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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진로교육은 미래의 자신의 인생을 준비하도록 하는 
교육적인 활동으로, 모든 교육은 결국 진로교육이라고 
할 정도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Kim & Jun, 2019; 
Marland, 1972). 진로교육은 학생의 소질 및 적성을 
고려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며 준비할 수 있도
록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Jyung et al., 2012; 
Lee, 2005). 사회의 변화만큼 직업의 세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직
업의 세계를 알고 자신의 희망과 적성에 맞게 자신의 

진로를 미리부터 고민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2017). 특히, 최
근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과학기술
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 분야의 우수 인
력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8). 이에 따라 2015 개
정교육과정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인재
상과 적성과 소질에 따른 진로개발역량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진로교육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그런데 이처럼 과학기술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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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니라 학생들의 낮
은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 및 과학 관련 진로에 대
한 인식에 대해 많은 우려가 제기된다. 국제 비교 연
구인 TIMSS나 PISA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높은 학
업 성취도와는 달리 과학에 대한 흥미도는 지속적으
로 낮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흥미도가 더 낮아지는 상황이다(Kim et al., 
2012, Ku et al., 2017). 이와 같은 우리나라 학생들
의 과학에 대한 낮은 흥미와 관심은 과학 관련 분야
로의 진로에 대한 인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과학 관련 직업에 대한 학생들의 희망을 조
사한 연구(Bong & Lee, 2012; Yoon, 2002)에 의하
면 과학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의 비율은 30% 
미만에 그치며, 80~90년대에 초등학생의 장래희망 1
위가 과학자였던 반면에 2016년 한국발명진흥회가 서
울지역 초등학생 장래 희망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2위로 희망 순위가 내려가 과학자에 대한 사회적 인
식이 매우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Maeil Economics, 
2016. 05. 18). 따라서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미래
를 대비해야 할 현 시점에 다양한 과학 분야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이끌 수 있는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필
요가 있다.

학생들의 과학 관련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에 대한 관심과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Myeong & Crawley, 1993; Woolnough, 1993, 
1994; Yoon 2002). 고등학생의 이공계 대학으로의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연구한 
Woolnough(1993, 1994)는 개인적 요인, 학교 내부 
요인, 학교 외부 요인 등이 이공계 전공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고, Yoon(2002)은 과학활
동에의 참여, 과학학습에 대한 선호, 과학진로에 대한 
인식 순으로 과학 진로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침을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를 확장하여 Kim(2005)과 
Bong & Lee(2013)은 과학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개인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학교 요인, 
경험적 요인, 가정 요인의 5가지로 구성하여 고등학생 
및 중학생의 과학 관련 진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
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과학 관련 진로 선택 요인에 
대한 우리나라 고등학생과 중학생의 인식은 기본적으
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에는 과학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질적 연구 방법으
로 확장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과학 관련 정체성(Kang 
et al., 2014)이나 과학진로 문화자본의 여러 요인이 
학생들의 과학관련 진로에 대한 희망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되었다(Ahn et al., 2017).

진로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2015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진로교육 방안을 모색하고 있
으며, 중학교에서는 진로탐색을 위한 자유 학기제를 
실시하거나 고등학교에서는 진로 연계 과목에 대한 
선택을 다양화하는 등의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초등학교에서는 구체적인 진로교육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초등학생 5～6학년 시기는 
진로인식, 탐색, 계획과 관련된 발달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이며(Lee, 2005), 진로 선택에 있어 8학년 이전의 
경험이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Tai et al., 2006), 초
등학생 시기의 과학 교육이 과학 관련 진로 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시기라는 연구 결과(Yoon, 
2007)를 고려할 때 초등학교의 진로교육은 매우 중요
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초등학생들의 과
학 관련 진로에 대한 인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선행연구들(Bong & Lee, 2013; Kim, 2005)에서 주
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된 과학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인
식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등학생들에게 진로
교육을 실시하는 주체인 초등 교사의 과학 진로교육
에 대한 인식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과학 관련 진로 및 
그 요인에 대한 인식과 초등 교사의 과학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초등학생의 과학 관련 진로 
희망 여부 정도 및 그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과학 
진로 선택 요인에 대한 초등학생의 인식 및 학생 변
인에 따른 차이는 어떠한가? 셋째, 초등 교사의 과학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에 위치한 초등학교 5, 6학년 
각 4학급씩 총 19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초등학교에
서 과학 교과는 3학년에서부터 시작되지만 5, 6학년 
시기가 자신과 직업 세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토
대로 진로인식, 탐색, 계획과 관련된 발달 과업을 수
행하는 과정임(Lee, 2005)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5, 6
학년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초등 교사의 과학 진로
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를 위하여 수도권의 초등학교
에 근무하는 교사 1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생의 
학년 및 성별에 따른 분포 및 교사의 성별 분포는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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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도구

