시 높아 내재 자원으로 작용하

게 된다.과학 활동 참여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부모와 박물 ,

시회,미술 ,서 등을 자주 방문하고 종종 친구 가족과 참여하기도

한다. 한 이 학생은 학교 과학 실험 수업에도 극 이며 학교 도

서 이용도 활발하다.

T: 부모님이랑 주말엔 주로 무엇을 하면서 보내? 기억 남는 경험을 말해볼까?

S : 서점을 엄청 자주 가요. 엄마랑은 30번 정도 간 것 같아요. (중략)대부분 책

은 제가 고르는데 과학 관련된 책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책이랑 로봇 같은 걸 

많이 골라서 봐요. 

T: 부모님이 책을 골라주시진 않아?

태양계에 관한 것은 부모님께서 읽어보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사주셨어요. 대부

분은 제가 원하는 책을 사주세요. 

T: 박물관이나 과학관 같은 데는 안가?

박물관 같은데도 자주 가요. (중략) 엄마랑 친구네 부모님이랑 예술의 전당 가서 

자동차 전시회를 갔었어요. 옆에서 보면 자동차가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 앞

에서 보면 다르게 보이는 그런 자동차 전시회를 갔었어요. 

T: 전시회에서 부모님께서 설명 해주시거나 하시고 그래?

네 해주세요. 자동차 안에 들어가서 핸들이랑 브레이크, 엑셀, 엔진 이런 것들을 

엄마가 설명해주셨는데 재밌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제가 직접 해보는 편이에요. 

이처럼 학생 A는 안정된 가정 분 기 속에 가족의 과학 련 흥미,기

학업 지원이 풍부했고 과학 련 상품 한 다양했으며 화

학습 조력도 활발하며 박물 ,미술 ,과학 등의 기 도 자주 참여했

다.이러한 구조,의무 상호 계규범,자원 활동들이 과학 포부

형성에 충분히 뒷받침이 되었고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과학 련 활동이

이루어져 과학 과학 직업에 한 친숙도가 높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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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생 B

학생 B의 구조(Form)를 살펴보면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8살 된 여동생

이 있다.부는 가게를 운 하고,모는 업주부 이다.학생은 악구의

한 등학교에 재학 이며 가까이에는 과학에 흥미가 높은 삼 과 자신

과 포부와 취미가 비슷한 H라는 친구가 있다. 한 지역 기반 기 에

주변에 있어 자주 이용한다.

학생의 의무 상호 계규범(Normsofobligationandreciprocity)을

살펴보면 어머니는 업주부로서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편이지만

과학에 한 심은 다.아버지 한 학생과 여가 시간을 함께 하지만

과학과 련성은 은 편이다.하지만 이 학생의 경우 과학에 흥미가 높

은 삼 과의 연 신뢰감이 매우 강하며 자신과 포부가 같은 친구와

의 연 도 강하다.하지만 학교 과학 수업에 한 신뢰가 낮은 편이다.

T : 학생에게 삼촌은 어떤 사람이야

S : 저에게 과학자라는 꿈을 심어준 사람. 여가 생활을 즐기게 해준 사람이에요. 

T : 왜 그렇게 생각해?

S : 삼촌 집에 가면 삼촌이 게임도 시켜주고 TV도 보여주고 화도 보여줘요. 

특히 스타워즈라는 화를 같이 봤는데 너무 멋있어서 스타워즈 팬이 되었어요. 

전에는 화를 보고 잠수함 설계도를 찾아보기도 했어요. 

T : 삼촌이랑 과학관 같은 데는 안가? 가서 어떤 걸 해?

S : 저번에 수원 화성에 같이 갔었어요. 표지판 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삼촌이 

대답도 해주시고 그래요.  가끔 공부에 대해 물어보면 삼촌이 가르쳐 주실 때도 

있어요.

학생B는 삼 으로부터 으로부터 과학 련 학습을 종종 지도받고 있으

며,공상 과학 화를 보거나 야외활동을 함께 한다.이것이 학생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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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과학문화 자본으로 작용한다.특히 삼 과 함께 본 과학 련 공

상 화는 학생의 과학 포부에 큰 향을 미친다.

T : 과학관련 공상 영화를 많이 본다고 했는데,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어? 

S : 날개달린 버스는 너무 촌스러워요. 버스에다 비행기 날개 같은 것을 달아야

지 왜 천사 같은 하얀색 날개를 달아서 날아요. 그런 것들 TV나 만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인간적으로 말이 안돼요. 저는 날개가 착륙할 때 들어가고 하늘 날 

때는 다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바퀴도 그렇고요. 

T :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았지?

S : 처음에는 머릿속으로만 구상을 했는데 어느 날 스타워즈라는 화를 봤어

요. 삼촌이 보여줬어요. 그걸 보고 원리가 확실해졌어요. 

T : 본인에게 스타워즈는 어떤 영화야?

S : 스타워즈는 참 과학적인 화에요. 지금은 제가 삼촌보다 스타워즈에 대해 

더 많이 알아요.

의 언 처럼 삼 의 권유로 보게 된 스타워즈를 통해 과학에 흥미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한 학생은 스타워즈 련 고를 구입하여 친

구 H와 조립하는 활동을 한다. 한 친구 H와는 종종 부모가 비해

재료를 바탕으로 집에서 과학 실험을 하기도 하는데,이러한 활동을

통해 함께 연구실을 운 하여 발명을 하겠다는 포부를 보 다.

이러한 자원 활동들은 학생의 과학 련 포부 형성에 요한 요인

임을 알 수 있다.

T : 친구랑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했는데 어떤 친구인지 말해볼래?

S : 제 절친한 친구 H요. 유일하게 걔가 저랑 말이 통해요. 꿈도 저랑 똑같이 

발명가에요. 항상 같이 만들기 하고 그래요. 다른 애들 꿈은 저랑 달라요. H가 

제일 잘 맞고 성격도 비슷하고 그래요. 

T : H랑 많은 어떤 활동을 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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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놀러 갈 때도 매일 같이 가고, 레고 같은 것도 같이 사진 보면서 같이 만들

어요. H도 저처럼 창의력이 뛰어나요. 저랑 같이 우주선 만들어서 놀고 그래요. 

이다음에 H랑 실험실을 만들어서 같이 실험을 할 거에요. 우리 둘 다 절대 꿈

을 바꾸지 않을 거에요. 

학생은 삼 과 친구와의 활동 외에 지역 도서 이나 서 을 이용하는

비율도 높은 편이다.이 학생의 경우 과학 련 서 도 좋아하여 집에서

독서를 많이 하고,어머니와 함께 지역 도서 을 자주 방문하며 많은

과학 지식을 독서를 통해 얻는다고 하 다.이처럼 과학 련 상품

서 을 지역사회 기 을 통해 얻게 되며 이 한 학생의 과학 흥미

포부와 련이 깊다.

T : 지역 도서관이나 서점을 자주 가던데, 어떻게 가게 된 거야?

S : 엄마가 가자고 해서 갔어요. 엄마는 책을 많이 읽으시고 좋아하세요. 엄마는 

주로 추리 소설을 읽으세요.

T : 본인은 어떤 책을 주로 읽어?

S : 저는 Why책에서 과학, 법, 철학 이런 것들을 읽었어요. 

T : 집에는 과학 서적이 많아?

S : 엄마랑 서점에 자주 가요. 서점에서  원자역학, 공룡, 해, 생명과학, 기술과

학 같은 책을 사서 봤어요. 제가 사달라고 했어요.

이처럼 학생은 가정 일상 활동에서의 활동 기 가 크다.반면에

학생은 학교 수업에 해서는 낮은 기 를 보 다.이는 과학문화 자본

요소 의무 상호 계규범(Norms ofobligation and

reciprocity)과 련이 있으며 실험 활동을 제외하면 학교 과학 수업은

지루하다고 느 고,과학 련 방과 후 활동에서 과학 련 활동을 하지

만 흥미가 높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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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학교 과학 수업은 어때

S : 조금 지루해요. 선생님이 상을 보여주시거나 실험을 할 때는 안 그런데 

수업은 지루한 것 같아요. 

T : 실험은 다 좋아하는 편이야?

S : 실험도 용수철 무게 재는 것 같은 건 시시해요. 특히 식물 파트는 정말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험 같은 것은 안하고 상만 보면 재미가 없어요. 

 이처럼 학생 B는 부모의 과학에 한 흥미는 낮았지만 가까이 지내는

삼 의 과학 련 흥미,학업 지원,비슷한 포부를 가진 친구와의 유

활동이 과학 포부 형성에 요한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학

생은 한 부모와 과학 련 독서 활동을 활발히 했으며 친구 가족과

과학 련 비형식 기 참여도 잦았다.이러한 과학문화 자본의 특징은

학생이 발명가라는 포부를 갖게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 A와 B학생의 과학문화 자본의 특징은 표 10으로 정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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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분류
구조

의무 상호

계규범
자원

풍

부

한

과

학

문

화

자

본

학

생

A

-부는 컴퓨터 기

술자,모는 간

호사

-외동아들

-학부모 교류

-가족의 과학에

한 정 인

식,-높은 교육

기 와 심,

지원

-부모가 학생의

꿈을 지지

-다양한 과학 련 상품

서 보유 활동.

