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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 어느 때보
다 과학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기
술의 생존 주기는 더욱 짧아지고 그에 따라 직업에
대한 수요의 변동 역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2017). 우리
사회에 과학 기술이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증가하
고 있으며,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 새로운 과학 기
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직업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면서 과학 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 수요도 늘
어나고있다(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8).
하지만 이러한 과학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이공계 진로에 대한 선호도는

높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부와 직업능력개발원이
2018년에 실시한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2017년 초등학생 장래희망에서 10위였던
과학자가 12위로 순위가 하락하였으며, 13위였던
컴퓨터 공학자 프로그래머도 16위로 떨어졌다. 과
학자 희망 순위는 해마다 계속하여 하락하고 있다. 
또한 과학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좋지 않고
(Lee, 2015), 이과 내에서도 의․약학 계열로의 쏠
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공계 대학원생뿐만 아니
라, 과학 영재들조차도 의학 계열로 진로를 변경하
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과학기술 및
국가 경쟁력의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과학 진로에

대한 선호가 낮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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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있어서 교육적 요인은 개인적 요인에 큰 영향을 미
치므로(Yoon, 2007),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올바른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미래의 직업 세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또한 학생들에게 과학 진로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함으로써 과학 학습에
대한 효과뿐만 아니라 장래 희망으로서 과학 분야
에 관한 관심과 포부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특
히 초등학교 진로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건강한
직업의식을 심어주고, 직업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
념을 극복하고 직업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길러
주는 것이 중요하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과학 관련 직업에 대한 대표적인 편견과 고정관

념 중 하나는 과학 관련 직업에 대한 성역할 고정
관념이다(Noh & Choi, 1996). Newton and Newton 
(1998)이 4세에서 11세 사이의 어린이들을 대상으
로 과학자의 이미지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연령
이 증가할수록 과학자를 남성으로 이미지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직업에 대한 성 고정관념은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에게서 두드러지는데, 4~5세
의 여아들은 남성적인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
기고 이를 자신의 장래희망에서 배제하기 시작하
는 반면, 같은 나이의 남아들은 이와는 달리 모든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Durkin & Nugent 1998). 또한, 여학생들은 직업에
대한 성 고정관념이 상대적으로 더 많고, 전통적으
로 남성적이라고 여겨지는 직업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어서, 남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직업에서 여성보다 남성을 더 유능한 것으로 스스
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Levy et al., 2000; Liben et 
al., 2002). 과학자에 대한 남성적 이미지가 강함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경향은 여학생들의 과학 진로에
대한 기피와 과학 직업을 가질 경우에도 자신들이
남성에 비해 능력이 출중하지 못할 것이라는 오해
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실제로 남학생들에 비해
여학생들은 대체로 과학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하
며(Chung & Kwon, 2003), 9세에서 14세 사이에 과
학에 대한 관심을 잃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teinke, 2016). 이러한 성향은 여학생의 이공계 기
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는 학교 급이 높아
질수록 심화된다. 2018 교육 통계에 따르면, 대학에
서 여학생이 공학 계열을 선택하는 비율은 다른 계

열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과학 진로 교육에서는 과학 직업에 대한 성 고정관
념을 바꾸고 과학 관련 직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
도록 하는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과학자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과학 진로 관련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
게 진행되지 않았다. 과학 진로 교육과 관련하여
수행된 국내 연구들의 대부분은 과학진로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거나(Ahn et al., 2017; 
Sohn, Song, & Choi, 2017; Yoon, 2007; Yoon, Park, 
& Myeong, 2006), 일반적인 과학진로인식을 향상시
키기 위한 교육적 방안을 찾아보는 것(Park & Shin, 
2014; Yoon et al,, 2006)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과학
진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증진과 함께 과학자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완화시키는 전략을 통해
과학 진로 의식 및 태도를 향상시키는 방법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과학자에 대한 남성 편향적 고정관념을 형성하

