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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과학 관련 진로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과학을 활용할 수 있는 과학 

분야에 진출하도록 이끄는 것은 중요하다(Ahn et al., 2017). 중⋅고등

학교 시기는 학생들이 과학 관련 직업에 한 인식을 형성하는 핵심

적인 시기이며, 이 시기에 과학 관련 직업에 한 인식은 학생들의 

과학 관련 분야의 진로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Kim et al., 2008; 
Woolnough, 1994). 과학 관련 진로교육(science related career 
education)이란 학생 개개인이 과학과 관련한 자신의 적성, 흥미, 능
력, 환경에 알맞은 진학 및 과학 관련 직업을 선택하도록 지도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활동이다. 진로교육은 진학 및 선택한 직업

에 현명하게 적응할 기회를 마련해 주고, 선택한 진학 및 직업세계에

서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 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주어진 

환경에 적극 적응하고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저마다의 행복한 인생을 

누리도록 지도하는 것을 의미한다(Kim 1991; Kim & Yoo, 2012). 
적절한 진로교육은 직업과 관련된 각 개인들의 특성, 흥미, 가치관, 
선호도 등과 직업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하여 충분히 파악한 후, 

각 개인들에게 자신의 개인적 특성과 가장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Kim & Yoo, 2012). 학생이 스스

로 적성과 재능을 발견해 삶의 방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로교육이라면, 이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특별 프로그램에 

의해 단편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교생활에서 시간 

비중이 가장 높은 교과수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Lim et al., 2015; Hong, 2005).
과학 관련 진로교육도 과학 학습과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경험되는 

것이 과학 관련 진로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존의 진로

교육은 학생들에게 간단한 직업 소개나, 도서, 영상, 강연 등을 통한 

간접적인 진로교육이 주를 이루며, 각 교과에서 관련 진로 정보를 

알려주는 등의 체계적인 진로 교육은 미흡한 편이다(Lim et al., 
2015). Yang(2004)의 연구에 의하면 학생들은 과학 교사로부터 수업 

시간을 통한 과학 관련 진로 교육을 선호하였다. 효과적인 과학 관련 

진로 교육을 위해서는 교과의 학습 내용을 학생들의 능력, 적성, 미래 

직업에 한 인식과 탐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고(Yoon et 

al., 2006), 과학수업 내용과 관련된 진로 자료를 개발하여 지도할 

중등 예비 과학교사들의 과학자 이미지 및 과학 관련 직업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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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Jeon et al., 2008). 이를 위해서 과학교사들이 과학 관련 

직업에 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한다(Kim et al., 
2008). 

과학교사는 학생들의 과학 관련 진로 선택에서 주요 요인 중 하나

이다. Jang(2004)은 과학자들의 진로 선택과정에서 개인적 특성, 가정

환경, 학교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요인을 언급하였다. 개인적 특성에

서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파악하는 능력, 가정환경에서는 아버지의 

진로에 한 조언, 학교환경에서는 고등학교 교사와 학교 교수, 사
회문화적 환경에서는 사회적인 전망이 부각되었다. 학교환경에서 가

장 부각된 요인은 교사였다. 특히 과학교사의 수업과 학 교수의 

영향이 중요하게 언급되었다. Yoon(2007)은 과학관련 진로선택의 요

인으로 개인적 요인, 교육적 요인, 사회적 요인의 세 범주로 크게 구분

하고, 각 범주를 두세 개의 하위 요인들로 세분화하였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학생들의 과학 진로 선택 과정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개인적 요인이며, 교육적 요인은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적 요인에서 과학

수업 요인이 과학 교사 요인 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과학 교사들에 의한 과학진로교육의 영향력이 매우 작다고 볼 수 있

으므로 과학 교사들에 의한 효과적인 과학 관련 진로교육의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갖고 있는 특정 상에 한 이미지는 학습이나 진로선택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미지는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며 상

에 해 반응을 결정하는 근원이다. 인간의 행위는 지식과 정보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지각하는 이미지에 의해서도 이루어

진다(Kim, 1991). 이미지는 사람들이 특정의 상에 해 가지는 지

식, 호감, 태도, 감정, 신념, 아이디어 및 인상을 통해 느껴진 감각적 

심상을 말한다(Reynolds & Gutman, 1984). 이미지에 한 심리학적 

정의는 ‘기억이나 상상 또는 외적 자극에 의해서 의식의 표면에 나타

난 직관적인 표상’으로 표현한다. 여기서 기억은 과거 경험의 산물이

며, 상상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일컫는다. 즉 이미지는 사람이 

과거에 겪은 경험의 종합적인 결과로서 만들어지며, 비록 아직 경험

은 못했지만 경험했음직한 그럴듯한 세계를 그려내는 일을 포함한다

(Kim & Chung, 2009). 이미지는 실제에 해 갖는 마음속의 심상으

로 또 실제에 한 주관적 기억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미지는 상을 

있는 그 로의 모습으로만 마음속에 그리는 것은 아니다. 이미지는 

사람이 그리고 싶은 로 그린 그림이다. 따라서 이미지가 실제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지가 실제와 같거나 다르

거나 또는 전혀 관계가 없더라도 이미지는 상에 한 그 사람의 

반응을 결정하는 근원이다. 이미지는 상에 한 평가 기준이고, 
상에 관한 정보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Lee, 2002). 
과학자나 과학 관련 직업에 한 이미지는 학생들이 과학을 학습하

는데 영향을 주고, 그들의 태도나 행동에 있어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또한 과학자에 한 이미지는 

학생들의 과학 관련 직업 선택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Lim et al., 2008). 따라서 과학이나 과학자에 한 부정적 이미

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과학과 관련된 교과목을 선택할 가능성이 

낮으며, 결과적으로 과학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할 가능성도 낮을 것

이다(Jang & Lee, 2004). 학생들의 과학자에 한 왜곡된 이미지는 

과학에 한 잘못된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미지는 과학에 한 흥미나 성취도 저하를 가져오며 

과학 관련 진로를 선택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Finson, 2002; Joo et al., 2008). 과학자 이미지에 한 연구는 학생들

이 과학자에 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분석을 통해 학생들의 과학에 

한 태도, 과학 학습에서의 자기 효능감, 과학에 한 흥미 등을 가늠

할 수 있고 이는 교사, 과학 교육자, 교육정책 입안자들에게 좋은 자료

가 될 것이다(Farland-Smith, 2012). 
과학자에 한 이미지 연구는 1940년 부터 시작되었다. 1950년
 Mead와 Metraux가 개발한 DAST(Draw a Science Test)라는 검사 

방법을 통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이후 DAST-C(Finson et al., 1995)
라는 체크리스트 검사 방법을 통해 그림으로만 하던 학생들의 과학자