-주요과목 사교육

-부모와 박물 , 시회,

미술 ,서 등을 자주

참여

-부모와의 화,학습 조력

학

생

B

-부는 가게 운

,모는 업

주부

-8살 된 여동생

이 있음

-삼 과의 잦은

교류

-학교의 단짝 친

구

-과학에 심이

많은 삼 과의

유 감

-포부와 취미가

비슷한 단짝 친

구와의 유 감

-학교 수업에

한 낮은 기

-삼 과 함께 야외활동,학

습조력, 화,과학 련

화 시청

-집 는 지역 주민 센터

에서 과학 서 독서.

-단짝 친구와의 실험

고활동,실험

-단짝 친구의 가족들과 과

학 을 방문.

표 10.학생 A와 B의 과학문화 자본의 특징.

나.과학문화 자본이 낮은 학생의 사례

1)학생 C

학생 C의 구조(Form)를 살펴보면 아버지는 야간 근무 회사원이고,어

머니 역시 회사원이며 외동아들이다.학생은 악구에 치하는 한 등

학교에 재학한다.

학생의 의무 상호 계규범(Normsofobligationandreciprocity)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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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특히 학생의 아버지는 과학과 수학에 심이 많았으며,이는

아버지에 한 신뢰와 유 감이 강한 학생은 이러한 향을 받아 자연스

럽게 과학에 심을 갖게 되었다. 한 학생은 학교 과학 교사를 신뢰하

며 따른다.

T : 아버지와 어떻게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 

S: 엄마는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세요. 아빠는 가끔씩 회사를 가요. 야근으로.

그래서 아버지랑 많은 시간을 보내요. 

T : 아버지는 어떤 분이셔?

S : 저희 아버지께서 컴퓨터랑 수학을 잘하세요. 고치고 다루고 그런 걸 잘하시

는데 컴퓨터로 파워포인트, 엑셀 만드는 기능을 다른 애들보다 많이 알고 있어

요. 아버지가 많이 알려주셔서요. 특히 수학을 엄청 잘하셔서 방학 때 아버지랑 

수학 문제 풀기를 해요.

학생은 부분의 시간을 아버지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향을 많

이 받는 편이다 C 학생은 아버지에게 수학과 컴퓨터를 배우고 있으며,

아버지가 추천해 안철수의 자서 을 읽고 컴퓨터 로그램을 계발하고

싶다는 포부를 갖게 된다.이러한 활동들은 학생의 Resource(자원)이 된

다.

T : 백신에 관심이 많다고 했는데…그게 궁금해서 책을 찾아본 적은 없어?

S: 그런 책은 없어요. 컴퓨터는 거의 아버지와 배워요. 아버지가 추천해주신 

안철수 전기를 보긴 했는데…안철수는 30대에 백신을 개발했데요. 

T : 그걸 보고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었던거야?

책에서는 쉬워 보 지만 저는 백신을 어떻게 만드는지 연구하고, 초강력 

바이러스를 만들어주는 백신을 연구할거에요. (중략) 근데 학교 수업을 하고 

나서 화산과 우주에도 관심이 많아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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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학생의 자원은 부족한 편이다.학생은 가정의 상품,서 등이

충분하지 않고 과학 학습 과학 련 비형식 활동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학교 수업 방과 후 활동,학교 도서 방문

등을 통해 보충하 다.특히,학교 선생님에 한 학생의 신뢰가 매우 강

했는데(의무 상호 계규범),이는 학교 과학 수업에 극 참여하게

하는 진제가 되었다. 한 방과 후 로 과학,실험 과학 활동을 통해서

과학에 한 흥미 포부를 형성함을 알 수 있었다.

T : 과학 공부는 주로 어떻게 해? 

S : 아버지한테는 수학만 배우고. 과학은 거의 학교 수업 시간이나 방과 후 

학교를 통해서 해요. 

T : 학교 수업은 어땠어?

S : 너무 재밌어요. (중략) 최근에 선생님이 우주 수업을 하고 나서는 우주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학교 수업 때 화산 수업을 했더니 화산이나 지진에 관심이 

많아 졌어요. 

T : 방과 후 활동은 안해?

 방과 후 로봇 과학을 해요. 그것 때문에 로봇에 관심이 생겼어요. 탱크 롤러랑 

모터를 달아서 당기면 풀어지면서 튀어 나가는 로봇을 만들었는데 만드는데 두 

달이나 걸렸지만 재밌었어요. 

 학생에게는 아버지와 선생님이 포부 형성에 의미 있는 구조(Form)이

었으며 앞의 두 학생과는 달리 친구의 향은 거의 받지 않았다. 한

아버지와의 신뢰가 포부 형성의 요인이라고는 하나 아버지와 과학 련

기 방문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T : 친구들이랑 과학 활동을 한 적은 있어? 과학관을 간다거나 레고를 한다거나

S : 과학관은 가보고 싶은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제 친구들은 다 공부를 

못해요. 엄마 친구 아들 중에 과학에 관심이 많은 애가 한 명 있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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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C의 경우 아버지와 학업 련 화 활동을 하지만 부분이

컴퓨터와 수학 공부에만 집 되어 있고 과학 련 상품이 부족하며,

박물 ,과학 등의 비형식 기 참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이 학생은 학교 선생님에 한 신뢰와 유 감이 있어 학교 과학

수업을 활발히 참여하고 방과 후 활동을 통해 과학에 한 흥미

포부를 형성했다.따라서 이 학생의 경우 과학 련 비형식 활동이라는

자원(Resource)이 부족하지만 이는 학교 교사 학교 내 활동을 통해

보충되어 과학 포부 형성에 정 향을 끼쳤다.

2)학생 D

학생 C의 구조(Form)를 살펴보면 유치원 시기를 필리핀에서 보냈으며,

아버지는 재에도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다.어머니는 지방에서 근무하

는 회사원이기 때문에 재 조부모와 사 형,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어머니와는 1주일에 한 번 만나고 있으며 아버지와의 만남은 단 된 상

태이다.학생은 악구의 한 등학교에 재학 이다.

학생의 의무 상호 계규범(Normsofobligationandreciprocity)를

살펴보면 어머니에 한 그리움과 유 감이 강하여 심을 받고 싶어 한

다.하지만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부모와의 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육 지원이 미미한 편이다.

T: 본인이 과학자 꿈을 갖게 해준 것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은 누구인 

거 같아?

S: 엄마는 제가 의사가 되길 바라세요. 그냥 저 혼자 그 꿈을 가졌어요. 학교 

수업 하다보니까 재밌어서요. 아빠는 필리핀에 계셔서 저에게 뭘 바라는지 

몰라요. 엄마마저도 경기도에서 회사 다니시느라 일주일에 한 두 번 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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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생D는 어머니에 한 그리움 유 감이라는 의무 상호

계 규범 (Normsofobligationandreciprocity)이 직 으로 포부 형성

에 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학생은 어머니에게 제일 처음 선물 받

은 책인 인 에디슨을 읽고 에디슨에 한 흥미가 생겨 발명가가 되

고 싶다고 언 하 다.

T : 어떻게 에디슨이 과학자 되는데 영향을 미쳤을까?

S: 그건 엄마가 제일 처음 저에게 사주신 책이에요. 에디슨은 세계에 이름을 떨

쳐서 저한테까지 알려졌잖아요. 그렇게 저도 유명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과학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T : 왜 그런데 에디슨이야? 다른 과학자도 많잖아?

S : 사실 다른 과학자들도 많지만 에디슨이 가장 인기가 많아서 그래요. 가장 

유명하고. 에디슨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에디슨, 에디

슨 하니까 저도 에디슨이 존경스러웠어요. 유명해지면 돈을 많이 벌잖아요. 돈

을 많이 벌어서 엄마에게 효도할 수 있어요. 할머니도 그렇고요. 근데 돈만 있

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유명해져야 해요.

반면 학생은 과학문화 자본 자원(Resource)가 부족하다.이것이 부

족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과학 학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과

학 련 기 참여 활동도 거의 없는 편이다.

T : 공부는 주로 누구와 해?

S: 저 혼자해요. 수학은 가끔 할머니가 문제 만들어서 풀기 하구요.  근데 수학

은 재미 없어요. 모르는게 생기면 그냥 넘어가요. 가끔 어머니가 오시면 물어보

긴 하는데 그냥 저 혼자 하거나 학교에서 해요.

T : 과학관이나 박물관 같은데는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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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안가요. 가본거 같은데 기억이 안나요.

반면에 학생은 학교 과학 수업 실험 활동에는 극 으로 참여하고

강한 흥미를 보 다.특히 학교 과학 교과서의 내용에 흥미를 느껴 과학

이 좋아졌으며 수업 활동 교사가 제공해주는 소 트웨어 로그램을

통해 많은 학습을 할 수 있었다고 언 하 다.과학 련 서 에도 흥미

를 보 는데,주로 학교 도서 을 이용했다.