1) 과학 관련 진로 선택 여부와 이유

초등학생의 과학 관련 진로 선택 여부와 그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Yoon(2001), Bong(2013)의 
연구에서 사용한 4문항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구체
적으로 첫째, 과학 진로 희망 여부를 선다형으로, 둘
째, 과학 진로를 희망하는 경우 희망하는 과학 관련 
직업 분야를 두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선택형으로 구
성하고 그 이유에 대하여 서술형으로 질문하였다. 셋
째, 과학 진로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선택
형으로 질문하였다. 넷째, 이렇게 진로를 결정한 시기
를 선택형 문항으로 제시하였다. 

2) 과학 관련 진로 선택 요인에 대한 인식

초등학생의 과학 진로 선택의 요인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Yoon(2001)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지를 바탕으로 Bong(2013)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구성
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Bong(2013)의 설문은 과학 
관련 진로 선택 요인을 개인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
인, 학교 요인, 경험적 요인, 가정 요인의 다섯 가지
로 범주화하여 총 24문항으로 구성하였는데, 본 연구
에서는 개인적 요인 중 과학에 대한 성차 인식 3문항
을 제외한 21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과학에 
대한 선호와 관련된 개인적 요인 3문항, 과학과 관련
된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대학 진학에서의 유
리함 등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요인 6문항, 교사의 영
향이나 학교 내 과학 관련 경험과 관련된 학교 요인 
4문항, 학교 밖 과학 관련 경험에 관한 경험적 요인 
6문항, 마지막으로 과학 관련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한 
부모의 희망이나 지원에 관한 가정 요인 2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단계 Likert 척도로 구성하

였으며, 검사 실시 후 Cronbach’α로 구한 검사의 
신뢰도는 0.62-0.79로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86이
었다.

3) 초등 교사의 과학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

초등 교사의 과학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은 
Hong(2015)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중 4문항을 사
용하여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과학 진로 교육의 여
부, 학생의 과학 관련 진로 선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요인, 진로교육을 하는 경우 진로 교
육의 시기, 진로 교육의 내용, 그리고 진로교육을 하
지 않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하여 각각 한 문항씩 선택
형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분석 방법 

초등학생의 과학 관련 진로 선택 여부, 희망하는 과
학 관련 직업 분야는 빈도와 퍼센트를 구하였고, 그 
이유는 대표적인 응답들을 추출하였다. 과학 관련 진
로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는 각 응답에 대하여 빈도와 
퍼센트를 구하였다. 또한, 학생 변인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에 따른 과학 관련 진로 선택 
여부에 대하여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학
생들 자신이 생각하는 과학성취도 수준을 상, 중, 하
로 조사하고, 이에 따른 과학 관련 진로 선택 여부도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하였다. 과학 진로 선택 요인들
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5가지 요인에 대한 평균을 
구하여 점수를 비교하였고, 성별, 과학 관련 직업 선
택 희망 여부, 과학성취도 인지 수준에 따른 점수 차
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t-검증 및 ANOVA를 실시하였
다. 초등교사의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은 각 문항에 대
하여 빈도와 퍼센트를 구하여 분석하였다. 