는 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으나, 학교와 교사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Parrott et al., 2000). 학교 교
육을 통해 학생들이 접한 과학과 과학자에 대한 메
시지는 과학자에 대한 인식, 과학자에 대한 태도, 
과학 및 과학 관련 직업에 대한 관심에 영향을 주
기 때문에(Steinke et al., 2007) 교실에서의 과학 진
로 교육은 과학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심
어주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학자들은 과학에 대한 흥미 및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는 교육적 수단으로 역할 모델을 제시하
고 있다(Steinke, 2016). 긍정적인 역할 모델을 제시
할 경우 학업 동기가 증가될 뿐 아니라(Lockwood 
& Kunda, 2002), 학업성취도의향상및학습에대한 
자신감을가지는데에도효과적이다(Marx & Roman, 
2002). 또한 역할 모델은 직업의 선택 이유를 설명
하는데 영향력 있는 요소로 직업을 결정하는 데 중
대한 영향을 미친다(Bosma et al., 2012). Evans et al. 
(1995)은 과학 수업에서 여성 역할 모델을 사용하
는 것이 학생들의 과학, 수학 및 관련 직업에 대한
태도 변화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여성 역할 모델은 학생들의 고정관념을 극복
하는데에도효과적으로작용하므로(Shin et al., 2016) 
과학 진로교육에서 여성 역할 모델을 활용하면 학
생들의 과학에 대한 태도뿐 아니라, 과학 진로 의
식과 균형 잡힌 과학자 이미지 형성에 긍정적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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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 관련 직업에 대한 성

고정관념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여성 과학자 역할
모델 사례를 활용한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이러한
진로교육이 학생들의 과학 관련 태도, 과학 진로
의식, 과학자에 대한 이미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진로교육이
학생의 성별에 따라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
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과학자 역할모델 사례를 활용한 진로

교육이 초등학생의 과학 관련 태도 및 과학진로인
식에 미치는 효과 및 성별과의 상호작용 효과는 어
떠한가?
둘째, 여성 과학자 역할모델 사례를 활용한 진로

교육이 과학 관련 직업 성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은 어떠한가?
셋째, 여성 과학자 역할모델 사례를 활용한 진로

교육이 학생들의 과학자에 대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수도권에 위치한 초등학교 5학년 4

개 반 학생 70명으로, 2개 반 36명을 실험집단으로, 
2개 반 34명을 비교집단으로 할당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은 진로발달단계상 자신의 흥미나 취미에 따
라 직업을 살펴보는 흥미 단계에 속하므로 이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여 과학진로
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참
여 학생들의 구성은 Table 1과 같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여성 과학자 역할모델 사례를 활용한

진로교육이 과학 관련 태도, 과학진로인식, 과학 관
련 직업 성 고정관념, 과학자 이미지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실험집단과 비
교집단을 대상으로 과학 관련 태도, 과학진로인식, 
직업 성 고정관념을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아침
활동 시간 20분을 활용하여 실험집단에는 여성 과
학자 역할모델 사례를 활용한 진로교육을, 비교집
단에는 과학 관련 도서 읽기 활동을 각각 7회에 걸

쳐 실시하였다. 두 집단에 대하여 사전 검사와 동
일한 검사지로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고, 실험 집단
에는 과학자 이미지 검사를 사전 및 사후로 실시하
여 그 변화를 조사하여 여성 과학자 역할모델 사례
를 활용한 진로교육이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3. 여성 과학자 역할모델 사례를 활용한 진

로교육 활동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실험집단은 과학진로인식을 향상시

키고 과학 관련 직업에 대한 성 고정관념 완화를
위하여 여성 과학자 역할모델 사례를 활용한 진로
교육 활동을 실시하였다. 진로교육 활동은 주 3회
씩 아침 활동 시간 20분에 걸쳐 진행되었다. 비교
집단은 동일한 시간에 학생들이 각자 자유롭게 선
정한 과학 관련 도서 읽기 활동을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의 여성 과학자 역할모델 사례에 대한

제시는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쉽게 이해할 수 있
도록 연구자가 선정한 7명의 여성 과학자에 대해
기개발된 영상이나 만화를 활용하였다. 먼저 10분
이내에 시청할 수 있는 영상이나 해당 길이의 만화
를 함께 시청하거나 읽고, 이에 대해 간단하게 내
용을 확인하는 질문과 자료를 보고 느낀 점을 기록
하도록 한 활동지를 작성하고, 교사의 안내 하에
학급에서 내용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형태로 활동
을 진행하였다.
사례로 제시한 7명의 여성 과학자 역할모델 사

