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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09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과학중점학교는 “인문 
소양과 심도 있는 과학지식을 겸비한 우수 이공계 인
력 및 풍부한 과학 소양을 가진 인문사회계 인력”양
성을 목표로 일반 고등학교의 과학·수학교육을 강화한 
형태의 고등학교이다(MEST & KOFAC, 2010). 기존
의 과학고등학교나 과학영재고등학교와는 달리 과학중
점학교는 교육목표, 모집대상, 교육과정, 진로지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별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특히 
이공계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하여 
과학계열 전문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학
고등학교와는 달리, 과학중점학교는 이공계 인력뿐만 
아니라 변리사, 과학 전문기자, 과학저술가, 환경운동
가 등 과학적 소양을 갖춘 의약계열, 법학계열, 언론
계열, 인문사회계열 전반의 다양한 과학관련 진로 발
달을 추구하며 융합적 교육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매
우 큰 차이가 있다(MEST & KOFAC, 2010). 

이처럼 과학적 소양이라는 공통적인 역량을 바탕으
로 다양한 진로로 나아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과학중점학교의 도입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
는 기존의 일반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소위 문·이과
의 장벽에 따른 이분법적 진로 지도나 과학고등학교
에서 이루어지는 이공계 전문 인력 양성과는 차별화
된 세심한 진로 지도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과학중점
학교는 기존 일반고등학교에서 운영했던 인문계열과 
자연계열과 더불어 과학중점계열을 함께 운영하며, 다
양한 진로를 꿈꾸고 있는 학생들이 공존하고 있다. 이
와 같은 과학중점학교의 특성을 고려할 때 획일적 방
식의 진로 지도가 아닌 학생 개개인의 성취, 적성, 진
로 지향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진로 탐색을 돕는 맞
춤형 진로지도를 통해서만이 과학중점학교의 궁극적인 
목적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진로 지도는 무엇보다 학생 
개개인의 진로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대한 충분한 이
해와 고려가 필요하다. 이는 인간의 진로 발달은 진로
와 관련된 자기의 관심사와 욕구에 대한 이해와 밀접
하게 관계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의 직업가치관
(career value)은 진로 발달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알려져 왔다(Kim & Yoo, 2012; Lim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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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1; Super, 1995). 그동안 많은 진로교육 연구
에서 직업가치관은 ‘자신의 진로 및 직업을 통하여 궁
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와 지향점’을 의미하는 개념으
로 정의되어 왔다(Lim et al., 2001; Lim et al., 
2010; Lim, 2010; Seon et al., 2009). 개인이 진로
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매우 다양할 수 있는데, 다
양한 직업 가치관 중 어떠한 직업 가치관을 지향하느
냐에 따라 진로 탐색과정부터 진로와 관련된 수많은 
순간순간의 선택과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진로 발달 
전반의 방향이 달라진다. 특히 중등교육을 받는 학생
들의 경우 다양한 진로를 탐색해보고 진로의 잠정적 
방향을 결정하는 시기로서, 이 시기의 직업 가치관은 
향후 한 개인의 진로 발달에 있어서 더욱 강력한 원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 왔
다(Kim et al., 2008; Lent et al., 2000; Post- 
Kammer, 1987). 이 때문에 고등학생들의 직업 가치
관의 확립을 돕고, 이들의 직업가치관을 근거로 개별
적 진로 발달을 돕는 맞춤형 진로지도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Lee et al., 2012; Seon et al., 2009). 
그렇다면 보다 효과적인 과학중점학교 학생들의 맞춤
형 진로지도를 위해서는 과학중점학교 학생들이 나타
내는 직업가치관의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과학적 소양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계열의 고등학
생들이 혼재되어 있는 공간인 과학중점학교에서 학생
들의 직업가치관은 어떠한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을까? 직업가치관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개개
인이 자신의 삶에서 진로와 직업을 토대로 달성하고
자 하는 목표와 지향점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대표적으로 Gay et al. (1971)의 직업가치관 검
사(Minnesota Importance Questionnaire; MIQ)에
서는 직업가치관을 성취(Achievement), 편안함
(Comfort), 지위(Status), 이타성(Altruism), 안전
(Safety), 자율성(Autonomy) 차원으로 분류하고 각 
차원에 해당하는 직업가치관을 세분화하여 총 20가지
의 직업가치관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Super 
(1970)의 직업가치관 검사(Work Value Inventory)에
서는 직업가치관을 보수, 안정성, 사회적 권위 등의 
외재적 차원의 요인과 성취, 다양성, 이타성, 도전 등 
내재적 차원의 요인을 포함한 모두 15가지의 직업가
치관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국내의 경우 Lim 
et al. (2001)은 능력발휘, 다양성, 보수, 발전성, 창의
성 등 총 11가지의 가치들을 통해 청소년의 직업가치
관을 검사하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세부적인 직업가치
관의 종류나 명칭은 다소 상이하며 문화권이나 시대
에 따라 중시되는 직업가치관들도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직업가치관은 단일한 하나의 양상보다는 