T: 그럼 과학은 왜 좋아해

S : 4학년 되고 나니까 과학 교과서가 훨씬 재밌어졌어요. 

T: 어떤 면이 재미있었어?

S : 샌드위치 같은 것도 만들고, 지층 관련된 것도 하고, 지진 관련된 것도 해

요. 그런 거에는 관심이 많아요. 오늘은 학교에서 묽은 염산으로 석회암 실험을 

했어요.

학생 D의 경우 역시 조부모와 거주하고 있으며 부모의 교육 지원

과학 련 상품이 부족하지만 학교 교과서에 흥미를 느끼고 학교 수업

활동에서 과학에 한 흥미 포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한 어머

니에 한 그리움이 에디슨처럼 유명한 발명가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형

성하게 하 다.이는 과학 련 포부 형성에 있어 자원(Resource)의 부족

을 의무 상호 계 규범(Normsofobligationandreciprocity)이 보충

해 수 있음을 나타낸다.

학생A와 B학생의 과학문화 자본의 특징은 표 11로 정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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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분류
구조

의무 상호

계 규범
자원

불

충

분

한

과

학

문

화

자

본

학

생

C

-부는 야간 근

무 회사원,모

는 회사원.

-외동아들

-학교 선생님

-학교 과학 선생

님에 한 신뢰

감

-아버지와의 유

감

-학교 과학 수업에 한

흥미, 극 참여.

-방과 후 로 과학,실험과

학 활동

-아버지가 추천해 과학

자 안철수 련 자서 을

좋아함.

-아버지와의 컴퓨터 조작

학

생

D

-부는 필리핀에

거주, 거

의 없음.

-모는 지방 근

무 회사원.

-조부모 에서

사 형과 친동

생과 함께 지

냄.

-어머니에 한

유 감

그리움

-부모의 교육

지원 부재.

-어머니께서 처음 사주신

인 에디슨에 한 흥

미.

-학교 과학 교과서에 한

흥미

-학교 과학 수업 실험

수업이 부분의 과학

련 활동.

표 11.학생 C와 D의 과학문화 자본의 특징.

이처럼 과학 련 포부가 높은 학생들의 과학문화 자본은 학생마다 다른

특징을 보 는데 풍부한 과학문화 자본을 가진 학생은 부모의 기

학업 지원이 과학 포부 형성에 요한 향을 미쳤으며,많은 과학

련 상품을 소지하 고,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반면,포부는 높

으나 불충분한 과학문화 자본을 가진 학생은 학교,교사,학교 교과서 등

이 과학 포부 형성에 정 인 향을 끼쳤으며 아버지나 어머니와의

계에서 비롯된 신뢰감 등도 과학포부 형성에 요한 자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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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학문화 자본에 따른 학교 안과 밖 과학 련 체

험

학생들의 학교 안과 밖 과학 련 체험을 알아보기 해 설문조사 후

Zimmerman(2012)의 SAT(scienceactivity task)를 바탕으로 과학교육

문가에 의해 수정,보완,선별된 20개의 과학 련 활동5)에 한 인터

뷰를 진행하 다.이를 통해 과학 련 포부가 높은 4명의 학생들의 형

식 비형식 기 의 참여 지수 동반자,구체 인 참여 활동 선호

도를 조사할 수 있었다.그 결과 과학문화 자본의 풍부함 여부에 따라

학생들의 학교 안과 밖 과학 련 체험에 특징 인 차이를 보 다.

가.과학문화 자본이 높은 학생의 과학 련 활동

1)학생 A

설문지를 통해 살펴본 학생 A의 참여지수 참여 동반자는 표 12와

그림 5와 같다.학생 A는 학교 안과 밖 부분의 활동에서 높은 참여를

보이고 있었다.특히 과학 ,박물 ,주민 센터 등의 방문 비율이 평균

보다 높았다.

5)선별된 20개의 활동은 기사용,물건 분해 조립,자석 는 고 만들기,

인터넷 사용,동식물 기르기,야외활동(캠핑, 측),학교 과학 실험,집에서 실

험,학교 는 그 외 장소에서의 찰,수학 련 공부,요리,과학 행사 참여,

박물 동물원 과학 수족 참여,과학 련 상 시청 토의(학교),과학

련 화 tv시청,과학 련 방과 후 동아리,학원(과외)과학 공부,과학 도서

나 잡지 일기,집에서 과학 문제집 풀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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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학교 과학 박물 미술
지역도

서

주민

센터

문화

센터
학원

야외

활동

일상

생활

참

여

지

수

본

인
0.39 1.23 1.09 1.23 

2.49 3.42 1.38 0.26 0.90 0.93

평

균
1.16 1.09 1.07 0.95 1.08 1.14 1.02 1.06 1.01 1.05

표 12.학생 A의 참여지수

그림 5.학생 A의 참여지수

그림 6.학생 A의 참여 동반자

그림 6에서 나타난 것처럼 참여 동반인은 가족의 비율이 압도 으로 높

았다.이는 과학 련 활동에 학생의 부모가 추 인 역할을 함을 의미

하며 과학문화 자본이 높은 학생의 활동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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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부분의 과학 련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형식,비형식

활동을 모두 선호하고 극 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일상 가족 학습 환경에서의 과학 련 활동이 활발했는데 그 에서

만들기 련한 활동을 가장 좋아했으며 고,로 조립을 활발히 했다.

이는 과학에 한 친숙성 흥미를 높여 과학 포부를 갖게 하는 요

한 활동으로 보인다.

T : 본인이 체험한 과학 활동 중 어떤 활동이 재밌었어?

S : 과학 활동은 다 재밌어요. 학교 수업도 재밌고요. 특히 만드는 것 좋아해요. 

T : 만들기는 언제부터 하게 된거야?

5살 때  저희 부모님이 만들기 하는 학원을 다니게 했는데요... 거기서 만들어본 

경험이 재밌어서 지금까지 하게 됐어요. 

T : 최근에는 어떤 걸 만들어봤어?

어떤 부품에다 나사를 달아서 움직이는 걸 만들었는데.. 그걸 강당에다가 전시

했어요.(중략) 어머니가 레고를 사주셨는데  열어보니 부품이 많았어요.  뭔가 

부품이 많을수록 재미있을 것 같아서 설명서 보고 해봤는데요. 다 만들고 나니

까 겨우 2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더라고요.  너무 뿌듯했어요. 

그것에 한 서 도 많이 읽는 편이다.최근에는 실험 련 서 을 구

입하여 집에서 과학 실험을 한다.학생은 스스로 책을 고르기도 하지만

어머니의 추천에 의해 과학 련 서 을 읽기도 하는 편이며 과학에

한 다양한 분야의 서 에 심이 많다.

T : 최근에 어떤 과학 서적을 읽었어?

S: 요즘은 내일은 실험 왕 이라는 책을 보고 거기에 있는 실험을 다 해봤어요. 

T : 그 책은 어떻게 알게 된거야?

 친구가 추천해줘서 엄마가 사주셨어요. 화산분출, 에너지, 과일 속 안 관찰,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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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으로 만들어서 보는 거, 증기기관차 등을 만들어봤는데 특히 화산 분출이 

재밌었어요. 

T : 주로 책은 어떻게 구입해?

관악구청 앞에 있는 도서관도 종종 가요. 부모님이 가셔서 같이 갔어요. 로봇 

책을 훑어 봤는데 엄마에게 보여드리고 멋있냐고 물어봤더니 멋있다고 하시길

래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학생은 일상 가정 환경에서 동식물 키우기 역시 활발히 하는 편이었는

데 어머니의 도움으로 다양한 동식물을 키우고 있었으며 이는 과학

생명 분야에 심을 가지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T : 동식물 키우기는 어떻게 하게 된거야?

S : 어머니가 갖다 주셔서 키웠어요. 엄청 많이 키워요. 앵무새, 달팽이, 올챙이, 

알로에, 고구마, 잎이 많은 식물 같은 것이요. 

T : 동식물 키우기를 하니까 어떤 점이 좋은 것 같아?

S : 생명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신기하기도 하구요. 

학생A는 네 명의 학생 설계된 비형식 학습 활동에 참여가 가장 활

발했는데 각 활동에서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은 박물 보다 과학 을 선호했는데 이는 과학 포부와 련이 깊다.

T : 최근에 과학관이나 박물관을 가본 적 있었어?

S : 엄마랑 둘이 과천 과학관을 갔었어요. 친구 가족이랑도 가본 적 있어요. 거

기서 식물이랑 동물, 지구가 움직이는 방향 그런 걸 봤어요. 박물관은 엄청 많

이 갔는데 아버지께서 역사에 관심이 많으셔서 같이 갔던 기억이 나요. 

T : 두 활동 모두 재밌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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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박물관 보다는 과학관 갔던 게 훨씬 더 재밌었어요.