례 선정을 위해서 먼저 Marx and Roman (2002)이
제시한 역할모델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조건을 고려하였다. 
첫째, 여성 역할모델의 성공이 달성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둘째, 학생들에게 여성 역할모델
이 자신과 비슷하다고 인식되는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유사성은 물리적, 심리적으로
학생들이 역할 모델과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학생이 역할모델의 수행 능력에 관심을 가져야 한
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범한 재능, 타

Table 1. Subjects (단위: 명)

집단
성별

실험집단 비교집단 계

남 19 20 39

여 17 14 31

계 36 34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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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 능력 등 학생들이 자신들과는 다른 특별한 사
람만이 과학자가 될 수 있다고 느끼지 않도록 역할
모델 사례를 선정에 신중을 기했으며, 자신의 주변
에 있는 작은 것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를 놓치지
않으며 한 분야에서 꾸준히 노력하여 마침내 업적
을 이루어 낸 여성 과학자를 역할모델 사례로 선정
하고자 하였다.
위의 세 가지 조건 이외에도 초등학교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사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관
심사에 맞는 과학 분야와 그에 맞는 여성 과학자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스마트폰
활용에 필수인 와이파이 기술, 학생들에게 친근한 
공룡화석, 곤충, 천체 등 학생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내용과 관련된 여성 과학자를 사례로 선정하
였다. 또한, 과학의 어느 한 영역에 치중되지 않도
록 하였으며, 학생들에게 너무 익숙하여 진로교육
활동이 식상하지 않도록 학생들이 책이나 매체를
통해 많이 접하지 않은 새로운 여성 과학자를 소개
하여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고려 하에서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여성 과

학자 및 세부 내용은 Table 2와 같다.

4. 검사 도구
본 연구에서는 과학 관련 태도, 과학진로인식, 

과학 관련 직업 성 고정관념, 과학자 이미지 검사
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검사 도구를 활용하였다. 
첫째, 과학 관련 태도 검사를 위하여 Kind et al. 
(2007)이 구성한 ‘과학 관련 태도’ 설문지를 사용하

였다. 해당 설문지는 크게 8개의 영역으로 구성되
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중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 시간의 선호도를 알아보는 ‘학교에서의 과학
학습’, 과학 교과에 대한 자기 인식, 과학 학습에 대
한 자신감, 과학 학습에 대한 일반적인 선호도를
측정하는 ‘과학에 대한 자기 개념’, 학교 밖에서 이
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참여 정도를 살펴보
는 ‘학교 밖 과학교육’, 과학과 기술의 사회적 가치, 
과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알아보는 ‘과학의 중요
성’ 4가지에 대하여 총 25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
하였다. 모든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되어 있으
며, 검사 실시 후 구한 설문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859이었다.
둘째, 학생들의 과학진로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Yoon et al. (2006)의 ‘과학진로인식’ 설문지를 사용
하였다. 해당 설문지는 4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이 중 앞의 설문에도 포함된 ‘과학 학
습에 대한 선호도’를 제외한 ‘과학 진로 선호도’, 
‘과학 진로에 대한 가치’, ‘과학 진로 정보의 필요
성’의 3가지 영역에 대해 총 14개의 문항으로 설문
을 구성하였다. 검사 실시 후 Cronbach’s α로 구한
신뢰도는 .861이었다.
셋째, 과학 관련 직업에 대한 성 고정관념을 측

정하는 도구로는 Oswald (2003)의 검사지를 활용하
여 직업명을 제시하고, 이 직업이 남성적이라고 느
낄 경우에는 1번에, 여성에게 더욱 어울린다고 느
낄 경우 5번에 체크하도록 하는 리커트 척도로 구
성하였다. 직업 성 고정관념을 측정하기 위해 학생