에 한 이미지 조사의 한계를 보완했고 수업 후 면담까지 추가해 

그림과 체크리스트로도 부족했던 부분의 인식까지 검사할 수 있었다

(Lee & Shin, 2014). 상에 한 이미지 그리기는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설문이나 면담 등 언어적 형태의 

조사를 통해 얻을 수 없는 특정 현상이나 사물에 한 내적 이미지를 

제공하므로 많은 이미지 분석 연구에서 활용되어 왔다(Kim et al., 
2012; Jung & kim, 2014; Scherz & Oren, 2006). 국내에서도 과학자 

그리기 조사 도구를 번안⋅수정하여 초⋅중등 학생들이 생각하는 과

학자의 이미지를 분석하는 데 사용하였다. Kim et al.(2012)은 Fralick 
et al.(2009)이 개발한 DAST와 DAET(Draw-an-Engineer)의 워크시

트를 번안⋅수정하여 과학자, 기술자, 공학자가 하는 일과 상에 

한 중학생들의 이미지를 조사하였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과학자가 

취급하는 상 또는 사물로는 플라스크, 비커, 시험관이 가장 많았으

며,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차이는 없고, 과학자와 기술자를 구분하여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ung & Kim(2014)은 초등학생의 과학, 
공학, 기술에 한 인식 및 과학자, 공학자, 기술자에 한 이미지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들이 나타낸 표적인 과학자의 이미지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전형적인 과학자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하지

만 과거의 연구에서 나타난 과학자의 헝클어진 머리나 머리, 나이

든 과학자 이미지에서 단정한 짧은 머리에 수염이 없고 밝은 모습의 

젊은 과학자로 변화된 모습이 보였다.
과학자의 이미지에 한 그리기 분석도구는 오랜 기간 다양한 연구

자에 의해 사용되어 온 좋은 도구임에 틀림없지만 문제점도 존재한다

(Jung & Kim, 2014). 첫째는 상황에 따라 과학자에 한 다른 이미지

를 그릴 가능성이 있고, 둘째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자의 외형

적인 신체적 이미지에 한 인식에만 집중한다는 것이다(Jang & Lee 
2004). 그리기 분석법을 이용한 과학자 이미지 연구들은 그림 그리기

의 한계가 있어 주로 과학자의 외형적인 신체적 측면에 치우쳐 있다. 
이를테면 수염이 덥수룩하고, 머리에 안경을 끼고, 흰색 실험복을 

입고 있는 남자가 과학자의 외형적인 이미지이다. Song(1993)은 과학

자에 한 이미지 연구에서 외형적인 측면을 주로 취급하고 내면적인 

측면에 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Kim et al. 

(2008)은 오직 과학자의 모습에만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를 통해 학생들이 과학자의 이미지에 하여 얼마나 다양하게 인식하

는지에 해 알아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Jang & Lee(2004)은 외형적

인 측면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여러 검사 도구를 병행한 다양한 접근

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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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교사의 과학자 이미지와 과학 관련 직업에 한 인식을 다각도

로 조사하고, 이에 한 왜곡된 이미지를 분석하여, 과학 교육이나 

진로교육을 위한 지도 자료 개발에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Jang 
& Lee 2004). 학생들은 학교에서 과학을 학습하면서, 교사로부터 교

과내용 뿐만 아니라 과학과 과학자에 한 태도와 이미지도 함께 학

습하게 된다. 또한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표상되는 과학자의 이미지를 

통해 모델을 형성하게 되고 학생들은 이 모델을 닮으려 한다(Song, 
1993). 학생을 가르치게 될 예비 교사나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의 과학

자에 한 인식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Quita, 
2003). 하지만 과학교사들이 갖는 과학자나 과학관련 직업에 한 

이미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나 과학관련 직업 이미지 연구

들은 주로 학생들을 상으로 하고 있다. 과학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나 예비 과학교사들의 과학자나 과학관련 직업에 한 이미지에 관해

서는 국내외적으로 연구가 상 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먼저 의미분석법을 통해서 중등 예비 과학교

사들의 과학자에 한 내면적 이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개발한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과학자 이미지를 조사한다. 
또한 의미 네트워크 분석법으로 중등 예비 과학교사들의 과학 관련 

직업에 한 인식을 조사한다. 이를 토 로 중등 예비 과학교사들의 

과학자 이미지 및 과학 관련 직업에 한 교육적 시사점을 논의하고

자 한다.

Ⅱ.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대상

중등 예비 과학교사의 과학자에 한 이미지 및 과학 관련 직업에 

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서 사범 학교에서 과학교육을 전공하는 

2, 3학년을 연구 상으로 하였다. 연구 상의 인원수는 2학년 남학

생 44명, 여학생 35명 총 79명, 3학년 남학생은 35명, 여학생 20명 

총 55명이다. 전체 연구 상은 남학생 79명, 여학생 55명으로 총 

134명이다. 설문지 조사 시기는 2학기 말이다. 

2. 측정도구 개발

과학자 이미지 측정도구는 의미분석법(Osgood et al., 1957)에 따

라 개발한다. 의미분석법은 Osgood et al.(1957)이 발전시킨 심리측정

의 한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사물, 인간, 사상, 사건 등에 관한 개념의 

의미를 의미공간 속에서 측정하는 것이다. 즉 한 개념의 의미를 양극

적으로 비되는 형용사 쌍에 의해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방향, 거리, 
강도를 가지는 의미공간으로 위치시킬 수 있다는 측정이론이다(Kim 
& Choi, 2001; Murakami & Kroonenberg, 2003). 의미분석법은 상

이 되는 개념과 상반되는 의미의 형용사 쌍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Schlag et al., 2015).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먼저 제시하고 그 아래

에 상반되는 의미의 형용사를 양 끝에 배치한 후 두 형용사 사이에 

리커트 척도와 유사한 5단계 또는 7단계의 척도를 제시한다(Kurt, 
2013). 

측정도구 개발 순서는 먼저, 과학자 이미지에 한 형용사 쌍의 

문항을 구성한다. 문항의 형용사 쌍을 선정하기 위하여 사범 학교 

과학교육 전공자 3학년 남학생 35명, 여학생 20명 총 55명에게 과

학자 하면 연상되는 단어 10개를 작성하도록 한다. 수집한 연상 단

어 중에서 빈도가 높은 단어를 선정한다. 과학자 이미지로 선정한 

단어에 한 상반된 단어를 조사하여 형용사 쌍을 구성한다. 다음으

로 선정한 형용사 쌍의 문항에 하여 요인분석을 한다. 선행연구를 

참고하여(Osgood et al., 1957) 형용사 쌍에 한 요인과 요인의 수

를 정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한다(Schlag et al., 2015; Seong, 
2005). 선정한 형용사 쌍의 문항을 7점 리커트 척도로 하고, 의미가 

중복되거나 모호한 형용사 쌍을 여러 번 제거하여 형용사 쌍을 선

정한다. 