이처럼 학생A는 학교 안과 밖 부분의 과학 련 활동을 활발하게 했

으며 선호도 한 높았다.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학생 A의 안과 밖 참

여 활동 선호도는 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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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주

형식

학습 환경
비형식 학습 환경

학교 수업

교육 으로 의도,

설계된 비형식

학습 환경

설계된 비형식

학습 환경

지역

사회기반

비형식 학습

환경

일상 가족학습 환경 기타

방과후

학교
학원

과학 련

기 방문
지역 도서 일상 야외 기타

참

여

활

동

실험 수업

과학 교과서

읽기

과학 련

상 보기

x

국 수

과사

과목 학

원 수강

과천 과학 탐

방

박물 탐방

로 시회

지역사회 ‘푸른꿈

도서 ’이용

기 사용

물건분해 조립

자석, 고 만들기

인터넷 사용

실험서 을 이용하여
집에서 실험,

요리

과학 도서나 잡지 읽기

스마트폰 사용하여
학습

동식물 기르기

집에서 과학 문제집

가족과의 캠

핑 활동

학교 도서

이용

선

호

도

모든 과학

수업 활동을

좋아함.

선호함 선호함
로 시회 가

장 선호

과학 서 읽기

선호

고 만들기,실험 활

동,과학 서 읽기 특

히 선호

선호함 선호함

표 13.학생 A의 학교 안과 밖 참여활동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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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학교 과학 박물 미술
지역도

서

주민

센터

문화

센터
학원

야외

활동

일상

생활

참

여

지

수

본

인
0.39 1.23 1.09 1.23 

2.49 3.42 1.38 0.26 0.90 0.93

평

균
1.16 1.09 1.07 0.95 1.08 1.14 1.02 1.06 1.01 1.05

표 14.학생 B의 참여지수

그림 7.학생 B의 참여 지수

2)학생 B

설문지를 통해 살펴본 학생 B의 참여지수 참여 동반자는 표 14와

그림 7과 같다.학생 B는 학교 는 학원에서의 활동은 은 참여를 보

으나 주민 센터,문화센터 등의 이용 비율이 높았다.

그림 6에서 나타난 것처럼 참여 동반인은 가족의 비율이 압도 으로 높

았다.이는 과학 련 활동에 학생의 삼 이 추 인 역할을 함을 의미

하며 과학문화 자본이 높은 학생의 활동의 특징이다.특히 학생 B의 경

우 포부가 같은 래 친구 H와의 참여 횟수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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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학생 B의 참여 동반자

인터뷰를 통한 학생 B의 한과 밖 참여 활동 선호도는 표 12와 같다.

부분의 과학 련 활동에 극 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학교에서 일어

나는 형식 활동보다는 비형식 활동을 훨씬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지루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과학

포부 형성에 큰 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T : 학교에서의 과학 활동은 어때?

S :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보안경 쓰고 구경하는 편인데요. 그래도 약간 참여는 

해요. 근데 지루해요.

T : 그럼 방과후 활동은 어때?

S : 금요일 날 생명과학이라는 방과 후 활동을 하는데 좀 이상해요. 생명에 

관한 것은 안하는 것 같아요. 핸드크림 만들기, 향수 만들기 같은거요. 원래는 

실험 과학을 제일 하고 싶었는데 월요일 날 미술 학원을 가야해서 못했어요. 

하지만 학교를 제외한 일상에서의 과학 련 활동은 매우 선호했다.특

히 고 조립 활동 공상 과학 화 시청을 좋아했다.이러한 활동은

삼 과 포부가 같은 친구 H와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특히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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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활동에 한 높은 효능감과 흥미를 보 다.학생은 공상 과학 화가

과학 이라 생각했고 이러한 이유로 학생은 이러한 화를 지속 으로

시청한다.

T :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뭐야?

S : 과학 활동은 다 좋아요. 특히 스타워즈에 나오는 것을 레고로 많이 만들어

보고 싶어요. 60만 원짜리 레고가 있는데 미국에서 팔아요. 그걸 사려고  1년 

동안 용돈을 모아서 결국 샀어요. 만드는데도 일주일 걸렸어요. 

T : 그 활동을 왜 좋아해?

S : 스타워즈니깐 만드는 것도 과학적이에요. 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제가 직접 

설명서를 보고 올리면 손을 데지도 않았는데 엘리베이터가 올라오고 그래요. 정

말 신기해요.

T : 그것 말고 좋아하는 활동은 없어?

S : 스타워즈 같은 공상과학 화도 좋아해요. 우주전쟁, 매트릭스, 퍼시픽 림 

같은 화요. 참 과학적인 것 같아요.

학생 B는 가정에서 과학 련 책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독서 활동

한 활발했다.뿐만 아니라 학생은 주민 센터,학교 도서 에 부모와

는 스스로 방문하여 과학 련 서 을 많이 읽는 것으로 보인다.이는

학생의 과학 련 지식을 견고하게 하고 과학 련 포부 형성에 요한

요인이 된다.

T : 설문지를 보니까 주민 센터나 문화센터에 많이 가는 것 같던데 어디에 

가봤었어?

S : 집에도 책이 많은데 주민 센터 도서관 가서도 책을 많이 봐요. 관악구청에 

있는 것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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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가서 어떤 활동을 했어?

S :주로 과학에 관한 책이나 why책 많이 봐요. 공상과학 책 보고 싶은데 거기엔 

그런 책이 없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사람들이 올린 글을 보고 그래요. 

검색해보다보면 과학자에 대한 내용도 있어서 그것도 자세히 보곤 해요.

학생은 한 과천 과학 ,수원화성,국립 앙 과학 등 과학 련 기

방문도 활발히 하고 있다.포부가 같은 친한 친구H의 가족과 주로

방문을 하 고 네 명의 학생 에 시물에 해 가장 구체 으로 기억

하고 설명할 수 있었다.이러한 기 에서 학생은 주도 으로 람에 참

여하고 있었으며 부모의 개입은 높지 않았다.

T : 과학관에도 자주 가는 편이야?

S : 태권도 학원에서 옥토끼 우주센터를 가봤어요. 과천과학관도 가봤어요. 

T : 누구랑 갔었어?

S : 제 절친한 친구 H랑 가봤어요. 친구 엄마들이랑 함께요. 

T : 기억 남는 게 어떤 게 있을까?

S : 기술 과학 쪽이나 자연사 쪽에 많이 가서 봤어요. 완전 재밌었어요. 국립 중

앙박물관에서는 잠수함, 잠망경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친구랑 표지판 읽고 서

로 해보고 그래요. 엄마는 뒤에 따라오시고.

이처럼 학생B는 학교 안과 밖 부분의 과학 련 활동을 활발하게 했

으나 학교에서 일어나는 과학 활동의 선호도는 낮았다.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학생 A의 안과 밖 참여 활동 선호도는 표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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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주

형식

학습 환경
비형식 학습 환경

학교 수업

교육 으로 의도,

설계된 비형식

학습 환경

설계된 비형식

학습 환경

지역

사회기반

비형식 학습

환경

일상 가족학습 환경 기타

방과후

학교
학원

과학 련

기 방문
지역 도서 일상 야외 기타

참

여

활

동

실험 수업

과학 교과

서 읽기

과학 련

상 보기

방과후

생명과

학 동아

리 활동

x

과 천 과 학

탐방

수원 화성 견

학

옥토끼 우주

센터

지역사회 도서

주민 센

터 이용

고 만들기

인터넷 사용

과학 련 화 시청

과학 도서나 잡지
읽기

집에서 과학 문제집
풀기

스마트폰 사용하여
학습

집에서 실험,만들기
활동

가족과의 캠

핑 활동

학교 도서

이용

선

호

도

실험 활동

을 제외하

면 보통

보통 보통
부분의 활

동을 선호함

과학 서 읽

기 선호

고 만들기, 과학

련 화 보기 특히

선호

선호함 선호함

표 15.학생 B의 학교 안과 밖 참여활동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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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학교 과학 박물 미술
지역도

서

주민

센터

문화

센터
학원

야외

활동

일상

생활

참

여

지

수

본

인

1.56 0.61 0.55 0.62 0.50 0.68 0.69 1.05 0.45 1.23

평

균
1.16 1.09 1.07 0.95 1.08 1.14 1.02 1.06 1.01 1.05

표 16.학생 C의 참여지수

그림 9.학생 C의 참여지수

나.과학문화 자본이 낮은 학생의 과학 련 활동

1)학생 C

설문지를 통해 살펴본 학생 C의 참여지수 참여 동반자는 표 16과

그림 9와 같다.학생 C는 학교를 제외한 부분의 활동에서 낮은 참여를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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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학생 C의 참여 동반자

그림 6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 의 두 학생이 주로 가족과 함께 참여를

하는 반면,이 학생의 참여 동반인은 학교 선생님의 비율이 가장 크다.