Table 2. The list of female scientists’ role models in this study

차시 여성 과학자 제목 내용
자료 제공
형식

1 헤디라머 낮에는 배우, 밤에는 과학자? 와이파이의 기초 기술을 개발한 헐리우드의 여배우 영상

2 마리아 지빌라 메리안 곤충의 변태 곤충의 변태를 최초로 발견한 여성 과학자 영상

3 바버라 매클린 톡
옥수수 홀릭, 세포 유전학자 바버
라 매클린톡

옥수수가 다양한 색깔인 이유를 밝혀 생명의 다양
성을 설명한 여성 과학자

만화

4 메리 애닝
최초의 증거, 메리 애닝의 화석
발견

공룡 화석을 최초로 발견하고, 이를 연구한 여성
과학자

영상

5 박은정 세계 1% 과학자 박은정 가정주부에서세계 1% 과학자로변신한여성과학자 영상

6 캐럴라인 허셜 최초의 여성 천문학자
하늘을 보는 것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어린아이가
최초의 여성 천문학자로 성장

만화

7 케이티 부먼 인류 최초를 주도한 여성과학자들
우주의 블랙홀을 관찰하는 방법을 구안해 낸 여성
과학자 등 ‘인류 최초’를 이끈 훌륭한 여성과학자
이야기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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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제시한 직업은 Holland (1992)가 제시한 6가
지 직업 유형 중 과학 진로와 관련된 탐구형에서 7
개의 직업을 선택하여 구성하였다.
실험집단에서 사용한 과학자에 대한이미지 조사

를위해서 Chambers (1983)의 DAST (Draw-a-Scientist 
Test)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신이 생각하
는 과학자의 모습을 자유롭게 그림으로 나타내도
록 하고, 과학자의 성별과 하는 일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5. 분석 방법
여성 과학자 사례 적용 후 학생들의 과학 관련

태도와 과학진로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과학 관련 태
도 및 과학 진로 의식에 관한 사전 설문 결과를 바
탕으로 독립표본 t-test를 통해 동질성 검사를 실시
하였다. 검사결과, 과학관련태도(t=—.349, p=.728), 
과학진로인식(t=—1.336 p=.186)에서 두 집단 사이
에 차이가 없어 동질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직업 성 고정관념 검사에서도 각 직업에 대
하여 두 집단 사이의 점수에는 통계적인 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동질성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업 활동

후의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태도, 과학진로인식, 직
업 성 고정관념에 미치는 수업 효과 및 성별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실험집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사후에 실시한 DAST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과학자의 성별 분포를 사전, 사후 검사에 대하여 χ2

검정을 통해 효과를 알아보았다.

III.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여성 과학자 역할모델 사례를 활용
한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과학 관련 태도, 
과학진로인식, 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성 고정관념, 
과학자의 이미지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 분석
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과학 관련 태도에 미치는 효과

1) 과학 관련 태도 전체에 미치는 효과

여성 과학자 역할모델 사례를 활용한 진로교육
을 실시한 후 시행한 과학 관련 태도 검사에 대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점수와 이들 점수에 대한
진로교육의 주효과 및 성별과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과학 관련 태도 전체 평

균을 살펴보면 실험집단의 평균(3.89)이 비교집단
(3.46)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별에 따라서도
남학생, 여학생 모두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점
수가 높았다. 이원변량분석 결과, 수업 처치의 주효

Table 3. The effects of career education using female scientists role models on science related attitude

수업 처치
성별

평균(표준편차)

실험집단 비교집단

남 3.86(0.46) 3.57(0.79)

여 3.92(0.38) 3.31(0.66)

전체 3.89(0.42) 3.46(0.73)

이원변량분석 결과

변인 제곱합 df 평균제곱 F p

수업처치   3.502  1 3.502 9.807  .003**

처치*성별    .428  1  .428 1.197 .278

오차  23.568 66  .357

전체 976.239 70

수정된 합계  27.342 69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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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유의 수준 0.01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나(F=9.807, p=.003), 여성 과학자 역
할모델 사례 활용 수업을 실시한 실험집단이 비교
집단에 비하여 과학 관련 태도 함양에 있어서 효과
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Evans et al. (1995)이 9
학년을대상으로여성역할모델을접하게하여과학
과 수학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것과
같은 결과로, 중학생뿐 아니라 초등학생에게도 여
성 과학자의 사례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진로교육 활동과 성별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 과학자 역할모델 사례를 활용한 진로교
육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의 과학 관련 태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임을 보여준다. 즉, 여성 과
학자 역할모델은 여학생뿐만 아니라 남학생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역
할모델의 성(gender)이 여성일 경우 남학생, 여학생
모두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Marx and Roman 
(200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여성 과학
자 역할 모델이 과학 관련 태도를 함양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과학 관련 태도 하위영역에 대한 효과