구분 남 여 계

학생

5학년 49명 48명 97명

6학년 50명 49명 99명

전체 97명 99명 196명

교사 전체 10명 90명 100명

Table 1.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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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초등학생의 과학 관련 진로 희망 여부 및 
이유

1) 과학 관련 진로 희망 여부 정도

초등학교 5, 6학년 196명을 대상으로 과학 관련 진
로 희망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과학 관련 진로를 희망
하는 학생은 이 중 55명으로 28.1%에 해당하였다
(Table 2). 이 비율은 Yoon(2002)과 Bong & 
Lee(2012)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과학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 비율이 여전히 높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과학 관련 진로 희망 여부를 비교했을 
때, 남학생 중에서 과학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은 
32.3%, 여학생 중에서 과학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학
생은 23.7%로 남학생의 희망 학생 비율이 여학생에 
비하여 높았다. 그러나 χ2 검증 결과 남녀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녀별 차이
가 유의미했던 Yoon(2002)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으
며, 통계적으로는 성별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는 않았
던 중학생 대상 연구(Bong & Lee, 2012)와 고등학생 
대상 연구(Kim, 2005)와는 유사한 결과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지만 여전히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에 
차이가 있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들어 과학 
관련 진로 희망 여부에 대한 남녀 학생 사이의 격차
가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대상 및 질문
을 통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과학성취도 인지 수준에 따른 
과학 진로 희망 여부와 그 차이를 Table 3에 제시하
였다. 학생이 인지하는 과학 학업성취도 수준이 상위
인 학생 중에서는 과학과 관련된 진로를 희망하는 학
생과 희망하지 않는 학생의 비율이 유사했으나, 중위 
수준 학생에서는 과학과 관련된 진로를 희망하지 않
는 학생이 4배 이상 많았다. 하위 수준 학생에서도 과
학과 관련된 진로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이 희망하는 
학생보다 3배 정도 많았다. χ2 검증 결과 학생이 인지
하는 과학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른 과학 관련 진로 
희망 여부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자신의 과학을 잘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과학 
관련 진로 희망 비율이 비교적 높은 반면에, 중간 정
도라고 생각하는 학생과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학생
은 그 비율이 훨씬 낮아, 인지하는 과학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라 과학 관련 진로 희망 여부가 많은 차이
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희망하는 과학 관련 직업 분야

과학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 
Bong(2013)과 Yoon(2001)의 연구에서 사용한 직업 
분야를 제시하고 선택하도록 한 결과는 Table 4에 제
시하였다. 학생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1순위는 의
학 분야로 30.9%의 학생들이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 
많은 학생들이 선택한 분야는 기계와 컴퓨터(각각 
18.2%)였다. 그리고 14.5%의 학생들이 순수과학자를 
선택하였다. 최근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바와 같
이 의학 분야의 진로 희망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남학생 여학생 계 χ2 ( p )

희망 32명  (32.3%) 23명  (23.7%)  55명  (28.1%)
1.993

(0.180)
비희망 67명  (67.7%) 74명  (76.3%) 141명  (71.9%)

전체 99명 (100.0%) 97명 (100.0%) 196명 (100.0%)

Table 2. Comparison of the ratios of science-related career choice by gender

상 중 하 계 χ2 ( p )

희망 24명  (53.3%)  21명  (18.6%) 10명  (26.3%)  55명  (28.1%)
7.894
(.019)

비희망 21명  (46.7%)  92명  (81.4%) 28명  (73.7%) 141명  (71.9%)

전체 45명 (100.0%) 113명 (100.0%) 38명 (100.0%) 196명 (100.0%)

Table 3. Comparison of the ratios of science-related career choice by student-perceived science 
achievement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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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는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20여년 전 수행된 Yoon(2002)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정보전산계열이 26.4%로 가장 높고, 순
수과학자가 22.6%, 그리고 의사가 17.1%로 조사되었
던 결과와는 상당히 다른 결과로, 순수과학에 대한 희
망이 많이 줄고 의학 분야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졌
음을 알 수 있다. 