3. 분석 방법

중등 예비 과학교사들의 과학자 이미지 및 과학 관련 직업에 한 

인식을 알아본다. 사범 학교 과학교육 전공 학생들의 과학자 이미지 

및 과학 관련 직업에 한 인식을 성별로 나누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과학자의 이미지에 한 성별 조사는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 두 집단으로 나누어 t-test를 한다. 
중등 예비 과학교사의 과학 관련 직업에 한 인식은 의미 네트워

크 분석법으로 조사한다. 중등 예비 과학교사들에게 과학 관련 직업

하면 연상되는 단어를 설문지에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한다. 중등 예

비 과학교사의 성별로 나누어 연상 단어의 빈도를 클라우드(cloud)로 

시각화여 과학 관련 직업에 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본다. 또한 중등 

예비 과학교사의 과학 관련 직업에 한 인식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

하여 연상 단어의 빈도가 높은 상위 15개 단어에 해 연결 중심도를 

조사하고, 동심원으로 시각화하여 분석한다. 

Ⅲ. 연구 결과

1. 과학자 이미지에 대한 측정 도구 개발

가) 과학자 이미지에 대한 연상 단어 및 형용사 쌍 선정

과학자 이미지 측정도구의 형용사 쌍을 구성하기 위해서 과학자 

하면 연상되는 이미지 단어를 조사하였다. 사범 학교 과학교육 전공

자 3학년 남학생 35명, 여학생 20명 총 55명에게 과학자 하면 떠오르

는 이미지 단어를 설문지에 작성하도록 하였다. Table 1에 제시한 

것과 같이 과학자 이미지 단어로 총 187개 단어를 떠올렸다. 유사한 

이미지 단어를 분류하여 그룹으로 묶어 단어의 수를 줄이고 빈도가 

높은 53개의 표 단어를 선정하였다(Table 1). 
선정한 53개의 단어로 40개의 형용사 쌍을 만들었다. 형용사 쌍은 

국어사전이나 선정한 단어에서 상반되는 단어를 찾아 형용사 쌍을 

만들거나 국어사전에 없는 것은 연구자들이 임의로 형용사 쌍을 만들

었다. 이를테면 ‘게으르다’와 ‘부지런하다’, ‘냉정하다’와 ‘다정하다’, 
‘어수선하다’와 ‘깔끔하다’ 등은 선정한 단어들 중에서 형용사 쌍을 

만든 것이다. 국어사전에서 상이한 단어를 찾아 형용사 쌍을 만든 

것은 ‘경솔하다’와 ‘신중하다’, ‘까칠하다’와 ‘상냥하다’, ‘둔하다’와 

‘예리하다’ 등 이다. 연구자들이 임의로 만든 형용사 쌍은 ‘무능하다’
와 ‘유능하다’, ‘생각이얕다’와 ‘생각이깊다’, ‘쓸모없다’와 ‘쓸모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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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등이다. 형용사 쌍의 배치는 오른쪽에 과학자에 한 긍정적인 

이미지의 형용사를 배치하고 왼쪽에 상반되는 형용사를 놓았다. 각 

형용사 쌍 사이에는 왼쪽 1점부터 오른쪽 7점까지 균등하게 수량화 

하였다(Shannon, 1979). 예를 들어 ‘경솔하다 (1) (2) (3) (4) (5) (6) 
(7) 신중하다’, ‘까칠하다 (1) (2) (3) (4) (5) (6) (7) 상냥하다’ 등으로 

1∼ 7까지 하나를 선택하도록 구성하였다. 

나) 형용사 쌍에 대한 요인분석 및 형용사 쌍 선정

형용사 쌍의 요인을 정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하였다(Seong, 2005). 연구 목적에 따라 Osgood 
et al.(1957)이 개발한 측정도구의 요인으로 주로 ‘평가’, ‘능력’, ‘활
동’을 그 로 사용하기도 하고, 일부분만 선택해서 사용하기도 하며, 
다른 요인을 더 첨가하여 사용하기도 한다(Ding & Ng, 2008). 기존

의 연구에서 교사의 이미지 요인으로 ‘평가’, ‘능력’, ‘활동’에 ‘정서’ 
요인을 추가하여 사용하였다(Lim et al., 2016). 이 연구에서도 ‘정
서’ 요인을 추가하여 ‘평가’, ‘능력’, ‘활동’, ‘정서’ 요인의 수를 4개
로 정하였다. 주성분 분석법(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

였으며, 배리맥스(varimax) 방법으로 회전 분석하여 요인을 추출하

였다. 중등 예비 과학교사 134명에게 1차 요인분석을 한 결과 Table 

2와 같이 문항들이 4개 요인으로 묶어졌다. 의미가 중복되거나 모호

한 형용사 쌍과 요인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형용사 쌍을 제거하면서 

여러 차례 요인분석을 하였다. Table 3은 여러 차례 요인분석을 하

여 요인별로 상관관계가 높은 24개 항목을 정렬한 결과이다. 과학

교육 전문가 박사 2인과 현장 과학교사 석사과정 2인이 여러 차례 

협의하여 Table 4와 같이 24개 형용사 쌍을 4개의 요인으로 구성하

였다. 
과학자의 이미지로 선정한 24개 형용사 쌍의 요인에 한 성분 

요소 명칭을 Table 4와 같이 정하였다. 과학자의 이미지 측정도구의 

요소를 정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여러 차례 협의하여 문항들의 단어 

의미를 고려하여 ‘평가’, ‘능력’, ‘활동’, ‘정서’로 분류하여 정하였다. 
요인 1은 과학자가 갖고 있어야 하는 ‘능력’, 요인 2는 과학자에 한 

‘평가’, 요인 3은 과학자의 감정에 한 ‘정서’, 요인 4는 과학자의 

‘활동’으로 정하였다. 결론적으로 의미분석법에 의해서 과학자 이미

지 측정문항으로 40개 형용사 쌍을 선정하고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

해서 4개의 요인으로 6문항을 한 요소로 하여 24개의 형용사 쌍을 

선정하였다. 과학자의 이미지 측정도구의 요소로는 ‘평가’, ‘능력’, 
‘활동’, ‘정서’으로 정하였고, 각 문항은 양쪽에 상이한 형용사를 배치

하고 중앙을 7등분으로 나누어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에 

한 신뢰도는 .730이상이고 전체 신뢰도는 .7471로 나타났다. 