과학 관련 태도의 각 하위 영역에 대하여 여성

과학자 역할모델 사례를 활용한 진로교육의 효과
및 성별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여성 과학자 역할모델 사례를 활용한 진
로교육은 과학 관련 태도의 하위 영역 중 ‘학교에
서의 과학 학습’, ‘과학에 대한 자기 개념’, ‘학교 밖
과학 교육’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학의 중요성’ 영역에서는 비
교집단과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또한, 진로교육과
성별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는 어느 하위영역에서
도 나타나지 않아, 여성 과학자 역할모델 사례를
활용한 진로교육은 성별과 무관하게 과학에 대한
태도의 하위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즉, 여성 과학자 역할모델을 활용한 진로교
육은 학교 과학 교과에 대한 선호를 높이고 과학
수업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뿐만 아니라, 학교
밖 과학교육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함
을 볼 수 있다. 또한, Bosma et al. (2012)은 역할모
델의 기능 중 자기효능감 향상을 언급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역할모델의 제시가 과학에 대한 학생
들의 자기 개념을 높임을 볼 수 있었다. ‘과학의 중
요성’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하여 실험집단과 비교
집단 모두 평균 점수가 4점 이상으로 높아 학생들
이 미래 사회에 과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
있음을 이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의

Table 4. The effects of career education using female scientists role models on sub-categories of science related attitude

영역 구분
M(SD) 주효과

F(p)
상호작용효과

F(p)실험집단 비교집단

학교에서의 과학 학습

남 3.79(0.62) 3.43(0.93)
4.598
(.036*)

.057
(.812)여 3.71(0.56) 3.25(1.01)

전체 3.75(0.58) 3.35(0.95)

과학에 대한 자기 개념

남 3.92(0.42) 3.39(0.96)
18.140
(.000**)

1.342
(.251)여 4.02(0.36) 3.09(0.89)

전체 3.96(0.96) 3.26(0.93)

학교 밖 과학교육

남 3.56(0.48) 3.35(0.92)
4.606
(.036*)

.972
(.328)여 3.56(0.53) 2.99(1.00)

전체 3.56(0.50) 3.20(0.96)

과학의 중요성

남 4.19(0.57) 4.12(0.69)
1.504
(.596)

.224
(.443)여 4.39(0.57) 4.10(0.62)

전체 4.28(0.57) 4.11(0.65)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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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 활동을 통해 특별히 더 긍정적으로 변화
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2. 과학진로인식에 미치는 효과

1) 과학진로인식 전체에 미치는 효과

여성 과학자 역할모델 사례를 활용한 진로교육
을실시한후조사한실험집단과비교집단의과학진
로인식에 대한 점수 및 이원변량분석 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과학진로
인식 전체 평균을 살펴보면 실험집단의 평균(3.51)
이 비교집단(3.15)보다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
의수준 0.05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5.733, p=.020). 즉, 여성 과학자 역할모
델 사례 활용 수업이 실험집단 학생들의 과학진로
인식 향상에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실시한 진로교육과 학생 성별 간의 상호
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여성 과
학자 역할모델 사례를 활용한 진로교육이 남학생
과 여학생 모두의 과학진로인식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과학진로인식의 하위영역에 대한 효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과학진로인식의 하위영
역에 대한 점수 및 이원변량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았다. 여성 과학자 역할모델 사례를 활용한 진로

교육은 과학진로인식의 하위 영역 중 ‘과학 진로
선호도’와 ‘과학 진로 정보의 필요성’에서 유의미
한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과학 진로 선호도’의 경
우 다른 하위영역보다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았는
데, 비교집단은 보통인 3점 미만의 부정적인 인식
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여 실험집단은 3점 이상
의 점수로 여전히 부족하지만 보통 수준에는 해당
하는 선호도는 가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과학자 역할모델을 활용한 진로교육이 실험집단
학생들로 하여금 과학 진로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과학 진로 정보에 대한 필요성
도 느끼게 했음을 알 수 있다.