복수의 차원과 다양한 세부 범주로 구별되어왔다. 이
러한 직업가치관의 다양성은 한 개인의 수준에서도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Shin et al., 2015). 예를 
들어 한 학생은 보수와 안정성도 추구하지만 동시에 
자율성을 추구할 수도 있으며, 다른 학생은 이타성과 
더불어 창의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직
업가치관의 다양성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개개인이 추
구하는 직업가치관의 양상은 매우 다양한 경우의 수
를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직업가치관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동
안 직업가치관을 다루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전체 
연구 대상에서 나타나는 개별 직업가치관의 평균적인 
양상을 파악하거나(Kim & Yoo, 2012; Lim et al., 
2012), 다양한 직업가치관의 내적 구조를 파악하는 연
구를 비롯하여 외재적, 내재적 차원에서 이분화한 직
업가치관 변수와 성별, 학년을 비롯한 다른 변수 사이
의 관계를 분석하는 등 대부분 변수 중심적
(variable-centered) 접근이 활발히 이루어졌다(Lee 
& Kang, 2013). 이와 같은 변수 중심적 접근은 연구 
집단의 전반적 직업가치관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도움
을 줄 수 있으나, 집단 내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다
양한 직업가치관의 양상에 대해 이해를 이끄는 데에
는 한계가 있다(Ha et al., 2017; Kim, 2013). 무엇보
다 변수 중심적 접근으로는 학생 개인마다 다양한 양
상으로 추구되는 직업 가치관에 상응하는 진로 지도
를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직업가치관의 다양성과 역
동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두 가
지 측면에서 차별적인 접근을 수행하고자 한다. 먼저 
기존의 변수 중심적 접근과는 달리 학생 개개인간 직
업가치관은 얼마나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는지 그 잠
재적 집단을 파악하는 사람 중심적(person-centered) 
접근을 시도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직업가치관의 다양
성에 대한 사람 중심적 접근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는 수행된 군집분석과 잠재집단분석 연구가 있으나
(Ha et al., 2017; Kim, 2013), 고등학생들을 대상으
로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
이 나타내는 직업가치관을 단순히 한 시점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직업가치관의 다양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직업가치관은 해당 개인 주
변의 사회적-문화적 환경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잠재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Lim 
et al., 2012).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간이 지남에도 한 
번 확립된 가치관은 거의 변화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Lindsay & Knox, 1984). 이러한 
상이한 선행연구들을 고려할 때, 일부 학생들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직업가치관이 변화하지만, 반면에 



320  신세인・이준기・하민수

일부 학생들의 경우는 일정한 상태의 직업가치관을 
안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고려할 때 학생들의 시
간에 따른 직업가치관의 변화는 다양한 추세들이 혼
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과학중점
고 학생들이 나타내는 직업가치관의 다양한 유형을 
학생들의 응답을 토대로 규명하고, 학기가 지남에 따
라 직업가치관 유형에 소속된 학생들의 직업가치관이 
어떠한 변화 양상을 나타내는지 규명해보고자 한다. 

