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85

학업 성취가 뛰어난 고등학생들의 과학 활동,

자아 개념, 과학 전공

허 미 숙

수서 학교

11)

본 연구의 목 은 학업 성취가 매우 뛰어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이공계 진로를 선택하

거나 는 선택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며 성별차를 탐구하는 것이다. 과학고등학교와 국

제고등학교에 재학 인 1학년 학생들이 참여하여 과학 활동, 과학 학습을 한 자신의 강

, 과학 공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개방형 문항에 응답하 다.  학업 

성취가 뛰어난 고등학생들의 과학 공 선택 이유로서는 내  흥미가 가장 비 이 크며 

다음으로 자기효능감의 비 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과학을 공으로 선택하지 않

으려는 것에는 흥미의 부족보다는 자기효능감의 부족이 더 큰 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

다. 이 외에 과학 학습에 한 자아개념과 정규 수업 외의 과학 활동을 분석하고 비교하

으며 교육 , 정책  시사 들을 논의하 다. 

주제어: 학업 성취가 뛰어난 고등학생, 과학 활동, 자아개념, 과학 공, 자기효능감, 기  

가치 이론, 성별차

I. 서  론

과학과 기술 분야의 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의 향상을 해서, 한 

유능한 학생들이 이러한 분야에서 잠재능력을 발휘하며 자아를 실 할 수 있다는 면에

서 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선진 국가에서의 이공계 진학 기피 상

은 연구자들의 심을 받으며 학생들의 과학 공 선택에 향을 주는 요인들과 그들의 

인과 계 등이 탐구되어왔다. Woolnough와 Guo(1997)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의 과

학에 한 내  흥미나 자신감, 과학 활동들, 과학 련 직업에 한 매력, 과학 교육과

정에 한 인식 등을 국제 으로 비교하여 각 국가별로 이러한 요인들이 학생들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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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진로 선택에 미치는 향이 다름을 밝혔다. 한편, 윤진(2007)은 한국의 고등학생들의 

과학 진로 선택에 향을 주는 요인들을 개인  요인, 교육  요인, 사회  요인으로 

구분하여 인과 계를 밝히려 하 다. 이 연구에서 만들어진 구조방정식 모형에 의하

면, 개인의 흥미나 성, 능력, 성향에 한 인식과 친인척의 과학 련 직업 종사, 과

학 활동 등으로 이루어지는 개인  요인은 학생들의 과학 진로 희망에 직 인 향

을 다. 그러나 과학 수업이나 과학교사의 특성과 련된 교육  요인이나 과학 련 

직업에 한 사회  인정이나 경제  보상에 한 인식으로 이루어진 사회  요인이 

학생들의 과학 진로 희망에 주는 직 인 향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가 않다. 학업 

성취가 우수한 고등학생들의 과학 공 선택에 향을 주는 요인들을 연구한 Quihuis 

(2002)에 의하면 과학 공을 원하는 우수한 학생들의 집단은 그 지 않은 우수한 학생

들의 집단에 비해 자아효능감이나 과학의 가치 신념이 더 높고, 과학 교사의 자신에 

한 기 가 높다고 생각하며, 여가 시간에 과학 활동을 하는 경향이 더 높다. 그러나 과

학 공을 원하지 않는 집단에서는 과학 교과에서 어려운 공부를 피하려는 경향이 더 

높게 나왔다.

학업에서의 성취동기를 설명하는 기  가치 이론(Eccles & Wigfield, 2002)과 자기효

능감 이론(Bandura, 1986) 등의 사회인지 동기이론에 의하면 자기효능감과 성공에 한 

기 나 가치와 같은 개인 인 신념이 개인의 인지나 정서, 그리고 성취행동에 큰 향

을 다. Eccles와 Wigfield(Eccles & Wigfield, 1995, 2002; Wigfield & Eccles, 2000)에 

의하면 학생들의 학업에서의 선택, 끈기, 수행은 그 과제에 한 가치 신념과 성공에 

한 기 에 의해 직 인 향을 받는다. Eccles와 Wigfield(1995)는 어떤 과제에 

한 가치는 그 과제의 요성, 그 과제에 한 내  흥미, 그리고 그 과제의 유용성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수학을 계속 교과목으로 선택하려는 학생들의 의사는 가치의 