이는 학생의 부분의 과학 련 활동이 학교에 집 되어 있음을 의미하

는데,아버지와의 활동도 빈번하긴 하지만 주로 컴퓨터 수학 련 활

동에 집 되어 있어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분의 과학 련 활동을 선호하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몇몇 활동

외에 학교 밖 과학 련 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특히 과학

이나 박물 같은 곳에 한 심은 높으나 실제로 참여하진 못했다고

한다.

T : 박물관이나 과학관 같은데 간적 있어?

S: 유치원 때 박물관 가본 적 있는데 기억이 잘 안나요. 과학관은 나중에 가보

고 싶은데 아직은 없어요. 

하지만 학생은 실험,과학 교과서,과학 련 상 보기 등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과학 수업을 좋아하고 특히 방과 후 과학 련 활동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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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과학 활동 중 어떤 게 젤 재밌어?

S : 다 재밌어요. 특히 학교에서 하는 것이요. 옛날에 로봇과학이라는 방과 후 

수업을 해봤는데 조금 힘들긴 했는데 재밌긴 했었어요. 

T : 거기서 주로 어떤 활동을 해?

 주로 로봇 조립하고 작동시켜보고, 프로그램 넣고 자기가 창작하고 책 보고 조

립하고 모토 달고 메인보드 연결해서 작동시키고 그렇게 해요. 

T : 지금도 같은 방과 후 활동을 하는거야?

지금은 방과 후에 월요일에 열리는 실험과학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수산화나

트륨이나 묽은 염산 같은 약으로 실험을 해요. 색깔 변화를 알고 그래요. 집에

서는 재료가 부족해서 실험을 못해요.

한 학교 도서 을 이용해 과학 련 서 을 꾸 히 읽는 편이다.서

을 통해 획득한 과학 지식에 한 인터뷰를 보면 책을 통해 상당히 많은

과학 지식을 얻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과학 련 호기심을 높이고

흥미를 갖게 하는 요한 요인이 되었다.

T : 과학책은 어떤 것을 읽어봤어

S : 학교 도서관에서 반은 사람이고 반은 로봇이고... 그런 것에 관한 책을 봤어

요. 과학자들이 그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합성

인줄 알았어요..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있더라고

요. why애니메이션을 봤더니 휴머노이드 같은 것도 있데요. 

T : 요즘에는 어떤 책을 읽었어?

S : 요즘에는 학교 과학 시간에 지진과 화산을 배우는데 그런 것에도 관심이 

생겨서 책을 찾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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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특히 학교 수업 의 교사의 향을 많이 받았는데 과학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수업 내용에 의해 희망하는 직업 심 과학 분야가

바 었다.학생은 과학 수업 후 과학에 한 흥미가 더 생긴다고 하 는

데 이는 과학문화 자본이 부족한 학생의 과학 련 포부에 교사 학교

활동이 요한 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T : 최근에는 우주에 관해 관심이 많아졌다고 했는데 왜 그럴까 

S: 저번에 학교에서 했던 STEAM 수업 때문에요. 원래 우주에 관심이 좀 

있었는데 선생님이 우주 수업을 하고 나서는 우주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우주의 

끝이 어디일까 너무 신기했어요. 

T : 우주 말고 다른 분야에도 관심이 있어?

S : 며칠 전에는 화산 수업을 했더니 화산이나 지진에 관심이 많아졌고요. 학교 

수업 하고 나면 과학에 대해 관심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이처럼 학생 C는 부분의 과학 활동을 선호하 으나 일상 가정 환

경에서 일어나는 과학 련 활동이나 과학 련 기 방문은 미미하

다. 신 교사에 의해 발생하는 학교 과학 수업 과학 활동 방과

후 활동은 활발히 참여했고 선호도 한 높았다.특히 꾸 한 독서를 통

해 과학 지식을 견고하게 하 다.

인터뷰를 통한 학생 C의 한과 밖 참여 활동 선호도는 표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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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주

형식

학습 환경
비형식 학습 환경

학교 수업

교육 으로 의도,설계된

비형식 학습 환경

설계된

비형식

학습 환경

지역

사회기반

비형식 학습

환경

일상 가족학습 환경 기타

방과후 학교 학원
과학 련

기 방문
지역 도서 일상 야외 기타

참

여

활

동

실험 수업

과학 교과

서 읽기

과학 련

상 보기

방과후로

동아리

실험동아리

활동

x x x

물건 분해 조립

고 만들기

서 읽기

인터넷 사용

과학 련 화
보기

컴퓨터 조작하기

x
학교 도서

이용

선

호

도

모든 과학

수업

활동을

선호함

선호함 선호함 선호함 선호함
컴퓨터 조작을

선호함
선호함 선호함

표 17.학생 C의 학교 안과 밖 참여활동 선호도



-64-

기 학교 과학 박물 미술
지역도

서

주민

센터

문화

센터
학원

야외

활동

일상

생활

참

여

지

수

본

인

0.39 1..23 1.64 1.23 1.00 1.37 0.69 1.05 0.90 1.54

평

균
1.16 1.09 1.07 0.95 1.08 1.14 1.02 1.06 1.01 1.05

표 18.학생 D의 참여지수

그림 11.학생 D의 참여지수

2)학생 D

설문지를 통해 살펴본 학생 D의 참여지수 참여 동반자는 표 18과

그림 11과 같다.학생 D는 부분의 활동에서 평균과 비슷하거나 평균보

다 낮은 참여를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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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학생 D의 참여 동반자

학생D는 그림 12와 같이 친구와 가장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하 으나 그래 의 수치 값으로 보아 참여 동반인의 특징은 뚜렷하지

않다.

학생은 과학 련 서 읽기,혼자 하는 만들기를 제외하면 학교 밖 과

학 련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에디슨 기 서 을 향으로

과학 활동에 한 열정이 있어 집에서 혼자 만들기를 해보기도 하나 상

황이 여의치 않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하는 편이다.만들기를 좋아

하지만 재료가 부족하여 가정에서 거의 하지 못하고 학교 수업 에 이

루어지는 과학 활동을 통해 이를 보충한고 볼 수 있다.

T : 과학관이나 박물관 같은 곳에 가본 경험에 대해 말해줄래?

S : 어릴 때 현장학습으로 가본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나요. 요즘엔 그런데 

가본 적 없어요.

T : 그럼 집에서는 그런 활동을 해봤어? 만들기라던가 실험이라던가...

S : 만들기 해봤어요.

T : 어떤것? 레고 같은 것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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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레고는 집에 없어요. 대신에 발명품을 보고 실제로 집에서 만들어보려고 한 

적은 있어요. 책에서 보고 만든 것은 아니고요 직접 생각해서 만들었어요. 집에 

재료가 별로 없어서 종이로밖에 만들 수 없지만요. 녹음기랑 정수기를 만들어봤

어요.

T: 어떻게 그런 것을 만들게 된거야? 

 혼자 생각해서요. 에디슨처럼요. 이렇게 만들기를 하다보면 언젠가는 타임머신

을 발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엔 여건이 안돼서 잘 못해요.

이처럼 가정 일상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과학 활동은 부족하지만 이

학생은 과학 교과서에 특히 흥미를 느끼고 있었으며 학교에서 이루어지

는 과학 실험 활동에 극 으로 참여하 다.학생이 할 수 있는 과학

련 활동이 많지는 않지만 학교라는 기 을 통해 과학에 한 흥미와

포부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 : 본인이 과학에 흥미를 느끼게 해 준 활동은 뭐라고 생각해?

S : 과학 교과서요. 옛날에는 과학이 재미없었는데 4학년이 되니까 훨씬 재밌어

요.

T : 어떤 부분이 특히 재밌었어?

S : 지층 관련된 것도 있고 지진 관련된 것도 있는데 특히 두부 만들기 실험이 

재밌었어요. 오늘도 실험 했어요. 요즘엔 아이스크림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선

생님이 여러 가지를 보여줘요. 그게 참 재밌어요.

학생은 교사의 권유로 과학 련 학생 멘토링을 받고 있지만 지루하

다고 느끼고 있다.학생은 학교 수업에서 일어나는 실험과 같은 활동을

기 하고 있었으나 실제 멘토링 활동은 그 지 못했다. 한 학생은 학

교 도서 이나 주민 센터를 이용하여 과학 련 도서를 읽는 편이다.하

지만 참여율은 조한 편이다.



-67-

T: 과학과목 대학생 멘토링을 받는다고 했는데 어땠어?

S: 과학 교과서를 가지고 복습을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그냥 문제 읽고 풀고 하는 것 밖에 하지 않아요. 전 학교에서처럼 실험하고 그

렇게 재밌는 것인 줄 알았는데 완전 지겨워요.

T: 도서관에서 책을 본다고 했는데 주로 어떠한 책을 봐?

S: 도서관은 요즘엔 잘 안가지만 예전에 why책이나 실험과학, 생명과학 이런 걸 

봤어요. 거기서 보니까 최초로 tv를 만드는 것, 전자렌지 만드는 법 같은것들이 

있었는데 원리를 알게 되니까 재밌었어요. 