과학자 이미지로 연상된 단어 (187단어)

가치있다, 감성적이다, 객관적이다, 게으르다, 계산적이다, 계획적이다, 고정적이다, 고지식하다, 고집있다, 고통스럽다, 과묵하다, 관찰력있다, 괴짜스럽다, 
괴팍하다, 근면하다, 근성있다, 긍정적이다, 기발하다, 기여한다, 깊이있다, 까다롭다, 까칠하다, 깐깐하다, 깔끔하다, 꼼꼼하다, 꾸준하다, 끈질기다, 날카롭다, 
냉정하다, 냉철하다, 노력적이다, 논리적이다, 놀랍다, 능력있다, 능숙하다, 다양하다, 다정하다, 단하다, 더럽다, 도움이된다, 도전적이다, 독립적이다, 
독창적이다, 독특하다, 두려움없다, 둔하다, 딱딱하다, 똑똑하다, 똑부러진다, 뛰어나다, 뚝심있다, 멋있다, 멍청하다, 명석하다, 명예롭다, 모질다, 모호하다, 
몰두하다, 무뚝뚝하다, 무섭다, 미쳐있다, 민감하다, 바쁘다, 박식하다, 반복적이다, 발전적이다, 보람있다, 복잡하다, 부지런하다, 분명하다, 분석적이다, 
분주하다, 비범하다, 비상하다, 빠르다, 사고력있다, 사교적이다, 사납다, 사려깊다, 상냥하다, 상상력있다, 새롭다, 생각이깊다, 생산적이다, 서정적이다, 
섬세하다, 성실하다, 세 하다, 세심하다, 센스있다, 소심하다, 소중하다, 솔직하다, 수학적이다, 스마트하다, 신경질적이다, 신비롭다, 신중하다, 신중하다, 
실용적이다, 심오하다, 쓸모있다, 어리석다, 엄격하다, 엉뚱하다, 연속적이다, 열정적이다, 영리하다, 영특하다, 영향있다, 예리하다, 예민하다, 오만하다, 
완벽하다, 외롭다, 외향적이다, 용감하다, 우월하다, 원칙적이다, 위 하다, 위험하다, 유능하다, 유연하다, 유용하다, 융통성있다, 의미있다, 이기적이다, 
이롭다, 이상하다, 이성적이다, 인내심있다, 자존심있다, 잠을못잔다, 잠재적이다, 재능있다, 재미없다, 재미있다, 재치있다, 적극적이다, 전문적이다, 
전체적이다, 정신없다, 정직하다, 정확하다, 조용하다, 존경스럽다, 존중받는다, 좋다, 주관적이다, 주도적이다, 주의깊다, 중요하다, 지속적이다, 지적이다, 
직관적이다, 직설적이다, 집요하다, 집중적이다, 차갑다, 차분하다, 참신하다, 참을성있다, 창의적이다, 철저하다, 청결하다, 체계적이다, 총명하다, 치 하다, 
친절하다, 침착하다, 칼같다, 탐구적이다, 특별하다, 특색있다, 평범하다, 피곤하다, 필수적이다, 필요하다, 합리적이다, 행동적이다, 헌신적이다, 현실적이다, 
호기심많다, 혼자한다, 활발하다, 효율적이다, 훌륭하다

빈도가 높은 단어 (53단어) 

게으르다, 계산적이다, 계획적이다, 고집있다, 과묵하다, 괴팍하다, 근면하다, 까칠하다, 깔끔하다, 꼼꼼하다, 꾸준하다, 끈질기다, 냉정하다, 논리적이다, 
놀랍다, 다정하다, 단하다, 도전적이다, 독립적이다, 독특하다, 똑똑하다, 멋있다, 발전적이다, 부지런하다, 비범하다, 새롭다, 생각이깊다, 섬세하다, 
성실하다, 신중하다, 심오하다, 쓸모있다, 어수선하다, 열정적이다, 예리하다, 예민하다, 완고하다, 유능하다, 이성적이다, 전문적이다, 정직하다, 좋다, 
중요하다, 지속적이다, 직관적이다, 집요하다, 집중적이다, 창의적이다, 철저하다, 필수적이다, 필요하다, 협력적이다, 활발하다

40개의 형용사 쌍

1 게으르다 - 부지런하다 11 둔하다 - 예리하다 21 시시하다 - 놀랍다 31 이성적이다 - 감성적이다

2 경솔하다 - 신중하다 12 멋없다 - 멋있다 22 식상하다 - 새롭다 32 일반적이다 - 전문적이다

3 계산적이다 - 감정적이다 13 모방적이다 - 창의적이다 23 싫다 - 좋다 33 일시적이다 - 지속적이다

4 과묵하다 - 친근하다 14 무능하다 - 유능하다 24 쓸모없다 - 쓸모있다 34 정적이다 - 발전적이다

5 괴팍하다 - 온순하다 15 미온적이다 - 열정적이다 25 안주적이다 - 도전적이다 35 즉흥적이다 - 계획적이다

6 까칠하다 - 상냥하다 16 변덕스럽다 - 끈질기다 26 어리석다 - 똑똑하다 36 직관적이다 - 논리적이다

7 냉정하다 - 다정하다 17 사소하다 - 중요하다 27 어수선하다 - 깔끔하다 37 평범하다 - 비범하다

8 느긋하다 - 활발하다 18 산만하다 - 집중적이다 28 엉성하다 - 꼼꼼하다 38 평이하다 - 심오하다

9 독립적이다 - 협력적이다 19 생각이얕다 - 생각이깊다 29 완고하다 - 유연하다 39 필요없다 - 필요하다

10 둔감하다 - 예민하다 20 선택적이다 - 필수적이다 30 원만하다 - 독특하다 40 허위적이다 - 정직하다

Table 1. Words and adjective pairs that came to mind as images of scientists



Secondary Pre-service Science Teachers’ Image of Scientists and Perception on the Science-Related Career

757

2. 중등 예비 과학교사들의 과학자에 대한 이미지

중등 예비 과학교사들은 사범 학교 과학교육과 재학생인 2학년 

남학생 44명, 여학생 35명 총 79명, 3학년 남학생 35명, 여학생 20명 

총 55명이다. 전체 남학생은 79명, 여학생은 55명 총 134명이다. 중등 

예비 과학교사들의 과학자 이미지 점수는 Table 5와 같이 5.01로 나타

났다. 과학자 이미지 측정도구가 7점 리커트 척도임을 감안하면, 4.00

요인

문항 1 2 3 4
A26 .710    
A10 .710    
A14 .709    
A11 .694    
A37 .642    
A3 .613  -.370
A32 .589    
A19 .581 .362   
A30 .525    
A16 .518    
A36 .502    
A13 .484    
A22  .753   
A21  .686   
A24  .658   
A25  .605   
A23  .569  .307
A34  .567   
A12  .567   
A39  .560   
A17  .470   
A8 -.313 .442   
A40  .354   
A6   .774  
A7   .758  
A4   .734  
A29   .659  
A27   .643  
A5 .635
A9   .499  
A38  .340 .476  
A31 .454
A35    .652
A18    .595
A2    .590
A20    .531
A15 .508
A1    .471
A28  .361  .411
A33 .404