‘과학 진로에 대한 가치 인식’은 실험집단(3.85)
의 점수가 비교집단(3.73)보다 높기는 했으나 통계
적인 차이는 없었다. ‘과학 진로에 대한 가치 인식’
은 과학진로인식 하위영역 중에서는 두 집단 모두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학생들은 과학 진
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는 비교적 높게 평가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으며, 과학 진로에 대한 가치 인식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로교육 내용
과 방법에 대한 모색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과학진로인식 하위 영역에서도 진로교육과 성별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아, 여성 과학
자 역할모델 사례를 활용한 진로교육이 같은 성별
인 여학생과 유사하게 남학생에게도 영향을 미침
을 알 수 있었다.

Table 5. The effects of career education using female scientists role models on science career awareness

수업 처치
성별

평균(표준편차)

실험집단 비교집단

남 3.49(0.28) 3.20(0.72)

여 3.53(0.29) 3.08(0.98)

전체 3.51(0.28) 3.15(0.83)

이원변량분석 결과

변인  제곱합 df 평균제곱 F p

수업처치 2.265  1 2.265 5.733 .020*

처치*성별 .103  1  .103  .260 .612

오차 24.888 63  .395

전체 768.112 67

수정된 합계 27.182 66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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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관련직업성고정관념에미치는영향
여성 과학자 역할모델 사례를 활용한 진로교육

이 과학 관련 직업 성 고정관념에 미치는 효과 및
성별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이원변량분석 결
과를 Table 7에 제시하였다.
이원변량분석을 통해 여성 과학자 역할모델 사

례를 활용한 진로교육이 과학 관련 직업 성 고정관
념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모든 직업에서
유의수준 0.01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
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과학 관련 직업의 일반 범
주라고 볼 수 있는 과학자에 대한 인식을 먼저 살
펴보면, 사전검사에서는 통계적으로 동질적인 인식
을 가지고 있었던 두 집단이 비교집단의 경우 평균
이 2.06으로 과학자에 대하여 남성적 직업으로 생
각하는 경향이 많은 반면에, 여성 과학자 역할모델
사례를 활용한 진로교육을 실시한 실헙집단은 평
균이 3.08로 중성적인 관점을 가지는 차이가 나타
났음을 알 수 있다. 과학자의 하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물리학자, 화학자. 생물학자의 직업 성 고
정관념의 변화도 과학자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
다. 그리고 의사와 공학자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
타났다. 즉, 비교집단에서는 이러한 직업을 여전히
남성에 더 어울리는 것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한
반면, 실험집단은 이러한 직업이 성별에 관계없다
고 바라보고 있었다. 성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에서
진로교육과 성별과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아,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과학자에 대한 성 고

정관념이 실험집단의 경우 좀 더 약화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 역할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여학생뿐

아니라 남학생들에게도 여성 과학자에 대한 인식
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연구(Shin et al., 2016; 
Smith & Erb, 1986)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남학생들
은 역할모델의 성(gender)에 영향을 별로 받지 않고
역할모델자체에집중하는반면, 여학생들은역할모
델의성(gender)에영향을받는다는 Marx and Roman 
(2002)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여성 과학자
역할모델을 제시한 진로교육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기여한 것으
로 생각된다.
다른 직업에 대해서는 실험집단의 경우 3점 정

도의 중성적 이미지를 가지게 된 것에 반하여 컴퓨
터 프로그래머의 경우에는 비교집단(2.00)과 차이
는 있지만 실험집단(2.78)에서도 남성성이 더 많은
직업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소 남학생들의 컴퓨터
및 게임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학생들이 경험과 매체
등을 통하여 접하는 컴퓨터 관련 직업에 대한 현실
적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4. 과학자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여성 과학자 역할모델 사례를 활용한 진로교육