학생 D는 가정 내 과학 련 활동 기타 비형식 활동에 결핍이 있었

지만 학교 교과서 교사와의 학교 내 실험 수업이 과학 포부 형성에

미 있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를 통한 학생 D의 안과 밖 참여 활동 선호도는 표 19와 같다.

이처럼 과학문화 자본이 풍부한 학생 그룹이 학교 내 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밖 비형식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반면,부족한 학생은 방과 후 동

아리,학교 실험 활동 등의 학교 내에서 활동이 주로 이루어 졌다.특히

과학문화 자본이 풍부한 그룹의 학생들은 선호하는 활동인 실험 활동,

고 로 조립 등의 활동이 부분 가정에서 이루어졌다.단 학생 B

의 경우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과학 활동을 지루하다고 느 는데 과학문

화 자본이 풍부한 그룹의 경우 학교 밖 가정 일상생활에서 과학 련

체험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보충해 수 있는 것으로 보인

다.과학문화 자본이 부족한 그룹의 학생은 가정 내 과학 련 활동

기타 비형식 활동에 결핍이 있었지만 학교 교사가 과학 포부 형성에

충분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두 그룹은 참여 동반자에 있어

서도 차이가 났는데 과학 문화자본이 풍부한 학생의 참여 동반자는 주로

부모 가족이었으나 과학문화 자본이 부족한 한생들의 경우는 학교 선

생님이나 친구, 는 혼자서 과학 련 활동을 하 다.

표 20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과학문화자본이 풍부한 그룹과 부족한

그룹의 학교 안과 밖 과학 련 활동 선호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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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주

형식

학습 환경
비형식 학습 환경

학교 수업

교육 으로 의도,설계된

비형식 학습 환경

설계된

비형식

학습 환경

지역

사회기반

비형식 학습

환경

일상 가족학습 환경 기타

방과후 학교 학원
과학 련

기 방문
지역 도서 일상 야외 기타

참

여

활

동

실험 수업

과학 교과

서 읽기

과학 련

상 보기

x x x
주민센터

도서 이용

혼자서 하는
만들기 활동,

과학 련 서
읽기

인터넷 사용

집에서 과학
문제집 풀기

x

학생 멘

토링

학교 도서

이용

선

호

도

과학 수업

교과서,선

호,

선호함 보통 선호함 보통 만들기를 선호함. 선호함
선호하지

않음.

표 19.학생 D의 학교 안과 밖 참여활동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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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

학습 환경
비형식 학습 환경

학교 수업

교육 으로 의도,설계된

비형식 학습 환경

설계된

비형식 학습

환경

지역

사회기반 비형식

학습 환경

일상 가족학습 환경 기타

방과후 학교 학원
과학 련

기 방문
지역 도서 일상 야외 기타

과

학

문

화

자

본

풍

부

학

생

A

선호함

참여활발

선호함

참여하지

않음

선호함

참여활발

선호함

참여활발

선호함

참여활발

선호함

참여활발

선호함

참여활발

선호함

참여활발

학

생

B

실험활동

외에

선호하지

않음.

선호하지

않음

참여함

선호함

참여활발

선호함

참여활발

선호함

참여활발

선호함

참여활발

선호함

참여활발

선호함

참여활발

과

학

문

화

자

본

부

족

학

생

C

선호함

참여활발

선호함

참여활발

선호함

참여하지

않음

선호함

참여하지

않음

선호함

참여하지 않음

선호함

어느 정도

참여

선호함

참여하지

않음

선호함

어느 정도

참여

학

생

D

선호함

참여활발

선호함

참여하지

않음

선호하지

않음

참여하지

않음

선호함

참여하지

않음

선호함

참여부족

선호함

참여 부족

선호함

참여하지

않음

선호하지

않음

어느 정도

참여

표 20.과학문화 자본에 따른 학생들의 학교 안과 밖 과학 련 활동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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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제언

1.결론

본 연구 결과는 과학 포부가 높은 학생들의 과학문화자본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학생들의 학교 안과 밖 체험을 조사함으로써 과학문화 자본

이 과학 포부와 활동에 미치는 향을 이해하는데 의의가 있다.연구

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과학 포부가 높은 학생들의 진로 선택의 이유와 포부 수 은

학생마다 차이가 있었다.먼 진로 선택 이유를 살펴보면 네 학생 모두

과학에 한 흥미를 과학 련 진로 선택에 요한 이유로 꼽았지만 과

학문화 자본이 풍부한 두 학생의 경우 과학 학습 만들기에 한 높은

자아 효능감을 과학 포부 형성의 이유로 언 한 반면 C학생은 과학

자에 한 정 인 이미지,D학생은 유명해지고 싶기 때문이라고 하

다.이는 과학문화 자본이 풍부한 두 학생이 과학 과학 련 활동에

한 강한 자신감 과학 포부 형성의 이유로 제시한 반면,과학문화 자본

이 낮은 그룹의 학생은 과학 과학자에 한 인식이 과학 련 포부 형

성에 향을 주었음을 의미하고 있다.이는 포부 수 과도 련이 있었

는데 과학문화 자본이 가장 풍부했던 A학생의 경우 구체 이고 명확한

과학 포부를 가지고 있었고 B학생의 경우도 발명가라는 명확한 포부

를 가지고 있었다.반면에 과학문화 자본이 낮은 C학생의 경우 과학

련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정 이었지만 컴퓨터 로그래머,천문

학자,지질학자 등 학교 수업 에 나타난 학습의 향으로 다양한 과학

련 직업에 심이 있었다.D학생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학이 어

려워지면 축구선수가 되고 싶은 의향이 있다고 언 하여 포부 수 이 높

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이러한 결과는 의미 있는 타자의 향과 과학

련 활동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A와 B학생의 경우 부모,

친척 단짝 친구와 진로 학습에 한 화를 지속 으로 나 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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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구체화하고 명확히 할 수 있었으며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과학 련

활동이 이루어져 과학 과학 직업에 한 친숙도가 높았던 반면,학생

C의 경우 교사가 제시하는 과학 학습 내용에 향을 받아 다양한 과학

분야의 직업에 심을 보 지만 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D의 경우 진로

학습에 한 화를 나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고,학습에 한

불안이 있어 포부 수 이 높지 않았다.따라서 명확하고 구체 인 포부

형성을 해서는 가까운 사람과의 꾸 한 학습 진로 련 상호작용과

다양한 과학 련 활동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사례연구 상 학생들의 과학문화 자본의 특징을 보면,높은 과학

포부와 충분한 과학문화 자본을 가진 학생들의 경우 공통 으로 부

모,친척 등의 가족이 과학에 해 정 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학생

A의 경우 아버지가 과학 련 직업에 종사했으며 가족이 과학 과학자

에 해 정 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학생 B의 경우 역시도 과학에

흥미가 높은 삼 과의 잦은 과 활동이 있었다.이 그룹의 학생들의

경우 고,소 트웨어,동식물,과학 서 ,DVD 등 다양한 과학 련

상품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실험,만들기,독서,과학 화

시청 등 가정 내에서 풍부한 과학 련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화 학습 조력도 활발하며 박물 ,미술 ,과학

등의 기 도 자주 참여하는 것으로 보 다.이는 가족의 과학 련 흥미,

기 학업 지원이 과학 포부 형성에 요한 향을 미친 것으로 보

인다.이러한 결과는 는 부모의 향,양육참여도 태도가 포부와 높은

상 계를 나타낸다는 선행 연구와도 일치한다(이 자 외,2005;이

주,1999;정향옥,2004;Grolnick,Gurland,DeCourcey,W.& Jacob,

2002).

반면,높은 과학 포부와 부족한 과학문화 자본을 가진 학생들의 경우

공통 으로 교사,학교 교과서 등 형식 기 (학교)에서의 활동이 과학

포부 형성에 요한 향을 끼쳤다.이는 부모의 교육 조력 지원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가정 내에서의 과학 련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분의 과학 지식 흥미가 학교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학생 C의 경우 아버지와 학업 련 화 활동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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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부분이 컴퓨터와 수학 공부에만 집 되어 있고 과학 련 상품이

부족하며,박물 ,과학 등의 비형식 기 참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신 이 학생은 학교 선생님에 한 신뢰와 유 감이 있어 학교

과학 수업을 활발히 참여하고 방과 후 활동을 통해 과학에 한 흥미

포부를 형성했다.학생 D의 경우 역시 조부모와 거주하고 있으며 부모의

교육 지원 과학 련 상품이 부족하지만 학교 교과서에 흥미를 느

끼고 학교 수업 활동에서 과학에 한 흥미 포부를 형성한 것으로 보

인다.이는 아동의 포부 형성에 가정환경뿐만 아니라 학교 교사가

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이 두 학생의 경우 가정의 지원이

부족한 와 에도 아버지나 어머니와의 계에서 비롯된 신뢰감 등이 과

학포부 형성에 요한 과학문화 자본으로 드러났는데,C의 경우 아버지

에 한 신뢰가 컴퓨터와 수학 학습을 하게 하 고,D의 경우 어머니에

한 그리움이 에디슨처럼 유명한 발명가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형성하

게 하 다.이는 과학 련 포부 형성에 있어 자원(Resource)의 부족을

의무 상호 계 규범(Normsofobligationandreciprocity)이 보완해

수 있음을 나타낸다.