세 요소  흥미에 의해서 측이 되며 반면에 고등학생들이 수학교과를 수강하려는 

의사는 흥미와 유용성에 의해 측된다고 하 다. 성공에 한 기 는 앞에 닥친 혹

은 좀 더 먼 장래에 해야 할 과제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한 개인 인 믿음으로 

정의되며 어린이들과 청소년에서는 자기효능감과 경험 으로 구별되지 않는 개념이다 

(Eccles & Wigfield, 2002). 성공에 한 기 와 가치 신념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

강하는 과학 과목의 수에 향을 주며(Simpkins, Davis-Kean, & Eccles, 2006), 우수한 

고등학생들이 학에서 자연과학을 공하려는 포부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Quihuis, 2002). Quihuis는 우수한 고등학생들의 집단에서는 성공에 한 기 와 과학의 

가치 신념에 있어서 뚜렷한 성별차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Simpkins 외(2006)는 과학특별

활동이 특히 남학생들의 성공에 한 기 와 과학의 가치 신념 형성에 좋은 향을 

다는 것을 발견했다. 한편, 과학 련 직업을 추구하는 여학생과 그 지 않은 여학생 

사이에는 과학에 한 가치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Fa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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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drop, Rotella(1999)에 의하면 과학 련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비과학 련 직업

에 종사하는 여성에 비해 고등학교 시 에 과학과 수학을 더 가치 있게 여겼다. 

Bandura(1986, 1989, 2006)는 인간의 특성으로서 개인 인 주체감을 강조하며 이 주

체감이 인간의 행동뿐만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킨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과제를 수행

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한 믿음 즉 자기효능감이 개인  주체감의 심 기 를 

이루며 어떤 과제를 선택할 것인지, 혹은 그 과제에 얼마만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끈기 있게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한다. Bandura(1986)는 자기효능감의 

원천으로서 숙달해 본 경험, 체 경험, 주 의 격려나 설득, 그리고 신체 인 반응을 

지 하 다. 자기효능감은 과학이나 수학을 배우려는 학생들의 동기를 설명하거나 과학

의 선택에 나타나는 성별차를 설명하는 데에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Lent, Brown, 

Larkin(1984, 1986)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이 자기효능감이 낮은 학생들

에 비해 기술, 과학 로그램에서 더 오래 버티고 더 높은 학 을 받는 경향이 있었다. 

자기효능감에서의 성별차에 한 연구는 연구 표본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왔다. 

Stake(2006)는 고등학생들에서 여학생의 과학에 한 자신감이 더 낮다고 보고하 고, 

Hackett과 Betz(1981)는 여학생들이 과학과 수학에서 성 에 비해 자신감이 더 낮음을 

발견하 다. 반면에 학업이 우수한 고등학생이나, 학생, 과학 공자들에서는 자기효

능감에 있어서 유의미하거나 큰 성별차가 발견되지 않았다(Hackett & Betz, 1989; Lent 

et al., 1984, 1986; Li & Adamson, 1995). 일련의 연구들(Enman & Lupart, 2000; Hollinger, 

1983; Rejskind, 1993; Zeldin & Pajares, 2000)은 수학, 과학 련 로그램이나 수학, 

과학 련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버티어내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있어서 자신

감 는 자기효능감의 정 인 역할을 보고하 다. 수학, 과학, 기술 분야에서 뛰어난 

성취를 이루는 여성들을 연구한 Zeldin과 Pajares(2000)는 자기효능감이 남성들이 지배

하는 직업 분야에서 여성들이 학문 , 사회  장벽을 견디어내고 극복하는 데에 도움이 

되며, 한 여성 역할모델과 가족구성원의 격려가 여성들이 자기효능감과 자신에 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의 목 은 학업 성취가 매우 뛰어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이공계를 선택하

거나 는 선택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며 성별차를 탐구하는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 

드러난 주요 동기 요인들을 측정하는 신 개방형 문항을 사용하여 학생의 을 분

석하 고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과학, 수학, 는 공학 공(이하 과학 공이라고 칭함)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성별차가 있는가?