Table 2. Factor analysis of 40 adjective pairs

요인 

문항 1 2 3 4
A26 .769   
A14 .732 .352   
A37 .699   
A11 .680   
A32 .537   
A13 .434   
A21 .704   
A24 .312 .685   
A39 .647   
A17 .575   
A23 .560   .426
A12  .515   .356
A7   .795  
A6   .792  
A4   .761  
A29   .692  
A5   .637  
A31 .440
A35    .618
A1    .605
A18 .356   .599
A33  .589
A2  .555
A15  .477

Table 3. Factor analysis of 24 adjective pairs

요인 요소 문항 신뢰도 내용

요인 1 능력

A11 0.737 둔하다 - 예리하다

A13 0.752 모방적이다 - 창의적이다

A14 0.732 무능하다 - 유능하다

A26 0.742 어리석다 - 똑똑하다

A32 0.742 일반적이다 - 전문적이다

A37 0.740 평범하다 - 비범하다

요인 2 평가

A12 0.742 멋없다 - 멋있다

A17 0.740 사소하다 - 중요하다

A21 0.739 시시하다 - 놀랍다

A23 0.738 싫다 - 좋다

A24 0.738 쓸모없다 - 쓸모있다

A39 0.737 필요없다 - 필요하다

요인 3 정서

A4 0.765 과묵하다 - 친근하다

A5 0.752 괴팍하다 - 온순하다

A6 0.762 까칠하다 - 상냥하다

A7 0.763 냉정하다 - 다정하다 

A29 0.762 완고하다 - 유연하다

A31 0.779 이성적이다 - 감성적이다

요인 4 활동

A1 0.745 게으르다 - 부지런하다

A2 0.735 경솔하다 - 신중하다

A15 0.747 미온적이다 - 열정적이다

A18 0.741 산만하다 - 집중적이다

A33 0.747 일시적이다 - 지속적이다

A35 0.754 즉흥적이다 - 계획적이다

Table 4. Structure and content of suggested measurement 
tool of physics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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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통으로 5.01은 보통보다 높은 점수이다. 과학자 이미지 요소인 

‘평가’, ‘능력’, ‘활동’, ‘정서’에서 ‘평가’, ‘능력’, ‘활동’에서 5.40이상

으로 높게 나타났고, ‘정서’에서는 2.90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Figure 
1의 a)와 같이 중등 예비 과학교사들은 과학자 이미지 요소에서 평가, 
능력, 활동은 높은 반면 정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별로 평균 

점수를 보면 ‘평가’요인이 5.96, ‘능력’ 5.72, ‘활동’ 5.47, ‘정서’ 2.89 
점수 순으로 나타났다. 중등 예비 과학교사들은 과학자의 이미지 요

소 중에서 과학자의 ‘평가’, ‘능력’, ‘활동’ 이미지를 높게 생각하는 

반면 과학자의 ‘정서’ 이미지를 낮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등 예비 과학교사들의 성별에 따른 과학자의 이미지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Table 5). 과학자의 이미지 점수에 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값은 5.01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자의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가’ 요소에서 남학생의 

평균값이 6.01이고 여학생이 5.88, ‘능력’ 요소에서 여학생의 평균값

이 5.82, 남학생이 5.65, ‘정서’ 요소에서는 남학생의 평균값이 2.94이
고 여학생이 2.81로 요소별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Figure 
1의 b)는 중등 예비 과학교사들의 과학자에 한 이미지 차이가 성별

에 상관없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과학자 이미지 측정도구의 각 항목에 하여 성별에 따른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과학자가 하는 일에 

한 ‘평가’ 요소에서 성별에 따른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는 없지만 

‘필요없다-필요하다’, ‘쓸모없다-쓸모있다’, ‘사소하다-중요하다’ 항
목의 이미지 점수가 6.00이상으로 남녀학생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

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평가’ 이미지 요소 항목의 점수 값이 ‘필요없다

-필요하다’, ‘쓸모없다-쓸모있다’, ‘사소하다-중요하다’ 남학생이 여

학생보다 높은 반면 ‘멋없다-멋있다’, ‘시시하다-놀랍다’ 항목은 여학

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자 이미지의 ‘능력’ 요소

에서 ‘어리석다-똑똑하다’ 항목의 이미지 점수가 6.00이상으로 남녀

학생 모두 과학자는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능력 항목의 이미지 점수 

값이 ‘둔하다-예리하다’, ‘모방적이다-창의적이다’, ‘평범하다-비범하

다’, ‘무능하다-유능하다’, ‘어리석다-똑똑하다’, ‘일반적이다-전문적

이다’ 항목 순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

자 이미지의 ‘활동’ 요소에서는 ‘게으르다-부지런하다’, ‘산만하다-집
중적이다’ 항목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이미지 평균값이 높은 반면 

‘일시적이다-지속적이다’, ‘즉흥적이다-계획적이다’, ‘미온적이다-열
정적이다’, ‘경솔하다-신중하다’ 항목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이

미지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과학자 이미지의 ‘정서’ 요소에서는 

‘과묵하다-친근하다’, ‘까칠하다-상냥하다’, ‘냉정하다-다정하다’ 항
목의 이미지 점수가 3.00이상으로 남녀학생 모두 낮았다. 과학자 이미

지의 정서 요소 항목 평균값은 ‘냉정하다-다정하다’, ‘괴팍하다-온순

하다’, ‘과묵하다-친근하다’, ‘이성적이다-감성적이다’, ‘까칠하다-상
냥하다’, ‘완고하다-유연하다’ 항목 순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Figure 2는 과학자 이미지를 문항별로 전체와 성별 점수로 시각화

하여 나타낸 것이다. Figure 2, a) 전체와 같이 과학자 이미지에 한 

평가 요소에서는 ‘중요하다’, ‘쓸모있다’, ‘필요하다’, 능력 요소에서

는 ‘똑똑하다’, 활동에서는 ‘집중적이다’, 정서 요소에서는 ‘이성적이

다’라는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Figure 2, b)과 성별과 같이 

요소

성별(인원수)
전체(n=143)

t남학생(n=79) 여학생(n=55)
M SD M SD M SD

평가 6.01 0.805 5.88 0.766 5.96 0.789 0.919 
능력 5.65 1.001 5.82 0.719 5.72 0.897 -1.086 
활동 5.43 0.813 5.52 0.763 5.47 0.791 -0.608 
정서 2.94 1.009 2.81 0.832 2.89 0.939  0.753
전체 5.01 0.552 5.01 0.383 5.01 0.488 -0.008 