한편 과학중점학교는 모두 1학년 과정에서 과학 교
양 과목을 이수한다는 점, 그리고 수학 및 과학 관련 
창의적 체험활동을 50시간 이수한다는 점에서 다른 
일반고등학교와는 구별되는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Kim, Na, & Song, 2018). 또한 과학중점고등학교 
내에는 일반적으로 3개의 계열, 인문계열, 자연계열, 
과학중점계열이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1학년 때에는 공통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학년부
터 개인의 진로 및 개인적 관심사에 따라 계열을 선
택함에 따라 구별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이 중 과
학중점계열의 경우 과학 선택과목인 물리학 Ⅰ, Ⅱ, 
화학 Ⅰ, Ⅱ, 생명과학 Ⅰ, Ⅱ, 지구과학 Ⅰ, Ⅱ 과목
을 모두 이수해야 하고, 이 외에도 과학 전문교과 2과
목을 이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인문계열
과 자연계열의 경우 과학 관련 선택 교과를 모두 이
수하지 않으며, 수학 및 과학과 선택과목 필수 단위를 
이수하며 자연계열 학생의 경우 진로 및 관심도에 따
라 추가적으로 과학 선택과목을 이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세 계열 사이에서 각기 다르게 운영되는 과학, 
수학 관련 교육과정 및 구별되는 진로지도 등을 고려
할 때, 학생들의 직업가치관을 이해하는 데 있어 계열
은 유용한 변수가 될 수 있다(Lee, Shin, & Ha, 
2020). 특히 계열 선택 전후의 시기인 고등학교 1~2
학년에는 진로 탐색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이들의 직
업 가치관은 시간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겪을 가능성
이 크며, 이 과정에서 계열에 따라 접하게 되는 차별
적 환경은 이들의 직업가치관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직업
가치관의 종단적 변화를 파악하는데 참고할 하나의 
변수로 계열에 주목하고자 한다. 

전국의 일반계 고등학교 중 53개의 학교가 과학중
점학교로 지정된 2009년으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현재, 과학중점고등학교는 전국의 124개교로 늘어났
으며, 이에 대응하여 관련 학술연구도 꾸준히 발표되
고 있다(Byun & Park, 2019). 특히 과학중점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과학수업의 특성을 비롯하여, 과학중
점학교 학생과 교사들의 만족도와 인식 등은 지난 10
년간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Kim et al., 2017, 2018; 
Kwak et al., 2019; Yoo et al., 2014). 그러나 일반

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와 비교했을 때 과학중점고등
학교가 지닌 가장 차별화되는 맥락이 바로 진로 지도
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중점학교 학생들의 진로 관련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실정이다(Byun & 
Park, 2019). 이 연구에서는 과학중점고등학교 학생
들의 직업가치관 변화의 다양성을 탐색함으로써 직업
가치관의 다양성과 역동성에 대한 이해를 보다 심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의 다양성을 고려
한 직업가치관에 대한 이해는 향후 과학중점학교 학
생들의 직업가치관의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 
상담 및 지도에 있어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
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미래 과학 관련 다양한 진로로 
나아갈 인재의 양성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과학중점학
교의 교육과정이 진로 차원에서도 효과를 나타내는지 
파악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에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과학중점고등학교 학생들의 다양한 직업가치관은 

어떠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
2) 학기가 지남에 따라 과학중점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가치관 유형의 종단적 변화 추세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종단연구는 단일한 대상에 대해 긴 시간 동안 변화
를 관찰하는 연구이므로 연구 참여자가 한번 선정되
면 쉽게 바꿀 수 없다. 따라서 연구 초기에 연구목적
에 부합하는 적절한 참여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
다. 이 연구에서는 과학중점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가
치관 유형의 다양성과 시간에 따른 그들의 직업가치
관 변화양상을 파악하기에 적합한 연구참여자들을 모
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우선, 연구자들의 근무 지역 인근의 과학중점고등
학교들을 순회하며 연구 취지와 목적을 설명한 후 
다음의 기준을 통해 학교를 선정하였다. 첫째, 연구 
당시 3년 이상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부터 과학중점
학교 선정이 이루어져 교육과정을 지속하여 교과 및 
비교과 교육과정의 정착이 이루어지며, 향후 3년 이상 
해당 교육과정을 지속할 의지가 분명한 학교, 둘째, 
연구자들의 연구 설명 및 동의절차 접근과 자료 수집
을 위한 접근이 용이한 학교, 셋째, 연구자들이 연구
취지에 대해 설명회를 가진 후 적극적 참여 의사와 
동의를 표명한 학교를 기준으로 하여 연구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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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A 고등학교는 남부권에 위치
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부터 
과학중점학교 지정을 받아 교육을 실시한 상태였다. 
A 학교는 기존에 일반계 남자고등학교로 운영되던 학
교로, 연구 참여 학생들이 특정 성별로 국한된다는 한
계점이 있다. 하지만 종단연구에 대한 자발적 참여의
지와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거친점과 과학과 관련
된 진로 프로그램을 성실히 운영해 온 점을 고려하여 
과학중점학교 학생들의 가치관변화를 종단적으로 탐색
하기에 용이할 것으로 간주하고 연구 대상 학교로 설
정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 참여한 모든 연구 참여자들
은 연구와 설문에 대한 안내를 받았으며, 이후 자발적 
동의하에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 연구는 사전에 연구
자들의 소속기관에 설치된 연구윤리심의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획득한 후
에 실시되었다. 