2. 과학을 선택하는 집단과 비과학을 선택하는 집단의 과학 활동과 과학에 한 자

아 개념은 어떻게 다르며 성별차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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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08학년도 6월에 이루어졌다. 두 개의 과학고등학교와 한 

개의 국제고등학교에 재학 인 1학년 학생들 398명이 참여하여 과학 학습 동기를 측

정하는 37개의 리커트 문항과 3개의 개방형 질문이 포함된 설문지를 약 20분 이내에 

완성하 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 공 의사를 묻는 1개의 리커트 문항과 3개의 개방형 

문항만이 이용되었고, 성별이나 과학 공 선택 의사를 밝히지 않은 6명의 설문지는 제

외되어 392명(남학생 241명, 여학생 151명)의 응답만이 분석되었다. 참여자들은 ‘나는 

학에서 과학이나, 공학, 는 수학을 공할 것이다.’라는 7  척도 리커트 문항에 

한 응답에 따라 과학 집단과 비과학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각 척도에는 다음과 같은 진

술문이 붙여졌다: ‘1’에는 ‘  그 지 않다(Not at all true of me)’, ‘2’와 ‘3’에 걸쳐 

‘그 지 않다’, ‘4’에는 ‘그  그 다(Neutral)’, ‘5’와 ‘6’에 걸쳐 ‘그런 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에는 ‘매우 그러하다( 으로 동의함, Absolutely true of me)’. 과학 집

단은 5이상의 수 을 선택한 학생들로 구성되었고, 비과학 집단은 4이하의 수 을 선택

한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분류 결과 과학 집단은 235명(남학생 180명, 여학생 55명), 비

과학 집단은 157명(남학생 61명, 여학생 96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 련 활동, 자신의 강 에 한 자아 개념, 그리고 과학을 공

하거나 혹은 공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설문지의 문항으로 미리 범주화하기 보다는 참

여자들의 을 포착하기 해(Patton, 2002: 21) 참여자들에게 다음의 문항을 제시하

며 간단히 설명하도록 요구하 다: 여러분이 재 참여하고 있거나 최근까지 해 왔던 

과학 과외 활동에 해 간단히 묘사해주세요(종류, 활동 시간); 여러분의 어떤 성격 

는 자질이 여러분이 과학을 잘 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까?; 만약 여러분이 학에서 과

학 ( 는 공학, 수학)을 공하고자 한다면, 그 이유에 해 설명해 주세요; 만약 여러분

이 학에서 과학 ( 는 공학, 수학)을 공하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들의 응답은 몇 개의 범주로 분류되어 각 범주에 한 응답 빈도가 기록되었다. 

학생들의 과학 과외 활동은 과학 학원, 과학 동아리, 수학·과학 재 로그램, 개인 탐

구 활동, 과학 캠 , 개인 과외 는 인터넷 강의, 과학 경진 회 참가 등의 범주로 분

류되었다. 과학을 잘 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자신의 성격이나 자질을 묻는 문항에 한 

학생들의 답변은 매우 다양하 으나 탐구하는 태도와 련된 응답, 능력과 련된 응

답, 과학에 한 흥미 는 심과 련된 응답, 노력이나 지구력과 련된 응답, 차분

하고 꼼꼼한 성격과 련된 응답, 창의성과 련된 응답, 열정  도 정신과 련된 

응답, 기타 응답 등 모두 8개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과학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내  흥미, 자기효능감  성공 인 성취, 직업 망, 그리고 기타의 범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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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하 고 특히 과학을 선택하는 이유에 해서는 나라의 발   인류의 복지 증진, 과