셋째,과학문화자본이 풍부한 학생과 부족한 학생의 학교 안과 밖 체험

을 살펴보면 참여도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두 그룹 다 부분의 과학

련 활동에서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하지만 학생 B의 경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과학 수업을 지루하다고 인지하 고 학교 밖 활동에 훨씬 흥

미를 보 다.특히 두 그룹 모두 학교 는 가정,지역사회에서의 과학

련 서 독서 활동은 과학 지식을 풍부하게 하고 흥미를 높여 과학 포

부에 향을 주는 요한 요인이었다.윤진(2002)에 의하면 학생의 과학

련 활동에 한 참여는 과학 학습에 한 선호나 과학 련 진로에

한 인식에 비해 상 으로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과학문화 자본이 풍부한 학생 그룹이 학교 내 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밖 비형식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반면,부족한 학생은 방과 후 동

아리,학교 실험 활동 등의 학교 내에서 활동이 주로 이루어 졌다.특히

과학문화 자본이 풍부한 그룹의 학생들은 선호하는 활동인 실험 활동,

고 로 조립 등의 활동이 부분 가정에서 이루어졌다.과학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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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 부족한 그룹의 학생은 가정 내 과학 련 활동 기타 비형식 활

동에 결핍이 있었지만 학교 교사가 과학 포부 형성에 충분히 의미 있

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두 그룹은 참여 동반자에 있어서도 차이가 났는데 과학 문화자본이 풍

부한 학생의 참여 동반자는 주로 부모 가족이었으나 과학문화 자본이

부족한 한생들의 경우는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 는 혼자서 과학 련

활동을 하 다.

이처럼 과학 포부가 높은 학생들은 기본 으로 과학에 흥미가 높았지

만 포부형성 요인과 그 정도는 학생마다 달랐다.과학문화 자본을 풍부

하게 가진 학생은 학교뿐 아니라 학교 밖 다양한 련 경험과 가족의 조

력 상품을 바탕으로 과학에 한 친숙성이 높았고 이는 구체 이고

명확한 포부를 갖게 해주었다.반면에 과학문화 자본이 부족한 학생은

가족의 학업 지원이 미미하고 가족 학습 환경 비형식 기 참여가

조했지만 학교에서 제공되는 과학 교과서,수업,방과 후 학교 활동이 과

학에 한 흥미 포부 형성에 결정 인 향을 주었다.하지만 과학문

화 자본이 풍부한 학생들의 포부가 분명한데 반해 이 학생들은 포부가

모호했고 포부 수 이 불안정 했다.이는 학교 밖 경험 부재와 상호작용

의 부족으로 인해 과학 련 직업에 한 친숙성이 낮기 때문으로 보

인다.과학 개념이나 원리를 학습하는 데는 학생마다 개인차가 있으며

과학에 한 인식에 따라 련 내용이나 활동을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Zimmerman&Bell,2012).학생들의 과학 인식을 풍부하게 하기

해서 학교 학습뿐 아니라 가정 기타 비형식 기 에서 과학 련 활

동이 충분히 필요한데 이는 학생들에게 과학에 한 친숙도 흥미를

높이며 과학 포부 형성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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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언

본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학생들의 과학 포부 형성을 해서는 의미 있는 타자와 진로

학습에 한 화,조력,참여 활동이 필요하다.과학문화 자본이 높

은 학생들의 경우 이것이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지만 과학문화 자본이

낮은 학생들의 경우 학교와 교사의 역할이 요하다.특히 학교에서 이

루어지는 과학 실험,방과 후 동아리,과학 상 보기 등의 활동은 과학

문화 자본이 부족한 학생들의 과학 지식 습득과 과학 련 포부 형성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따라서 등학생의 과학에 한 흥미와 과학

포부 형성을 해 가정에서 부족한 과학문화 자본을 학교 내 과학

련 활동 학습이 보충해 수 있어야 하며,교사의 구체 인 학습 조

력 진로 교육이 필요 하다.

둘째,이번 사례연구는 기 연구로써 재 학생들의 포부와 활동,그리

고 과학문화 자본의 특징을 조사하 다.이에 더 나아가 학년이 올라갈

수록 학생의 포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과학문화 자본이 학생들의 과학

포부 변화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해서 종단 인 학생

찰 과학문화 자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후속연구로써 과학 련 진로 선택에서 나타난 남녀 학생들의 차

이에 한 다각 인 연구가 필요하다.이번 연구는 사례연구 상 선별

과정에서 남학생에 한 연구만 이루어졌다.따라서 과학문화 자본이 남

녀 학생의 포부에 미치는 향 특징에 한 성차 연구가 의미 있게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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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의 과학 활동에 대한

경험 및 생각 조사 설문지

         (4학년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대학교 과학교육 연구팀입니다. 이 

설문은 여러분의 평소 과학 활동에 대한 경험과 생각에 대해 알아 

보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 결과는 여러분의 과학·기술 및 수학에 

대한 흥미, 참여, 포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에 사용할 것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것을 골라 √ 혹은 ○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검사는 여러분의 성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조사 결과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설문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면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과학교육과 연구진

이

름

생

일
    월     일

성

별
□ 남   □ 여

부 록.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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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 과목(3~4개) 보통인 과목(3~4개) 싫어하는 과목(3~4개)

◈ ◈ ◈

◈ ◈ ◈

◈ ◈ ◈

◈ ◈ ◈

매우

좋아한다
좋아한다

그저

그렇다
싫어한다

매우

싫어한다

과학·기술 □ □ □ □ □

수학 □ □ □ □ □

과학에 다른 과목(수학, 음악, 미술, 

국어, 사회 등)이 합쳐진 내용
□ □ □ □ □

※ 문제를 잘 읽고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것을 골라 □ 

칸에 √ 표시를 하거나 빈 칸에 적어주세요.  

1. 학교에서 배우는 다음 과목 중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나요? 아래 

칸에 해당하는 과목을 적어주세요.

㉠ 도덕 ㉡ 국어 ㉢ 사회 ㉣ 수학 ㉤ 과학 ㉥ 체육 ㉦ 음악 ㉧ 미술 ㉨ 어

2. 학교에서 배우는 다음 내용을 얼마나 좋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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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중요한 이유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

세 번째로 중요한 이유

3. 장래 희망이 무엇인가요? 되고 싶은 직업을 자세하게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 연예인보다는 화배우로, 선생님보다는 과학선생님으로, 

과학자보다는 천문학자와 같이 자세하게 적어주세요.)

                           

4. 장래 희망을 3번과 같이 답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음 ㉠~㉩ 중 

가장 중요한 3가지 이유를 골라 아래 칸에 순서대로 1개씩 

적어주세요.

㉠ 유명해지기 위해 

㉡ 많은 돈을 벌기 위해 

㉢ 명예롭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 세상에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 부모님이 바라시기 때문에 

㉦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 내가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에 

㉩ 기타(나에게 중요한 이유가 보기에 없다면 아래 빈 칸에 직접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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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나는 과학과 관련된 것에 재미를 느낀다. □ □ □ □ □

나는 과학과 관련된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한다.
□ □ □ □ □

나는 과학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싶다. □ □ □ □ □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나는 보호자 또는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 □ □ □ □

나의 보호자 또는 부모님은 나의 교육에 

적극적이고 헌신적이다.
□ □ □ □ □

나의 보호자 또는 부모님은 내가 커서 

과학·기술 및 수학과 관련이 많은 직업을 

갖기를 원한다. 

□ □ □ □ □

나의 가족은 과학·기술 및 수학이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 □ □ □ □

5. 각 문장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답을 골라 □ 칸에 √ 표시를 해 

주세요.

6. 여러분의 보호자 또는 부모님에 대한 다음 문장을 보고, 각 문장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답을 골라 □ 칸에 √ 표시를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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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나는 과학·기술 및 수학이 재밌다. □ □ □ □ □

나는 과학·기술 및 수학이 흥미로운 과목 

이라고 생각한다.
□ □ □ □ □

솔직히 말해서 나는 과학·기술 및 수학에 

흥미가 없다.
□ □ □ □ □

나는 과학·기술 및 수학을 배우는 것이 

신난다.
□ □ □ □ □

나는 과학·기술 및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즐겁다.
□ □ □ □ □

나는 새로운 과학·기술 및 수학 개념을 

배우는 것이 좋다.
□ □ □ □ □

나는 시간을 잘 사용한다. □ □ □ □ □

나는 활동할 때 활동의 목표를 잘 파악한다. □ □ □ □ □

나는 문제를 해결할 때 예전의 경험을 

이용한다. 
□ □ □ □ □

과학·기술 및 수학 관련활동을 하는 것은 

나에게 이익이 된다. 