1학년 1학기 때 처음 설문을 시작하고, 1학년 2학
기, 2학년 1학기 총 3번의 설문을 수행하였다. 각 설
문시기마다 참여한 학생은 1차에 263명, 2차에 240
명, 3차에 342명이었지만 이 중에서 1~3차 시기 모두 
참여한 학생은 174명이었다. 이 174명의 종단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174명의 학생 중 인
문계열, 자연계열, 과학중점계열 3가지 계열에 포함된 
학생은 총 167명이었다. 이 중에서 인문계열이 32.9 %, 
자연계열이 38.9 %, 과학중점계열이 28.1 %이었다.

2. 자료수집

설문지는 연구에 참여하기로 한 과학중점학교의 과
학담당 교사와 각 학급의 담임교사를 통해 개별학생
들에게 제시되었으며, 연구 기간은 2014년 7월부터 
총 3회에 걸쳐 동일한 검사도구를 통해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자료수집은 각 조사 시기마다 설문지를 
투입하고 지필 방식으로 응답하여 이루어졌다. 최종적
으로 회수 및 수합된 설문지들을 엑셀 파일에 입력하
여 전산화하는 과정을 거친 뒤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
료 수집을 위해 연구자들은 학교 내 모든 교사와 학
부모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학생들
에게 역시 연구 내용을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얻은 
뒤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 중
의 일부(2014년 7월 1차 측정치)는 Lee, Shin, & Ha 
(2020)의 연구에서와 동일한 것임을 밝히며, 해당 연
구 이후의 종단적 변화에 관한 후속연구를 위해 추가 
수집된 후속 자료들과 함께 분석을 위한 자료로써 준
비되었다. 

3. 검사도구

종단적으로 직업 가치관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직
업능력개발원의 Lim et al. (2001)가 개발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직업 가치관 검사도구는 능력 발휘, 다양
성, 보수, 안정성, 사회적 인정, 지도력 발휘, 더불어 
일함, 사회봉사, 발전성, 창의성, 자율성의 11개 항목
에 대하여 학생들이 진로 탐색과정에서 중요하게 추
구하는 가치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 검
사도구는 여러 선행연구에 활용되어 왔다(Kim & 
Yoo, 2012; Shin et al., 2015; Ha et al., 2017). 자
료 수집 이후에는 11개 직업 가치관에 대하여 고려하
면 1, 고려하지 않으면 0으로 코딩한 뒤 분석을 실시
하였다. 이 검사도구는 참여자가 응답하는데 인지적 
부담이 거의 없으며, 빠르게 응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아 자료의 잠재적으
로 자료의 신뢰도가 높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분석방법

과학중점고등학교 계열 학생들의 종단자료를 분석
하기 위하여 다양한 통계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방
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구분된다. 첫째, 세 차례
의 종단 시점에 걸쳐 측정된 11개 직업 가치관 자료
를 바탕으로 직업 가치관이 어떤 유형으로 구분되는
지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활용하였
다. 이 연구에서는 poLCA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Linzer & Lewis, 2011). 임의의 집단 수를 정하면, 
집단에 수에 맞게 자료들을 분류하면서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이 제시되는데 이때 가장 낮은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값을 가지는 집단
의 수가 최적의 집단수로 판단한다. 잠재계층분석을 
활용하면 참여자들이 어떤 집단에 포함되는지, 해당 
집단에 포함되는 확률은 어떠한지 등의 정보가 제공
된다. 둘째, 각 잠재집단과 계열(인문, 자연, 과학중점
계열)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카이제곱 검정과 분
산분석을 수행하였다. 셋째, 시간에 따른 직업가치관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집단중심 추세모형 분석을 활용하여 각 잠재집
단에 속할 확률의 변화 양상에 따라 나타나는 추세
(trajectory)집단을 확인하였다. 집단중심 추세모형 분
석은 시점에 따라 변화하는 궤적이 유사한 추세집단
을 탐색하는 통계 방법으로 적합성은 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BIC), Cross-Validation 
Error (CVE),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IC) 
지수로 확인한다(Nielsen et al., 2012). 잠재계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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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집단중심추세모형은 R package로, SPSS 23.0버
전으로 기타 통계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각 
측정 시기에 따라 학생들이 나타내는 직업가치관 유
형 분포의 빈도와 비율을 확인하여, 시간에 따른 직업
가치관의 변화 및 유지에 대해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과학중점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 가치관의 
유형