이 학생들의 과학자에 대한 이미지에 어떠한 변화
를 일으키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실험집단 학생
들을 대상으로 7회의 진로교육 활동 전과 후에 실

Table 6. The effects of career education using female scientists role models on sub-categories of science career awareness

영역 구분
M(SD) 주효과

F(p)
상호작용효과

F(p)실험집단 비교집단

과학 진로 선호도

남 3.10(0.19) 2.66(1.11)
7.170

(.009**)
.365

(.548)여 3.12(0.21) 2.43(1.27)

전체 3.11(0.20) 2.57(1.16)

과학 진로에 대한 가치 인식

남 3.85(0.46) 3.78(0.55)
.745

 (.391)
.133

(.716)여 3.84(0.57) 3.65(0.91)

전체 3.85(0.51) 3.73(0.71)

과학 진로 정보의 필요성

남 3.53(0.53) 3.16(0.77)
4.117
(.047*)

.069
(.794)여 3.62(0.63) 3.14(1.32)

전체 3.57(0.57) 3.15(1.02)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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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DAST 검사에서 표현된 과학자의 성별을 χ2 
검정을 통해 비교한 결과를 Table 8에 제시하였다.
사전 검사에서는 학생들은 과학자를 떠올릴 때 

남자 과학자를 생각하는 경우가 80.5%로 여성 과학
자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학생들이 과
학자를 떠올릴 때 대다수가 남성의 이미지를 떠올
린다는 Chambers (1983)의 오래전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그런데 여성 과학자 역할모델 사례를 활
용한 진로교육을 적용한 후, 학생들의 과학자에 대
한 이미지는 성별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남성 과학자를 그림 학생이 38.9%, 여성 과학자를
그림 학생이 44.4%로 여성 과학자를 표현한 학생이
많이 증가하였다. 또한, 남성과 여성 과학자를 함께

그린 경우도 16.7%가 있었다. 이러한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에서의 남녀 과학자에 대한 표현의 변화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나타났다(χ2=13.349, 
p=.001).
이러한 결과는 Buck et al. (2002)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성 과학자를 직접 초청하여 프로그램
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여성 역할모델을 제시한 연
구에서 학생들의 과학자 이미지에 변화가 나타나
지 않은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Buck et al. 
(2002)은 본인들의 연구에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초등학생들은 초청된 여성 과학자를 역할
모델이 아니라 교사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고 해석한 바 있다. 여성 역할모델이 긍정적으로

Table 7. The effects of career education using female scientists role models on gender stereotype of science related career

직업 구분
평균(표준편차) 주효과

F(p)
상호작용효과

F(p)실험집단 비교집단

과학자

남 3.14(0.47) 2.05(0.78)
56.57
(.00**)

.340
(.56)여 3.00(0.42) 2.07(0.59)

전체 3.08(0.36) 2.06(0.69)

물리학자

남 2.90(0.30) 2.11(0.65)
45.18
(.00**)

.000
(.99)여 3.01(0.61) 2.20(0.67)

전체 2.94(0.23) 2.15(0.65)

화학자

남 3.05(0.38) 1.89(0.65)
42.38
(.00**)

3.03
(.09)여 3.02(0.54) 2.33(0.90)

전체 3.03(0.29) 2.09(0.79)

생물학자

남 3.00(0.31) 2.63(1.01)
23.60
(.00**)

5.03
(.53)여 3.10(0.58) 2.00(0.37)

전체 3.00(0.23) 2.35(0.84)

의사

남 3.05(0.21) 2.05(0.91)
36.86
(.00**)

.18
(.68)여 3.13(0.35) 2.27(0.79)

전체 3.08(0.28) 2.15(0.85)

컴퓨터 프로그래머

남 2.76(0.43) 1.89(0.65)
30.59
(.00**)

.523
(.47)여 2.80(0.41) 2.13(0.74)

전체 2.78(0.42) 2.00(0.69)

공학자

남 3.05(0.21) 2.32(0.74)
76.64
(.00**)

1.838
(.18)여 3.02(0.34) 2.03(0.50)