Table 5. Difference comparison for element of image measurement tool of physics subject by gender

a) all b) male and female 

Figure 1. Analysis of image elements of scientists by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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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ll b) male and female 

Figure 2. Analysis of image items of scientists by gender

요소 내용

성별(인원수)
전체(n=143)

t남학생(n=79) 여학생(n=55)
M SD M SD M SD

평가

멋없다 - 멋있다 5.82 1.196 5.93 1.120 5.87 1.162 -0.511
사소하다 - 중요하다 6.20 1.042 6.02 1.130 6.13 1.079 0.973
시시하다 - 놀랍다 5.54 1.279 5.62 0.991 5.57 1.166 -0.360 

싫다 - 좋다 5.54 1.269 5.27 1.297 5.43 1.283 1.208 
쓸모없다 - 쓸모있다 6.46 0.931 6.15 0.870 6.33 0.916 1.949 
필요없다 - 필요하다 6.48 0.918 6.31 1.230 6.41 1.056 0.926 

능력

둔하다 - 예리하다 5.38 1.380 5.78 0.937 5.54 1.230 -1.879 
모방적이다 - 창의적이다 5.04 1.400 5.40 1.342 5.19 1.383 -1.498 

무능하다 - 유능하다 5.94 1.264 6.00 1.139 5.96 1.210 -0.297 
어리석다 - 똑똑하다 6.23 1.377 6.25 1.022 6.24 1.240 -0.122 

일반적이다 - 전문적이다 5.96 1.391 5.96 1.154 5.96 1.294 -0.007 
평범하다 - 비범하다 5.34 1.576 5.51 1.318 5.41 1.473 -0.646 

활동

게으르다 - 부지런하다 5.46 1.385 5.36 1.223 5.42 1.317 0.397 
경솔하다 - 신중하다 5.43 1.346 5.44 1.229 5.43 1.295 -0.026 

미온적이다 - 열정적이다 5.57 1.346 5.62 1.163 5.59 1.270 -0.217 
산만하다 - 집중적이다 5.76 1.407 5.71 1.536 5.74 1.456 0.196 

일시적이다 - 지속적이다 5.29 1.602 5.62 1.097 5.43 1.422 -1.314 
즉흥적이다 - 계획적이다 5.08 1.655 5.35 1.554 5.19 1.614 -0.951 

정서

과묵하다 - 친근하다 3.01 1.472 2.87 1.139 2.96 1.343 0.592 
괴팍하다 - 온순하다 3.24 1.407 3.05 1.129 3.16 1.299 0.814 
까칠하다 - 상냥하다 2.92 1.328 2.85 1.325 2.90 1.322 0.298 
냉정하다 - 다정하다 2.86 1.278 2.64 1.078 2.77 1.201 1.064 
완고하다 - 유연하다 3.23 1.694 3.20 1.532 3.22 1.624 0.097 

이성적이다 - 감성적이다 2.35 1.395 2.25 1.217 2.31 1.329 0.473 

Table 6. Difference comparison for item of image measurement tool of scientists by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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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 이미지에 한 평가 요소에서는 ‘좋다’, ‘쓸모있다’, 능력 요소

에서는 ‘예리하다’, ‘창의적이다’, 활동 요소에서는 ‘지속적이다 ‘, ‘계
획적이다 ‘라는 이미지에서 성별 간격이 생긴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과학자 이미지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중등 예비 

과학교사의 과학자에 한 이미지를 정량화하고 시각화하여 이미지

의 특징을 쉽게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3. 중등 예비 과학교사들의 과학 관련 직업에 대한 인식

과학 관련 직업하면 떠오르는 자유연상단어를 조사하여 중등 예비 

과학교사들의 과학 관련 직업에 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사범 학교 

과학교육과 재학생 2, 3학년 남학생 79명, 여학생 55명 총134명에게 

과학 관련 직업하면 떠오르는 연상 단어를 설문지에 작성하도록 하였

다. 중등 예비 과학교사들은 과학 관련 직업하면 연상되는 단어로 

전체 156개 단어를 떠올렸다. 남학생은 121개 단어, 여학생은 87개 

단어를 떠올렸다. Figure 3은 중등 예비 과학교사들이 과학 관련 직업

하면 떠오르는 연상 단어를 클라우드(cloud)로 시각화하여 나타낸 것

이다. 클라우드는 중등 예비 과학교사들이 과학 관련 직업하면 떠올

린 연상 단어의 특징을 색과 크기로 시각화하여 나타낸다(Cyram, 
2017). Table 7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과학 관련 직업하면 

가장 많이 인식되는 단어는 똑똑해야한다(34), 전문적이다(29), 어렵

다(27), 복잡하다(23), 멋있다(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들은 

과학 관련 직업에 해서 똑똑해야한다(17), 어렵다(17), 전문적이다

(16), 흥미롭다(14), 멋있다(14), 힘들다(13)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
학생들은 과학 관련 직업에 해서 똑똑해야한다(17), 전문적이다

(13), 복잡하다(12), 도전적이다(11), 어렵다(10), 멋있다(9) 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  
중등 예비 과학교사들의 과학 관련 직업에 한 인식의 특징을 

조사하기 위해서 의미 네트워크 분석을 하였다. 의미 네트워크의 분

석은 단순한 빈도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숨어 있는 관계를 지표와 

시각화하여 나타내기 때문에 주관적인 해석이 아니라 객관적인 해석

이 가능하게 된다(Han, 2003; Lee et al., 2010). 연결 중심도는 단어와 

순위
전체(134명) 남자(79명) 여자(55명)

단어 빈도 연결중심도 단어 빈도 연결중심도 단어 빈도 연결중심도

1 똑똑해야한다 34 0.3013 똑똑해야한다 17 0.3000 똑똑해야한다 17 0.3837 
2 전문적이다 29 0.3141 어렵다 17 0.2667 전문적이다 13 0.3372 
3 어렵다 27 0.2564 전문적이다 16 0.3083 복잡하다 12 0.2907 
4 복잡하다 23 0.2692 흥미롭다 14 0.2333 도전적이다 11 0.3140 
5 멋있다 23 0.2500 멋있다 14 0.2333 어렵다 10 0.2093 
6 흥미롭다 22 0.2500 힘들다 13 0.2917 멋있다 9 0.2326 
7 힘들다 21 0.3269 복잡하다 11 0.2083 흥미롭다 8 0.2209 
8 도전적이다 20 0.2564 논리적이다 11 0.2000 힘들다 7 0.2442 
9 논리적이다 17 0.1923 이성적이다 9 0.1917 이성적이다 7 0.1860 
10 이성적이다 16 0.1859 신기하다 9 0.1833 중요하다 6 0.2209 
11 창의적이다 13 0.1667 도전적이다 9 0.2083 놀랍다 6 0.2093 
12 재미있다 12 0.1795 창의적이다 8 0.1667 논리적이다 6 0.1860 
13 신기하다 12 0.1667 재미있다 8 0.1667 창의적이다 5 0.1628 
14 놀랍다 10 0.1667 유능해야한다 7 0.1833 독특하다 5 0.1977 
15 유능해야한다 9 0.1731 단하다 5 0.1083 필요하다 4 0.1744 