학 발 의 두 범주가 추가되었다. 학생들이 한 개 이상의 범주에 해당하는 응답을 제시

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각 범주에 따로 합산되었다. 따라서 문항의 체 빈도

수가 참여자 수를 넘는 경우도 있다. 각 범주에 한 빈도수는 과학 집단과 비과학 집

단, 과학 공을 원하는 남학생(과학 남학생 집단)과 과학 공을 원하는 여학생(과학 

여학생 집단),  그리고 과학 공을 원하는 여학생과 그 지 않은 여학생 집단 (비과학 

여학생 집단) 등에서 비교되었다. 

III. 연구 결과  논의

1. 학교 수업 외 과학 활동

연구 참여자의 76.3%(299명)이 과학 과외 활동에 재 참여하고 있거나 최근까지 해 

왔다고 응답하여 과학이 학생들의 과외 활동 의 주요한 한 부분임을 시사했다. 활동 

내용은 사교육에 치 되어 있으며 과학 집단과 비과학 집단은 참여율에서 뚜렷한 차이

가 있었다([그림 1] 참조). 즉, 과학 집단의 86.0% (202명)이 과학 과외 활동을 하고 있

다고 응답하 는데 과학 학원에 다니면서 학교 시험이나 올림피아드를 비한다고 응

답한 학생이 69.4%(163명)이었다. 반면에 비과학 집단은 61.8%(97명)이 과학 과외 활동

을 하거나 해왔다고 응답하 는데 학원으로 응답한 학생은 이 집단의 33.1%(52명)이었

다. 한편, 등학교나 학교에서 재교육 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보고한 학생과 학교 

동아리에 가입한 것을 지 한 학생은 과학 집단과 비과학 집단에서 각각 10% 미만으

로 집단 간에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다. 이는 과학 공 선택과 · 등 과학 재 

로그램 참여나 과학 동아리 활동과의 련이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개인 탐구 는 과

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한 학생의 비율 역시 양 집단에서 10% 미만이며 멘

터링을 보고한 학생은 한 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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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집단 내에서 과학 과외 활동에 참여한 비율, 올림피아드 학원이나 과학 문 학원 

비율, 과학 동아리 비율, 재 로그램 참여 비율, 개인 탐구 비율은 큰 성별차를 보이지 

않았다. 즉, 과학 남학생 집단과 과학 여학생 집단의 삼분의 이 정도는 올림피아드 학원이나 

과학 문 학원을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비율은 

양 집단에서 모두 10%를 넘지 않았다. 그 외의 다른 활동들, 즉 과외나 인터넷 강의 수강, 

캠  참여, 각종 과학 경진 회 등에 참여한 학생의 비율은 양 집단에서 모두 미미하 다 

([그림 2] 참조). 

한편, 과학 집단과 비과학 집단의 과외 활동 참여율과 사교육 참여율은 여학생의 경

우 남학생보다 더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과학 여학생의 87.3%(48명)가 과학 과외 활동

을 했거나 하고 있다고 보고 하 으며 61.8%(34명)는 올림피아드 학원이나 문 학원

을 다닌다고 보고한 반면 비과학 여학생에서는 55.2%(53명)가 과학 과외 활동을 했거

나 하고 있다고 보고 하 으며 20.8%(20명)가 학원에 다닌다고 응답하 다([그림 3] 참

조). 과학 남학생 집단에서는 과학 활동 참여율과 학원을 응답한 비율이 각각 

85.6%(154명), 71.7%(129명)이었으나 비과학 남학생 집단에서는 각각 72.1%(44명), 
52.5%(32명)가 나왔다([그림 4] 참조). 그러나 과학 동아리나 재 로그램 참가 학생 

비율은 여학생 집단에서나 남학생 집단에서 각각 큰 차이가 없었고 비율도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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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주 응답 내용