전체 3.03(0.16) 2.18(0.57)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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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되었을 때, 암묵적, 명시적인 고정관념이 줄어
든다고 하는 Young et al. (2013)의 연구를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선정하고 영상 및 만화의 방식으
로 제시된 여성 역할모델은 학생들에게 역할모델
로서 긍정적으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의 수준과 특성에 적합한 여성 과학자 역할모
델 사례 및 제시 방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
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과학 관련 진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과학진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함양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
성 과학자 역할모델 사례를 활용한 진로교육의 효
과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여성 과학자 역할모델 사례를 활용한

진로교육은 학교에서의 과학 학습, 과학에 대한 자
기 개념, 학교 밖 과학교육 등과 같은 초등학생의
과학 관련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과학 진로 선호도와 과학 진로 정보
의 필요성을 포함하는 과학진로인식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과학 진로에
대한 선호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초․중등 진
로교육 현황조사, 2018) 학생들의 과학 진로에 대한
관심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으로 과학 직업 관련 정
보를 얻고자 하는 의지를 기를 수 있는 효과적인
과학 진로교육의 한 가지 방법으로 여성 과학자 역
할모델 사례를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진로교육의 중요한 영역 중 하나인 올바른 진로

의식 형성을 위해서는 직업에 대한 성 고정관념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여성 과학자 역할모델 사
례를 활용한 진로교육은 초등학생들의 과학 관련

직업에 대한 성 고정관념을 보다 중성적인 것으로
변화시킴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과
학 관련 직업은 남성에게 더 어울리는 직업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데, 여성 과학자 역할모델 사
례를 접한 학생들은 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져
대부분의 과학 관련 직업에 대하여 성별과 관계없
이 남성도 여성도 가질 수 있는 직업으로 인식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이 직업에 대해 갖고 있
는 이미지는 그들의 직업 선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
을 미침을 고려할 때, 과학 관련 직업에 대한 성 고
정관념이 약화된 것은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의 과
학 관련 진로 희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기여할 것을 생각된다.
여성 과학자 역할모델 사례를 활용한 진로교육

은 학생들이 갖고 있는 과학자의 이미지 특히 과학
자의 성별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
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본 연구에서의 진로교육 적
용 전에는 과학자를 남성으로 많이 떠올렸던 것에
반하여, 사후에는 여성과학자, 남녀 과학자를 모두
그린 경우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여
성 과학자 역할모델의 활용이 과학 관련 직업에 대
한 성 고정관념을 약화하는 데에도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과학진로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접근과 노력이 필요하며, 과학 진로교육의 목표가
단순히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과학 직업에 대
한 관심을 높여주는 것에 그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과학 관련 직업에 대한 성 고정관념이
있음을 고려할 때, 학생들의 올바른 과학 진로 의
식을 형성시킬 수 있도록 성 고정관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통합적으로 과학 진로교육이 실시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적용한 여성 과학자 역할모델을 활용한 진로교육
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학생들의 과학에

Table 8. Experimental group students perception change about the gender of scientists

구분
학생이 표현한 과학자의 성별

계 χ2 p
남성 여성 남성+여성

사전검사
29명

(80.5%)
6명

(16.7%)
1명

(2.8%)
36명

(100%)
13.349 .001**

사후검사
14명

(38.9%)
16명

(44.4%)
6명

(16.7%)
36명

(100%)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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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심과 진로에 대한 선호도를 향상시킬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과학 관련 직업에 대한 편견을 없
애 올바른 과학 진로 의식을 기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역할모델 중 여성 과학자에 집중

하여 진로교육에 활용하였는데, 그 효과를 보다 명
확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남성 과학자 역할모델을
적용하였을 때와 비교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여성 과학자 역할모델, 남성과학자 역
할모델, 남성와 여성과학자 역할모델을 균형있게
섞어서 제시한 경우 등으로 좀더 구조화하여 역할
모델의 성(gender)별에 따른 학생들의 과학 관련 진
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바

탕으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야를 중
심으로 역할모델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과학 교육
과정과는 직접 연계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 이러
한 사례들을 확장하여 과학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과 관련된 역할모델을 선정하여 과학 수업 시간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보다 풍부한 사례와 자료들을 발
굴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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