각 진로를 희망하고 선택한 대표적인 이유를 살펴
보면, 의학 계열을 선택한 학생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
을 도와주고 싶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싶다는 응답
이 많았다. 기계 분야를 선택한 학생은 조립하는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 싶기 때문이라고 응답
하였고, 컴퓨터 분야를 선택한 학생은 컴퓨터를 좋아
하고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순수과학자를 선택한 학생들은 과학이 재미있
기 때문에 이 직업을 선택하고 싶다고 응답한 학생들
이 많았다.

초등학생이 위와 같은 장래희망을 결정하게 된 시
기는 저학년은 32명(16.0%), 중학년은 94명(47.0%), 
고학년 74명(37.0%)으로 나타나 저학년보다는 중학년
이나 고학년 때 자신의 진로를 생각함을 알 수 있었
다. 따라서 이 시기에 적절한 과학 관련 진로교육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보다 많은 정보를 접하고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3) 과학 관련 진로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

과학 관련 직업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희망
하지 않는 이유를 선택형으로 조사한 결과, 65.2%의 
학생들이 과학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에, 13.4%의 
학생들은 과학 과목이 재미없기 때문에 과학 진로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Table 5). 이는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부정적인 것이 과학 관련 진로를 
선택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임을 말해준다. 이외 
11.3%의 학생들이 과학 과목이 어려워서, 4.9%의 학
생은 과학 성적이 나빠서라고 응답하였다. 이 외에 기
타 이유로는 다른 과목이 더 재미있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싶지 않아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등과 같은 
이유가 있었다.

2. 초등학생의 과학 관련 진로 희망 요인 인식

1) 학생의 과학 관련 진로 선택 요인에 대한 인식

과학 관련 진로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
고되는 5가지 요인에 대하여 초등학생의 인식을 조사
한 결과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5점 만점으로 구한 
평균에서 개인적 요인의 평균은 2.76, 학교 요인은 
2.81, 사회문화적 요인은 3.16, 경험적 요인은 2.67, 

과학 관련 직업 분야 빈도(명) 퍼센트(%) 과학 관련 직업 분야 빈도(명) 퍼센트(%)

의학 17 30.9 약학 4 7.3

기계 10 18.2 과학교사 3 5.5

컴퓨터 10 18.2 농업 2 3.6

순수과학자 8 14.5 기타 1 1.8

전체 55 100.0

Table 4. Students-desired science-related career 

희망하지 않는 이유 빈도(명) 퍼센트(%)

과학에 대해 관심없음 92 65.2

과학이 재미없음 19 13.4

과학 과목이 어려움 16 11.3

과학 성적이 나쁨 7 4.9

기타 7 4.9

전체 141 100.0

Table 5. Reasons students do not choose science-related car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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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요인은 2.22로 학생들의 인식은 사회문화적 요
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통 이하의 낮은 점수를 보였
다. 즉, 과학 관련된 직업이 사회적으로 인식이 높거
나 대학 진학에 유리하다는 인식은 그나마 보통 이상
의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자신이 과학을 좋
아하거나(개인적 요인), 학교에서 교사 및 과학 관련 
활동이 과학 진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됐거나(학교 
요인), 학교 밖의 과학 관련 경험을 즐기거나(경험적 
요인), 가정에서 부모님이 과학 관련 진로를 갖도록 
격려하거나 도움을 주는(가정 요인) 측면들은 보통 이
하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학생이 과학과 관련된 진로를 선택하는 데에 영향
을 주는 요인들 사이의 인과 관계를 분석한 
Yoon(2007)의 연구에 의하면 개인적 요인이 진로 선
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요인은 개인
적 요인이나 교육적 요인에 비해 그 영향 정도가 작
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본 연구에서 초등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진로 선택에서 중요한 요인인 개
인적 요인은 점수가 낮고, 오히려 그 영향을 정도가 
작은 사회적 요인의 점수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과
학 관련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들에 대
하여 학생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과

학 관련 진로를 선택하는 데에 장애로 작용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긍정
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 안팎과 가정에서 
보다 많은 노력과 지원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초등학생의 배경 변인에 따른 과학 관련 진로 
선택 요인의 차이