Table 7. Top 15 words’ frequency and centrality on associative words of science-related career 

a) all

   

b) male

   

c) female

Figure 3. Cloud analysis on perception of science-related car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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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를 측정하여 인접한 단어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Lee et 

al., 2010). Table 7은 과학 관련 직업하면 연상되는 빈도가 높은 15개 

단어의 연결 중심도를 나타낸 것이다. Figure 4는 연결 중심도 지표를 

동심원으로 시각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동심원은 단어가 원 중심에 

있을수록 연결 중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원에 멀리 있을수록 연

결 중심도 지표가 낮은 것을 나타낸다(Cyram, 2017). 원 안에 있는 

네모의 크기는 빈도를 의미한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연상 단어의 

빈도가 높을수록 연결 중심도가 높을 가능성은 있지만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전체에서 ‘똑똑해야한다(34)’가 빈도가 가장 

높지만 연결 중심도는 0.3013이고 ‘힘들다(21)’는 빈도의 순위가 7번
째이지만 연결 중심도는 0.326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결 

중심도가 높은 것은 동시 출현 단어들의 관계에서 중심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단어와 단어들 사이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 
이는 중등 예비 과학교사들이 과학 관련 직업을 머릿속에서 떠올릴 

때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남학생들의 연결 중심도

는 ‘전문적이다’ 0.3083, ‘똑똑해야한다’ 0.3000, ‘힘들다’ 0.2917, ‘어
렵다’ 0.26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들은 ‘똑똑해야한다’ 
0.3837, ‘전문적이다’ 0.3372, ‘도전적이다’ 0.3140, ‘복잡하다’ 0.2907 
등의 순이다. 남학생들이나 여학생들 모두 과학 관련 직업은 전문적

이고, 똑똑해야한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남학생들은 

과학 관련 직업은 힘들고 어렵다고 인식하는 반면 여학생들은 도전적

이고 복잡하다고 인식한다. 

Ⅳ. 결론 및 제언

과학 관련 진로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과학을 활용할 수 있는 과학 

분야에 진출하도록 이끄는 것은 중요하다(Ahn et al., 2017). 과학 

관련 진로교육에 있어서 과학교사가 표상하고 있는 과학자의 이미지

나 과학 관련 직업 인식은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과학 교사가 갖고 있는 과학자 이미지와 과학 관련 직업인식

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과학자 이미지 연구는 주로 

그리기 분석법을 통해서 연구되어 왔으나 이는 과학자의 외형적 이미

지만을 분석하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과학자의 외형적 이미지 연

구에서 벗어나 과학자의 내면적 이미지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의미분석법을 통해서 과학자의 내면적 이미지 측정도

구를 개발하고 적용하여 측정 도구의 유용성을 알아보고, 증등 예비 

과학교사의 과학자 이미지 및 과학 관련 직업에 한 인식을 분석하

여 교육적 시사점을 논의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의미분석법(Osgood 

et al., 1957)에 의해 과학자 이미지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중등 

예비 과학교사들에게 적용하였다. 의미분석법은 일련의 상반되는 형

용사 쌍을 통해 다양한 현상, 개념 또는 개인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정량화하는 방법이다(Norbergh et al., 2006). 먼저 과학자 이미지에 

한 형용사 쌍을 선정하기 위해서 중등 예비 과학교사들에게 과학자 

이미지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기술하도록 하였다. 떠올린 단어 중에

서 빈도가 높은 단어를 선정하여 40개의 형용사 쌍을 만들었다. 여러 

번의 요인분석을 통해서 형용사 쌍의 요소와 문항을 선정하였다. 과
학자 이미지 측정도구는 4개 요소와 요소별 6문항으로 전체 24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4개의 요소는 과학자가 하는 일에 한 ‘평가’, 과학자

가 갖고 있는 ‘능력’, 과학자의 행동에 한 ‘활동’, 과학자의 감정을 

나타내는 ‘정서’ 이다. 전체 신뢰도는 .7471이다. 의미분석법에 의해 

개발한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증등 예비 과학교사 남학생 79명, 여학

생 55명 총 134명의 과학자 이미지를 조사하였다. 중등 예비 과학교사

들의 과학자 이미지 점수는 5.01으로 나타났다. 과학자 이미지 측정도

구가 7점 리커트 척도임을 감안하면, 5.01은 보통보다 높은 점수이다. 
요소별로 평균 점수를 보면 ‘평가’요소가 5.96으로 가장 높았고, ‘능
력’ 5.72, ‘활동’ 5.47, ‘정서’ 2.89 점수 순으로 나타났다. 중등 예비 

과학교사들은 과학자의 이미지 요소에서 ‘평가’, ‘능력’, ‘활동’의 이

미지 점수가 높은 반면에 ‘정서’의 이미지 점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과학자의 이미지 점수에 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값은 모두 

5.01로 성별에 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다음으로, 중등 예비 과학교사들의 과학 관련 직업에 한 인식을 

자유연상기법과 의미 네트워크 분석법으로 조사하였다. 중등 예비 

과학교사들의 과학 관련 직업에 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서 과학 

관련 직업하면 연상되는 단어들을 조사하여 의미 네트워크법으로 분

석하였다. 중등 예비 과학교사들은 과학 관련 직업하면 연상되는 단

어로 남학생은 121개 단어, 여학생은 87개 단어를 떠올렸다. 전체적으

로 과학 관련 직업하면 가장 많이 떠올린 단어는 ‘똑똑해야한다’(34), 
‘전문적이다’(29), ‘어렵다’(27), ‘복잡하다’(23), ‘멋있다’(23) 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들은 과학 관련 직업에 해서 ‘똑똑해야한

다’(17), ‘어렵다’(17), ‘전문적이다’(16), ‘흥미롭다’(14), ‘멋있다’(14), 
‘힘들다’(13)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들은 과학 관련 직업에 

a) all

  

b) male

  

c) female

Figure 4. Concentric visualization on top 15 words’ cen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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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똑똑해야한다’(17), ‘전문적이다’(13), ‘복잡하다’(12), ‘도전적

이다’(11), ‘어렵다’(10), ‘멋있다’(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과학 과련 