(예. 어른에게 칭찬받음, 성적에 도움, 

원하는 학교에 가는데 도움이 됨 등)

□ □ □ □ □

7. 다음의 문장들을 읽고, 각 문장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답을 골라 □ 

칸에 √ 표시를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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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나는 과학·기술 및 수학을 더 공부하고 싶다. □ □ □ □ □

나는 과학·기술 및 수학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싶다.
□ □ □ □ □

나는 과학자나 수학자 또는 기술자가 되고 

싶다.
□ □ □ □ □

나는 언젠가 훌륭한 과학자나 수학자 또는 

기술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 □ □ □

나는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에서 

과학과 관련된 경험을 계속 하고 싶다.
□ □ □ □ □

나는 과학고등학교나 과학 재고등학교에 

가고 싶다.
□ □ □ □ □

나는 과학··수학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편이다.
□ □ □ □ □

나는 주변 사람들(친구, 부모님, 선생님 

등)에게 과학이나 수학을 잘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 □ □ □ □

8. 다음의 문장들을 읽고, 문장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답을 골라 □ 

칸에 √ 표시를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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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4학년 때 학교에서 과학•기술 및 수학과 관련된 활동을 한 곳을 모두 

골라 □ 칸에 √ 표시를 해 주세요.

※ 여러 개를 고를 수 있습니다.

□  방과후학교

□  영재학급(지역영재학교)

□  발명반

□  동아리(계발활동)

□  학교도서관(과학·기술 및 수학과 관련된 공부나 책 읽기)

□  대학영재원

□  학교 캠프

□  기타(원하는 답이 보기에 없다면 아래 빈 칸에 직접 적어주세요)

                                                       

10. 4학년 때 일상생활에서 과학·기술 및 수학과 관련된 활동을 한 곳을 

모두 골라 □ 칸에 √ 표시를 해 주세요.

※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 및 수학과 관련된 TV프로그램 보기

□  인터넷에서 과학·기술 및 수학 관련 정보 검색

□  과학도서나 잡지 읽기

□  마트에서 동··식물 관찰하기

□  집에서 동··식물 키우기

□  집에서 과학 실험이나 과학·기술 및 수학 문제 풀기

□  레고나 과학상자, 전자키트 등 만들기

□  야외활동(산, 바다, 갯벌, 공원, 가족캠프, 답사, 천체관측 등) 

□  기타(원하는 답이 보기에 없다면 아래 빈 칸에 직접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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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자주 했나요?

전혀 하지

않았다

6개월에 

1~5번 정도

한달에 

1~3번 정도 

일 주 일 에 

1~3번 정도

일주일에  

4번 이상

□ □ □ □ □

누구와 했나요? 

(모두 선택)

□ 혼자         □ 가족             □ 친구     

□ 학교선생님   □ 학원선생님       □ 기타       

얼마나 

자주 했나요?

전혀 하지

않았다

6개월에 

1~5번 정도

한달에 

1~3번 정도 

일 주 일 에 

1~3번 정도

일주일에  

4번 이상

□ □ □ □ □

누구와 했나요?

(모두 선택)

□ 혼자         □ 가족             □ 친구     

□ 학교선생님   □ 학원선생님       □ 기타       

얼마나 

자주 했나요?

전혀 하지

않았다

6개월에 

1~5번 정도

한달에 

1~3번 정도 

일 주 일 에 

1~3번 정도

일주일에  

4번 이상

□ □ □ □ □

누구와 했나요?

(모두 선택)

□ 혼자         □ 가족             □ 친구     

□ 학교선생님   □ 학원선생님       □ 기타       

11. 최근 6개월 동안에 다음의 장소에서 과학·기술 및 수학 관련 활동을 

얼마나 자주, 그리고 누구와 했는지 골라 □ 칸에 √ 표시를 해 

주세요.

1) 학교 (방과후학교, 학교도서관, 동아리, 계발활동, 영재학급 등)

2) 과학관

3)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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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자주 했나요?

전혀 하지

않았다

6개월에 

1~5번 정도

한달에 

1~3번 정도 

일 주 일 에 

1~3번 정도

일주일에  

4번 이상

□ □ □ □ □

누구와 했나요?

(모두 선택)

□ 혼자         □ 가족             □ 친구     

□ 학교선생님   □ 학원선생님       □ 기타       

얼마나 

자주 했나요?

전혀 하지

않았다

6개월에 

1~5번 정도

한달에 

1~3번 정도 

일 주 일 에 

1~3번 정도

일주일에  

4번 이상

□ □ □ □ □

누구와 했나요?

(모두 선택)

□ 혼자         □ 가족             □ 친구     

□ 학교선생님   □ 학원선생님       □ 기타       

얼마나 

자주 했나요?

전혀 하지

않았다

6개월에 

1~5번 정도

한달에 

1~3번 정도 

일 주 일 에 

1~3번 정도

일주일에  

4번 이상

□ □ □ □ □

누구와 했나요?

(모두 선택)

□ 혼자         □ 가족             □ 친구     

□ 학교선생님   □ 학원선생님       □ 기타       

4) 미술관

5) 지역도서관

6)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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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했나요?

전혀 하지

않았다

6개월에 

1~5번 정도

한달에 

1~3번 정도 

일 주 일 에 

1~3번 정도

일주일에  

4번 이상

□ □ □ □ □

누구와 했나요?

(모두 선택)

□ 혼자         □ 가족             □ 친구     

□ 학교선생님   □ 학원선생님       □ 기타       

얼마나 

자주 했나요?

전혀 하지

않았다

6개월에 

1~5번 정도

한달에 

1~3번 정도 

일 주 일 에 

1~3번 정도

일주일에  

4번 이상

□ □ □ □ □

누구와 했나요?

(모두 선택)

□ 혼자         □ 가족             □ 친구     

□ 학교선생님   □ 학원선생님       □ 기타       

얼마나 

자주 했나요?

전혀 하지

않았다

6개월에 

1~5번 정도

한달에 

1~3번 정도 

일 주 일 에 

1~3번 정도

일주일에  

4번 이상

□ □ □ □ □

누구와 했나요?

(모두 선택)

□ 혼자         □ 가족             □ 친구     

□ 학교선생님   □ 학원선생님       □ 기타       

7) 문화센터

8) 학원

9) 야외활동 (산, 바다, 갯벌, 공원, 가족캠프, 답사, 천체관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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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자주 했나요?

전혀 하지

않았다

6개월에 

1~5번 정도

한달에 

1~3번 정도 

일 주 일 에 

1~3번 정도

일주일에  

4번 이상

□ □ □ □ □

누구와 했나요?

(모두 선택)

□ 혼자         □ 가족             □ 친구     

□ 학교선생님   □ 학원선생님       □ 기타       

10) 일상생활 (TV, 인터넷, 과학도서나 잡지 읽기, 마트에서 동∙식물 관찰하기, 

집에서 과학·수학 실험, 전자 키트 만들기 등)

12. 과학에 다른 과목(수학, 음악, 미술, 국어, 사회 등)이 합쳐진 활동을 

해본 적이 있나요? 있다면, 그것이 어떤 활동들이었는지 모두 

적어주세요.

※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92-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scientific cultural capital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with high 

aspiration in science and their in- and 

out-of-school science related experiences

  

Hye-nae Jo

Earth Science Major in Science Education Divis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e trie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scientific cultural 

capital of fourth-grade students with high aspiration in science and 

investigate its impact on students' in- and out-of-school science 

related experiences. 

 Based on formulations of cultural capital which have numerous and 

sometimes contradictory definitions, we conceptualize scientific 

cultural capital as 'Science related resources and activities acquired 

as a result of trust, obligation and expectation perceived by relation 

between individuals and social structure' It includes three elements 

of cultural capital such as 'for2m', 'norms of obligation & 

reciprocity', and 'resources'. And we conducted survey to 400 fourth 

graders in three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Gwanak-gu and 

interview four students with high aspirations in science. Two of 

them have abundant scientific cultural capital and the other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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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limited science cultural capital.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lthough both groups have high interests and aspiration in 

science, students who have limited scientific cultural capital tent to 

be unclear in aspiration. But the other students' aspiration is very 

specific and their self-efficacy for science is the important reason 

why they have scientific career aspiration.

 Second, In the case of students who have sufficient scientific 

cultural capital, parental expectation, academic support, science 

related resources and various everyday activities is important factor 

as well as school science activities in formation of scientific 

aspiration. However the second groups' characteristics of scientific 

cultural capital is different in terms of parental expectation,  

resources, and activities.  

 Last, science cultural capital influences students' experiences 

related science different ways, such as students preference or 

accompanying person. Students with high aspiration in science prefer 

most science related activities. But students who have abundant 

science cultural capital often participate various in-and out of school 

science related activities with their parents, relatives, and friends 

while students without sufficient scientific cultural capital only 

participate activities in school with teacher or home alone. It means 

that even if there isn't sufficient scientific cultural capital, school 

teacher can play significant roles in formation of aspiration in 

science. 

Keywords : scientific cultural capital, cultural capital, aspiration in 

science, science related experience

Student Number : 2012-2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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