과학과 관련된 진로 선택 요인을 성별, 진로 선택 
여부, 과학성취도 인지 수준에 따라 비교해보았다. 먼
저, 성별에 따른 과학 관련 진로 선택 요인별 인식 차
이를 t-검증을 통하여 비교한 결과를 Table 7에 제시
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은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차이가 없었으나 학교 요인, 
경험적 요인, 가정 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남학생의 점수가 더 높았다. 이는 학교 및 가정으로부
터 과학 관련 진로에 대한 격려와 지원이 여학생보다
는 남학생에게 보다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며,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과학 관련 진로에 대
한 학교와 가정의 노력이 요구되는 가운데 특히 여학
생들의 인식이 높아질 수 있는 과학 활동을 학교와 
교사가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가정에서도 여학생에 

평균 표준편차
개인적 요인 2.76 .475
학교 요인 2.81 .770

사회문화적 요인 3.16 .707
경험적 요인 2.67 .672
가정 요인 2.22 1.060

전체 2.72 .509

Table 6. Mean scores of 5 factors of science-related career choice

평균 (표준편차)
t p

남학생 (n = 99) 여학생 (n = 97)
개인적 요인 2.79 ( .479) 2.74 (.473) .768 .443
학교 요인 3.01 ( .794) 2.62 (.695) 3.729 .000**

사회문화적 요인 3.19 ( .750) 3.14 (.664) .499 .618
경험적 요인 2.78 ( .697) 2.56 (.631) 2.323 .021*

가정 요인 2.45 (1.129) 1.98 (.935) 3.206 .002**

전체 2.90 ( .576) 2.60 (.442) 4.089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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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7. t-test results on factors of science-related career choice by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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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부모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 관련 진로 희망 여부에 따라서 과학 관련 진

로 선택 요인에 대한 인식 점수를 비교한 결과(Table 
8), 개인적 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과학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높게 나타났다. 과학에 대한 선호와 관련된 개인적 
요인은 과학을 희망하는 학생이나 희망하지 않는 학
생 모두 보통 이하의 점수였으나, 나머지 요인들에 대
해서는 과학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은 보통에 가
까운 점수를 보여, 이러한 요인들이 과학 관련 진로 
희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과학 학업성취도 인지 수준에 따라 과
학 관련 진로 선택 요인에 대한 점수를 비교한 결과, 
개인적 요인에서는 세 집단 사이에 차이가 없었으나, 
사회문화적 요인, 학교 요인, 경험적 요인, 가정 요인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able 9). 
학교 요인과 경험적 요인에서는 상위, 중위, 하위 수
준 학생들 사이에 모두 차이가 있었고, 사회문화적 요
인과 가정 요인에서는 상위 학생이 다른 학생들보다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과 과학 관련 진로 희망 여부에 

따른 비교 결과와도 유사한 것으로, 학생 변인에 따라 
인식에 차이가 많은 요인은 학교 요인, 경험적 요인, 
가정 요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안팎의 과학교
육, 그리고 가정에서의 부모의 지원이 전반적으로 과
학 관련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루어져야 하며 특히, 여학생, 과학 성취 수준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학생을 격려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3. 과학 관련 진로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초등 교사의 과학 관련 진로 교육에 대한 인식 중 
먼저 과학 관련 진로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분석 결
과, 42명(42%)의 교사는 과학 관련 진로교육을 하는 
데 반하여 58명(58%)의 교사는 과학 관련 진로교육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상당수의 교사가 과
학 관련 진로교육을 실시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평균 (표준편차)
t p

희망 (n = 55) 비희망 (n = 141)
개인적 요인 2.79 ( .494) 2.75 (.469) .514 .608
학교 요인 3.24 ( .819) 2.65 (.686) 5.140 .000**