탐구심

주의 깊게 찰, 호기심, 이해될 때까지 고 듦, 개념 인 것을 

실험으로 도출해내기 좋아함, 꼼꼼하게 원리를 먼  악함, 작은 것을 

찰하거나 사물의 연 성을 찾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 탐구하기 해 

몰두하는 자세, 세심하고 철 하게 공부하려 함, 실험을 좋아함, 이 

개념을 실생활의 어디에 용할까를 궁 해 하는 자세 등

능력
이해가 빨리 됨, 수학을 좋아하고 잘 함, 추리력, 논리 ,  암기력, 
집 력, 수리탐구능력, 자질, 한 머리 등

과학에 한 흥미
흥미, 문제를 푸는 과정에 심이 많음, 배우는 것이 즐거움, 재미, 
과학  지식을 얻을 때 받는 신기함 등  

끈기

끈기 있음, 성실성, 포기하지 않음, 이해하려는 노력, 인내심, 지구력,  
노력, 정 이고 꾸 히 노력함, 차분하게 앉아있는 성격, 집착, 
끊임없이 알려고 노력함,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집요함 등  

꼼꼼함/차분함 꼼꼼한 성격, 침착함, 냉철함, 느 하여 한 주제에 해 오래 생각함 

도  정신/열정
승부욕, 도 정신, 실패를 싫어함, 자존심, 경쟁심, 실험 정신, 좋아하는 

것에 매우 빠져드는 성격, 열정  등

창의성 창의 인 생각, 상상력이 좋음, 참신한 생각 등

기타

진리를 알고자 하는 욕구, 활발하고 잘 어울리는 성격, 혼자 책 읽고 

이해하기 좋아함, 극 인 자세, 스스로 공부하는 것,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성격, 선행학습 등 

2. 과학 학습을 한 자신의 강 에 한 자아개념

과학을 잘 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자신의 성격이나 자질에 한 응답은 매우 다양하

여 일곱 개의 포 인 범주와 기타 범주가 설정되었다. 다음의 <표 1>은 각 범주에 

한 일부 응답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자신의 강점에 대한 자아 개념 

과학 집단에서는 자신의 강 으로서 탐구심, 능력, 끈기를 많이 지 하 는데 그 비

율은 각각 18.7%(44명), 15.7%(37명), 14.9%(35명)로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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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거나 차분한 성격, 도  정신이나 좋아하는 것에 빠져드는 열정, 과학에 한 흥

미, 창의성과 련된 응답을 한 학생들은 10% 미만의 낮은 비율이었다. 반면에 비과학 

집단에서는 40.8%(64명)에 해당하는 많은 학생들이 탐구심 범주로 분류된 응답을 제시

하 고 끈기를 지 한 학생도 20.4%(32명)에 달했다. 이해력, 자신감, 논리 인 생각, 
암기력, 집 력, 과학 자질의 뛰어남 등과 같은 능력을 지 한 학생의 비율은 6.4%(10

명)로서 과학 집단에 비해 낮게 나왔으며, 도  정신이나 열정, 과학에 한 흥미, 창의

성을 지 한 학생의 비율은 과학 집단에서와 같이 낮게 나왔다. 한편, 과학 집단에서는 

8.1%(19명)의 학생들이 꼼꼼한 성격 는 차분한 성격을 강 으로 지 한 반면, 비과학 

집단에서는 그러한 응답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 아래의 [그림 5]는 이 두 집단의 과학 

학습을 한 강 을 비교한 것이다. 마지막의 무응답 비율은 이 문항에 해 응답을 하

지 않은 학생과 ‘모름’ 는 ‘없음’으로 응답한 학생을 포함한다.