직업에 한 연상 단어의 빈도가 높은 15개 단어를 가지고 연결 중심

도를 분석하였다. 전체의 연결 중심도는 ‘힘들다’ 0.3269, ‘전문적이

다’ 0.3141, ‘똑똑해야한다’ 0.3013, ‘복잡하다’ 0.2692 등의 순으로 

나타나났다. 남학생들의 연상 단어 연결 중심도는 ‘전문적이다’ 
0.3083, ‘똑똑해야한다’ 0.3000, ‘힘들다’ 0.2917, ‘어렵다’ 0.2667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들은 ‘똑똑해야한다’ 0.3837, ‘전문적이

다’ 0.3372, ‘도전적이다’ 0.3140, ‘복잡하다’ 0.2907 등의 순이다. 남
학생들이나 여학생들 모두 과학 관련 직업은 전문적이고, 똑똑해야한

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남학생들은 ‘힘들고 어렵다’라
고 인식하는 반면 여학생들은 ‘도전적이고 복잡하다’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통해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의미분석법을 통하여 개발한 과학자 이미지 측정도구는 과학자에 

한 내면적 이미지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다. 이미지는 

학습자가 경험했거나 상상하여 기억하고 있는 의식의 표면에 갖고 

있는 심상이기 때문에 교사나 학습자가 갖고 있는 특정 상에 한 

이미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어떤 상에 한 내면적 이미

지를 파악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기존의 과학자 이미지 연구

는 주로 과학자 그리기 분석법으로 학습자들이 그린 그림을 해석하여 

이미지를 분석하는 방법이었다. 그리기 분석법은 과학자의 내면적 

이미지보다 외형적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과학자에 한 다각적 

이미지를 분석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과학자 이미지 측정도구는 과학자에 한 이미지를 평가, 능력, 활동, 
정서의 4개 영역으로 구별하고 항목을 세분화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기존의 그리기 분석법은 연구 상자들이 상황

을 그림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Jung & Kim, 2014), 그린 

그림에 하여 분석자간 주관적 해석의 차이도 존재하였다. 그림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체크리스트도 개발되었지만(Finson et 

al., 1995) 분석하는데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과학자 이미지 측정도구는 연구 상자들

의 수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분석하는데 걸리는 소요시간도 짧아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이미지를 객관화

하고 정량화할 수 있으며 도표로 시각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둘째, 중등 예비과학 교사들에게 정의적 측면에서 과학자 및 과학 

관련 직업 인식에 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줄 진로교육활동이 필요하

다. 연구결과를 보면 중등 예비 과학교사들은 과학자 이미지에서 ‘평
가’, ‘능력’, ‘활동’ 요소에 해서는 긍정적으로 높게 평가했지만 ‘정
서’ 요소에서는 상 적으로 낮게 평가한 경향이 있다. 이는 중등 예비 

과학교사들이 과학자에 하여 정의적 측면에서 다소 부정적 이미지

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  사회에서 과학자는 고립적이고 독

단적인 모습이 아니라 협력하고 소통하는 이미지로 변화하고 있다. 
현  과학자들의 소통적이고 협업적 활동에 한 바른 이해가 중등 

예비 과학교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중등 예비 과학교사들

은 과학 관련 직업을 인지적인 면에서 우수해야 하며, 하는 일은 어렵

다라고 인식하였다. 이는 과학 관련 직업에 하여 과학에 한 관심

이나 흥미로 접근하기보다 인지적인 면의 우수성만을 강조하여 과학 

관련 직업에 한 거리감을 갖게 할 수 있다. 중등 예비 과학교사들이 

갖고 있는 과학자에 한 이미지 및 과학 관련 직업에 한 부정적 

인식은 장차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과학자의 이미지 및 과학학습

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과학 관련 직업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중등 예비 과학교사의 교사 양성 과정에서 과학자 

이미지 및 과학 관련 직업에 하여 바른 이해와 친근하고 긍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진로교육 활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과학교사 

양성 교육과정에 과학교과 내용뿐만 아니라 과학자와 과학 관련 직업

인의 삶과 하는 일을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과학자를 인터뷰 하거나(Jeon et al., 2008), 과학자의 연

구실 탐방, 연구 참여 활동을 통해서 과학 관련 직업에 한 경험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Lee et al., 2009). 
본 연구는 중등 예비 과학교사들의 과학자에 한 이미지 및 과학 

관련 직업에 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과

학을 가르치는 과학교사들을 상으로 하는 과학자 이미지 및 과학 

관련 직업 인식 연구도 필요하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학교사들이 갖고 있는 과학자 이미지 및 과학 관련 직업 인식은 

배우는 학생들의 과학 관련 직업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

문이다. 또한 개발한 과학자 이미지 측정 도구는 학생을 연구 상

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초⋅중등 학생들에게 그 로 적용하여 과학

자의 이미지를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초⋅중등 학생들

의 용어 수준에 맞는 측정 도구를 개발하여 초⋅중등 학생들을 상

으로 하는 과학자 이미지 및 과학 관련 직업에 한 인식에 한 연구

도 필요하다. 

국문요약

학습자들이 갖고 있는 과학자 이미지는 과학학습이나 과학 관련 

직업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과학자의 이미지는 주로 그리기 

분석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기 분석법은 그리는 것에 제한이 

있어 주로 과학자의 외형적인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과학교사들이 

갖고 있는 과학자의 이미지 및 과학 관련 직업에 한 인식은 학생들

의 과학학습이나 과학 관련 직업 선택에 중요한 요인이다. 하지만 

과학교사들을 상으로 하는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이 연구

의 목적은 의미분석법을 통해서 과학자 이미지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적용하여 측정 도구의 유용성을 알아보고, 중등 예비 과학교사의 과

학자 이미지 및 과학 관련 직업에 한 인식을 조사하여 교육적 시사

점을 논의하는 데 있다. 연구 상은 사범 학교에서 과학교육을 전

공하는 2, 3학년 남학생 79명, 여학생 55명 총 134명이다. 연구결과 

과학자 이미지 측정도구는 ‘능력’, ‘평가’, ‘활동’, ‘정서’의 4개 요소,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개발한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중등 예비 과학

교사들에게 적용한 결과 과학자의 ‘평가’, ‘능력’, ‘활동’ 요소에 한 

이미지는 높은 반면에 ‘정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과학 관련 직업에 해서는 ‘힘들

다’, ‘전문적이다’, ‘똑똑해야한다’, ‘복잡하다’ 등으로 인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들은 ‘힘들고 어렵다’라고 인식하는 반면 

여학생들은 ‘도전적이고 복잡하다’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과학자 이미지 측정도구 활용의 유용성 및 중등 예비 과학교

사들의 과학자 이미지, 과학 관련 직업에 한 교육적 시사점을 논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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