사회문화적 요인 3.33 ( .579) 3.10 (.742) 2.015 .045*

경험적 요인 3.03 ( .700) 2.54 (.612) 4.852 .000**

가정 요인 3.05 (1.169) 1.90 (.818) 7.885 .000**

전체 3.08 ( .558) 2.62 (.466) 5.868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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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8. t-test results on factors of science-related career choice by their career desire

변인
평균 (표준편차)

F p
상 (n = 45) 중 (n = 113) 하 (n = 38)

개인적 요인 2.79 ( .508) 2.75 (.444) 2.79 ( .533) .185 .831
학교 요인 3.33 ( .798) 2.78 (.678) 2.31 ( .631) 22.483 .000**

사회문화적 요인 3.33 ( .725) 3.18 (.732) 2.94 ( .551) 3.215 .042*

경험적 요인 2.92 ( .770) 2.67 (.590) 2.41 ( .692) 6.525 .002*

가정 요인 2.82 (1.244) 2.05 (.899) 2.01 (1.042) 10.441 .000*

전체 3.04 ( .569) 2.68 (.434) 2.49 ( .498) 14.499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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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9. ANOVA results on factors of science-related career choice by students-perceived science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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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과학 관련 진로 선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요인을 하나만 선택하도록 했
을 때, 57%의 교사는 개인적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학교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은 각각 
10%의 교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교사들이 
인식하는 것과 같이 과학 관련 진로 선택에서 개인적 
요인은 매우 중요하며, 교육적 요인 즉, 학교 요인이 
개인적 요인에 직접적인 효과를 줌으로써 교사들은 
학생의 과학 관련 진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Yoon, 2007). 특히, 교사가 개입되는 학교 요인에서
는 학생 변인간의 차이도 많이 발생했음을 고려할 때, 
교사들이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미치는 학교 요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진로교육에 대한 노력을 좀더 기
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과학 관련 진로교육을 한다고 응답한 42명의 교사
들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의 시기를 중복 응답을 통해 
조사하고 응답자 수 및 42명 교사 대비 응답률을 분
석한 결과, 수업 중과 진로지도시간에 지도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었으며, 과학 관련 진로 교육의 내용은 주
로 과학 관련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부분이
었다. 전반적으로 과학 관련 진로에 대한 희망 정도나 
학생들의 과학 관련 진로 선택 요인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음을 고려할 때, 과학 관련 진로에 대하여 긍
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의 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과학 관련 진로교육을 하지 않는 교사에게 그 
이유에 대해 중복응답을 허용하여 질문한 결과, 과학 
진로교육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않는 
교사가 응답자의 41.3%에 달했고, 수업 시간에 지도
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36.2%였다. 또한, 
과학 관련 진로교육 자료가 부족하다는 교사가 22.4%
였다. 무엇보다도 과학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 비
율이 높지 않고 과학 관련 진로 선택 요인에 대한 인
식의 정도가 낮은 상황에서 교사가 과학 관련 진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은 과학 
관련 진로교육이 학교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과학 진로교육에 대한 학교
와 교사의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
다고 할 수 있다. 

항목 응답 유형 사례수* 백분율

과학 진로 교육 여부
(n = 100)

한다. 42명 42.0%
안한다. 58명 58.0%

학생의 과학관련 진로 선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변인
(n = 100)

개인적 요인 57명 57.0%
학교 요인 10명 10.0%

사회문화적 요인 10명 10.0%
경험적 요인 9명 9.0%
가정 요인 14명 14.0%

(진로교육을 하는 경우) 
교육 시기
(n = 42)

수업 중 진로 내용 24명 57.1%
진로지도시간 21명 50.0%
단원마지막 2명 4.7%

기타 2명 4.7%

(진로교육을 하는 경우) 
교육 내용
(n = 42)

과학 관련 진로 정보 39명 92.8%
긍정적 태도 및 가치관 18명 42.9%

지식의 직접 활용 10명 23.8%
경제적 측면 3명 7.1%

상위학교에 대한 진학정보 2명 4.8%

(진로교육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
(n = 58)