과학 집단 내에서는 탐구심을 강 으로 내세운 비율이 남학생(17.2%) 보다는 여학생

(23.6%)이 더 높았고, 능력을 내세운 비율은 남학생(17.2%)이 여학생(10.9%)보다 더 높

았다. 그러나 끈기, 꼼꼼함, 도  정신이나 열정, 는 과학에 한 흥미를 강 으로 내

세운 비율에서는 뚜렷한 성별차가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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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학 집단에서는 강 으로서 탐구심이 가장 많이 지 되었고 끈기가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로 지 되었다. 특히 여학생의 50.0%가 탐구심을 지 하여 남학생 비율인 

29.5%와 큰 차이를 보 다. 그러나 끈기를 지 한 비율은 남학생(24.6%)이 여학생

(17.7%)보다 높았다. 그 외에 능력이나 도  정신/열정, 과학에 한 흥미를 지 한 학

생의 비율은 모두 10% 미만으로 낮게 나왔는데 능력과 도  정신/열정을 지 한 비율

은 남학생에서 높았고 과학에 한 흥미는 남녀 비율이 비슷하 다 ([그림 7] 참조]).   

요약하면, 과학 학습을 한 자신의 강 으로서 과학 공을 원하는 학생들은 탐구

심, 능력, 끈기를 내세웠고 비과학 집단에서는 탐구심과 끈기를 지 하는 비율이 높았

다. 탐구심은 여학생들에게서 더 많은 비율로 지 되었고 끈기와 능력은 남학생들에게

서 더 높은 비율로 지 되었다. 과학 집단과 비과학 집단의 차이는 꼼꼼한 성격을 지

한 비율에서도 드러났는데 과학 집단의 8.1%가 꼼꼼함을 강 으로 내세웠으나 비과학 

집단에서는 그런 반응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 과학에 한 흥미가 과학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지 한 학생들의 비율은 모든 집단에서 5% 내외로 낮게 나왔으며 남다른 방향으

로 생각함이나 참신한 생각, 자유로운 생각과 같은 창의성을 응답한 학생의 비율도 매우 

낮았다. 

3. 과학 공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는 이유

과학( 는 공학, 수학)을 공하고자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달라는 문

항에 한 참여자들의 다양한 응답은 내  흥미, 자기효능감/성공 인 성취, 직업 망, 

나라 발 /복지 증진, 과학 발 , 기타 범주로 분류되었다. 한 과학을 공하지 않겠

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달라는 문항에 한 참여자들의 응답은 

내  흥미, 자기효능감, 직업 망, 기타의 범주로 크게 분류되었다. 다음 <표 2>에 각 

범주로 분류된 일부 응답을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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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공을 선택하는 이유 과학 공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

내  흥미

지  호기심을 충족, 자연의 

규칙성을 찾고 싶어서, 새로운 

사실을 밝 내고 싶어서, 탐구의 

즐거움, 흥미, 심, 신기해서, 
실험이 좋아서, 애매하지 않고 

명료한 것과 인과 계를 좋아하기 

때문 등

다른 학문을 공하고 싶어서, 심이 

없어서, 실용 인 것을 바꾸는데 더 

흥미가 있어서, 세계 으로 시야를 

넓히는 과목을 선택하기 해, 다른 

사명이 있어서, 다른 더 좋아하는 

과목이 있어서, 흥미가 없고 지루하다, 
수학이 어려워서, 수학에 흥미 없음 등

자기효능감/성취

재능이 일치하므로, 성이나 

성격과 맞으므로, 자신이 있으므로, 
창의성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으므로, 지 까지 많이 배웠기 

때문, 잘하기 때문 등

무 복잡하고 어렵다, 못해서, 수학 ·
과학에서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 
문과를 더 잘하기 때문, 성격이 외향

· 사교 이어서 연구직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 성  태도가 맞지 않기 

때문, 끈기가 필요하기 때문, 좋아하는 

만큼 성 이 나오지 않아, 능력이 

떨어져서, 심은 있지만 실력이 

부족하여 등

직업 망

오랫동안 일하면서 즐겁게 살기 

해, 지식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는 매력 인 분야이므로, 좋은 

직업을 얻기 해 등

직업 선택에 있어서 한정 임, 취직이 

어려움, 명확한 직장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 돈벌기가 쉽지 않아, 사회  

부를 얻기 힘들어, 특출하지 않는 한 

먹고 살기 힘들다, 사회  우가 

낮다, 직업으로 과학에 종사하면 지식 

추구로 얻어질 즐거움이 스트 스가 

될 것 같아서 등 

나라 

발 /복지증진

국가의 과학 발 과 인류의 복지를 

해 등 

과학 발
천문학의 발 을 이루기 해, 과학 

발 을 해 등 

기타

엄마와 같은 길을 걷기 해, 
노벨상을 타기 해, 꿈을 이루기 

해, 과학 재로서의 의무 때문에 

등

과외비가 많이 들어서, 학 가기 

어려워서, 부모님께서 원하시지 않기 

때문, 의사가 되고 싶어서 등

<표 2> 과학 전공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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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집단이 학에서 과학을 공하려는 이유로 가장 많이 내세운 것은 과학에 

한 내 인 흥미로서 57.0%(134명)의 응답률이 나왔다. 다음으로 자신감이나 수학  과

학에서의 성공 인 성취를 언 한 자기효능감/성취가 31.9% (75명)로 많은 비 을 차지

했으며, 유망한 직업 망이나 나라나 인류의 복지를 발 시키려는 사명감 등을 언 한 

비율은 각각 10% 미만으로 은 비 을 자치했다. 한, 의 [그림 9]에 나타난 것과 

같이 과학 집단 내에서는 뚜렷한 성별차가 드러나지 않았으나 자기효능감을 지 한 비

율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10% 정도 높았다.

한편, 학업 성취가 뛰어난 고등학생이 과학 공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로서는 44.6% 

(70명)가 수학  과학에 한 자기효능감의 부족을 지 하 다. 수학  과학에 한 

흥미의 부족이나 지루함 는 다른 분야의 심이 더 큼을 나타낸 내  흥미의 부족은 

30.6%(48명)의 학생들이 지 한 것이다. 한 12.7% (20명)의 학생들이 과학 련 직업

에 한 부정 인 망을 자신이 과학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로 제시하 는데 이는 유

능한 청소년들의 과학 직업에 한 태도가 밝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 성취가 뛰어난 한국 고등학생의 과학 공 선택에는 사회인지 

동기이론에서 지지되어 왔던 개인  신념 가운데 가치, 특히 흥미 요인이 가장 큰 향

을 주며 자기효능감 요인은 흥미 다음으로 큰 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 과학 

직업 망은 흥미나 자기효능감에 비해 이유로 지 된 비율이 매우 낮은데 이는 비록 

연구 집단의 학업 성취가 다르기는 하나 윤진(2007)의 개인  요인이 사회  요인보다 

과학 공에 더 큰 향을 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IV. 결론  시사

학업 성취가 뛰어난 고등학생들의 과학 공 선택에는 과학 는 수학에 한 내  

흥미가 가장 큰 련이 있으며 다음으로 자기효능감의 련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

는 사회인지 동기이론의 자기효능감과 가치 신념 에서 가치의 향이 더 크며,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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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 요소 에서도 흥미 요인의 향이 더욱 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과학을 공

으로 선택하지 않으려는 것에는 흥미가 부족함 보다는 자기효능감의 부족이 더 큰 

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우수한 고등학생들의 과학 공 선택과 비과학 공 

선택이라는 성취 행동의 설명 모형이 동일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과학 공을 선택하려

는 이유로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좀 더 높은 비율로 과학이나 수학에 한 자신감이

나 성공 인 성취 등을 제시하여 자기효능감의 향은 여학생에게 좀 더 큰 것으로 보

인다. 