과학 진로 교육 필요성, 중요성 부족 24명 41.3%
수업 시간 부족 21명 36.2%

과학 관련 진로 교육 자료 부족 13명 22.4%
기타 7명 12.1%

Table 10. Teachers’ perception on science-related career education

 *중복응답에 대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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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과학 진로 선택 여부 
정도와 과학 관련 진로 선택 요인에 대한 인식이 어
떠한지 알아보고, 교사의 과학 진로교육의 실태를 살
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 과학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은 28.1% 정도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과학 
진로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는 아니었고, 과학 학업성취도 인지 수준에 따
라서는 과학 관련 진로 희망 여부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이 과학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이유는 희망 분야에 따라 다양했으며, 순수과학보다는 
의학, 기계, 컴퓨터 분야의 선호가 높았다. 한편, 과학 
진로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은 과학에 대해 관심이 
없고 과학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주된 이유여서 학생
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개인적 요인, 학교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경험 요
인, 가정 요인 5개의 요인으로 나누어 각 요인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사회문화적 요인만
이 겨우 보통 정도의 점수가 나왔으며 나머지 요인들
은 모두 보통 이하의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났다. 이들 
요인들이 서로 다각적으로 학생들의 과학 관련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침을 고려할 때, 학생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과학 관련 진로 선택 여부에도 부정적인 영향
을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며 학교와 가정에서 과학 관
련 진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
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
들 요소에 대한 인식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 과학 관
련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보다는 그렇지 않은 학생, 과
학 학업성취도 인지 수준이 낮은 학생의 경우가 더 
낮아 이들 학생에 대한 보다 많은 고려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초등 교사들의 과학 관련 진로 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절반 이상의 교사들이 과학 관련 진로교육
을 특별히 실시하지는 않고 있었으며, 학생들의 과학 
관련 진로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사가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 요인에 대한 인
식은 낮았다. 또한, 과학 진로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
에 대한 인식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과학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교육적 요인이 개인
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에 직접 효과를 주는 정도가 
가장 큰 시기는 초등학생 시기이다(Yoon, 2007). 이
처럼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서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교육이 미치는 중요성을 생각할 때, 초등 교사들의 과
학 관련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

다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교사들의 과학 관련 진로 
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제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와 직업의 세계가 다양화되고 급변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초등학교 시기부터의 과학 진로교육
을 통하여 다양한 과학 관련 진로에 대한 안내가 이
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학생들에게 과학 관련 진로의 
필요성과 가치가 공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과학 수업과 과학 관련 활동에 
대하여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높이는 교육이 바탕
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과학 진로교육은 과학교육
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2015 과학과 교
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과학 관련 태도의 증진과 
과학과 핵심 역량 증진을 통하여 과학에 대한 흥미와 
소양을 높이고 과학 진로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과학 관련 진로와 관련하여 최근 다양해지고 융합
적인 성격이 커지고 있는 직업의 세계와 관련하여 초
등학생들이 인지하고 있는 과학 관련 직업과 비전을 
미래 직업과 관련하여 더 연구할 필요도 있으며, 학생
들의 진로에 대한 관심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들을 좀더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들 변인 
사이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그 내에서 학교교육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 문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과학과 관련된 진로에 
대한 인식과 초등 교사의 과학 진로교육에 대한 인
식을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196명과 교사 100명
이었다. 분석 결과, 28.1%의 학생이 과학 관련 진
로를 희망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취도 
인지 수준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과학 관련 
희망 비율이 높았다. 과학 관련 진로를 희망하지 않
는 경우 그 이유는 과학에 대해 관심이 없고 과학이 
재미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과학 관련 진
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학생들의 인
식을 조사한 결과, 사회문화적 요인을 제외한 나머
지 요인들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었
다. 교사의 경우 42%만이 과학 관련 진로교육을 실
시하였으며, 진로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교사들은 
과학 관련 진로교육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
하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과학 관련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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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과 교사의 과학 관련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의 
부족은 학생들의 과학 진로 선택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되며, 학교와 가정에서 이러한 요
인들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과학 관련 진로 선택, 과학 관련 진로 교육, 
초등학생의 인식, 교사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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