한편 과학 련 직업에 한 낙 인 망을 이유로 내세운 과학 집단의 비율은 매

우 낮게 나왔는데 이는 직업 망보다는 개인의 신념이 과학 공 선택에 훨씬 더 

향력이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비과학 집단에서는 더 높은 비율의 학생들이 좋지 않

은 직업 망을 과학 공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로 내세웠는데([그림 8] 참조) 이는 과

학 련 직업과 과학에 한 사회의 인식을 개선시키는 정책을 통해 우수한 청소년들

의 과학 직업에 한 태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과학 학습에 도움이 되는 자신의 강 에 한 응답은 과학 집단에서는 탐구심, 능력, 

끈기가 많이 지 되었고, 비과학 집단에서는 탐구심과 끈기가 높은 비율로 지 되었다. 

과학 공 선택과 계없이 탐구심과 련된 것들이 가장 빈번하게 지 되었는데 남학

생보다는 여학생들의 비율이 더 높아서 여학생들이 과학 학습에서 탐구심을 더 요하

게 여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능력에 련된 응답은 과학 남학생 집단에서 가장 

두드러졌으며, 비과학 여학생 집단보다는 과학 여학생 집단에서 더 높은 비율로 지 되

었다. 수학·과학 분야에서 여성들의 진출이 조한 이유를 탐구한 속성 이론에 의하면 

재 학생들의 경우에 남학생들은 성공 인 성취를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과 같은 내  

요인의 탓으로 돌리는 반면 여학생들은 과제의 난이도나 운과 같은 외 인 요인을 지

하며 실패의 원인으로서 자신의 재능의 부족을 탓한다고 한다(Heller & Ziegler, 

1996). 실패의 원인을 능력의 부족으로 인식할 경우 무력감을 얻게 된다. 따라서 여학

생들의 수학·과학 학업 성취에 해서 부모와 교사들이 학생들의 능력을 인정하는 

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한 우수한 여학생들의 이공계 진로 선택을 확

하기 해서 과학계의 여성 문인 역할 모델 계발과 더불어 교사나 부모가 지속

인 격려로 여학생들의 자신감 는 자기효능감을 길러 주는 교육  노력이 필요하다.

과학 집단의 약 86%, 비과학 집단의 약 62%가 학교 수업 외에 어떤 형태로든 과학 

활동을 하고 있으며, 과학 집단의 약 69%, 비과학 집단의 약 33%가 학원을 다니면서 

올림피아드나 학교 시험을 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 집단에서 수학  과학 

재 로그램에 참가한 비율은 10% 미만이었다. 재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

의 비율이 높지 않은 것은 그만큼 재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

로 짐작된다. 그런 의미에서 재 교육청 부설 수학, 과학 방면의 재 학 이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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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더 많은 수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공받지 못하는 심화

학습의 기회와 비슷한 능력의 학생과 교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에서 바람직

하다. 한편, 학원에 편 된 학생들의 과학 활동 황은 학업 능력이 뛰어나며 과학을 

좋아하는 고등학생들의 과학 활동이 더욱 다양해져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사회

에서는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는 창의 인 사람들이 더 큰 공헌을 한다. 따라서 다양한 

문제 해결 로그램의 계발, 문가의 멘터링 등의 확 를 통하여 능력과 동기가 뛰어

난 학생들의 창의  능력 신장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을 해 개방형 문항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응답에서 과학 

공 선택이나 과학 학습과 련된 요인을 찾아내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앞으로의 연구에

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더욱 엄격한 이론  근거를 찾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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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High-achieving High School Students' Science Activities, 
Self-concept, and Choice of a Science Major

Misook Heo

Suseo Middle School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project is to explain why high-achieving high school 

students in our country do or do not choose a science major and to explore gender 

differences. First-year students attending science high schools and international high 

school participated, responding to open-ended questions on science activities, 

self-concept of strengths for science learning, and rationales for choosing or not 

choosing a science major. For high- achieving students, it is shown that intrinsic 

interest has the greatest correlation with choosing a science major, with the next 

important influence being self-efficacy. On the other hand, in not choosing a science 

major, the lack of self-efficacy has a greater correlation than the lack of intrinsic 

interest. Self-concept in science-learning and science activities occurring outside of 

school classes are also compared and analyzed, and implications are discussed from 

educational and policy view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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