1년간에 걸쳐 종단으로 3번의 조사를 통해 수집된 
과학중점학교 학생들의 직업가치관 자료를 모두 합친 
뒤 잠재집단모형을 활용하여 유형화한 결과 3개의 잠
재집단으로 구분될 경우 가장 최적화되는 양상을 보
였다. 3개 잠재집단 모델의 경우 AIC 값이 7018.5, 
BIC 값이 7167.3, Likelihood ratio/deviance 

statistic이 1120.2, Chi-square goodness of fit이 
2311.7이었다. 구분된 잠재집단별 특징은 Figure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igure 1은 각 직업가치관을 
선택한 전체 비율에 대비하여 각 집단의 비율을 비교
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능력발휘의 경우 전체 학생의 
74.4 %이 고려한다고 하였다. 집단 별로 보면 잠재집
단 1은 97.7 %, 잠재집단 2는 64.0 %, 잠재집단 3은 
85.5 %이었다. 따라서 전체 학생의 비율인 74.4 %에 
비교하여 잠재집단 1의 학생들의 비율은 131.2 %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은 직업 가치관의 항목마
다 전체 학생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분
석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잠재집단 1은 11개 직업가치관 
대부분을 선택한 학생들로 직업 선택의 기준이 매우 
다양하다. 전체 비율에 비하여 2배 이상 되는 두드러
지게 고려하는 직업 선택의 기준은 지도력 발휘가 
251.2 %, 다양성이 221.7 %, 창의성이 213.6 %, 사회
적 인정이 212.4 %, 사회봉사가 206.2 %이었다. 잠재

Figure 1. The relative proportion of career values 
for each potenti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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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2는 11개 직업 가치관 대부분 많이 선택하지 않
는 집단으로 직업 가치관이 명확하지 않은 집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단에서도 전체 비율보다 높
거나 근접한 항목이 있다. 안정성은 114.3 %, 보수는 
97.7 %로 전체 비율과 대등한 수치였다. 또한 창의성
은 6.9 %로 대부분의 학생이 창의성을 직업 가치관으
로 고려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잠재집단 3은 잠재집
단 1에 비하여 극단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창의성
이 268.7 %로 전체 비율에 비하여 매우 높으며, 다양
성이 192.6 %로 전체 비율에 비하여 2배가 높았다. 
반면에 잠재집단 1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았던 사회봉
사가 69.6 %, 사회적 인정이 53.3 %, 안정성은 43.0
%으로 매우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정리하면 잠재
집단1은 ‘더불어 일하며 인정받는 유형’, 잠재집단 2
는 ‘능력을 바탕으로 안정 추구형’, 잠재집단 3은 ‘창
의성과 발전 추구형’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검사도구를 사용한 다른 선
행연구들과 비교해 볼 때, 흥미로운 시사점이 있다. 
중학생들의 직업가치관에 대해 사회네트워크 분석법을 
활용해 탐색한 Shin et al. (2015)의 연구에서 과학영
재학생들은 창의성을 가장 중요한 허브에 위치하는 
가치관으로 뽑았으며 이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잠
재집단 3의 경우와 유사하며, 일반학생의 경우에는 더
불어 일함을 뽑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영재학
생들은 다른 학생들에 비하여 다양한 가치관을 고려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연구에서 잠
재집단 1에 속하는 학생들과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결과에서처럼, 균질한 집단인 것으로 가정했던 동
일 발달단계 속 학생들 속에 서로 다른 잠재집단들이 
혼재되어있다는 결과는 동일한 검사도구를 활용한 선
행연구인 Ha et al. (2017)의 연구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Ha et al. (2017)의 연구에서는 공과대학 학생

들의 직업가치관이 모두 네 개의 서로 다른 잠재집단
으로 구별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2. 계열에 따른 직업가치관 유형의 종단적 변
화 추세

다음으로 총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조사를 통해 
학생의 직업가치관의 변화를 계열별로 확인하였다. 3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 직업 가치관은 두 가지 방법에 
의하여 종단 비교가 이루어졌다. 먼저 각 계열별 학생
이 소속된 집단별로 계열의 빈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두 번째는 
계열별로 각 집단에 포함될 확률을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카이제곱 검정의 결과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변화는 조사 시기와 상관이 
없었다. 조사 시기에 따라 특정 계열이 특정 집단으로 
분류되는 비율이 더 높아지는 등의 경우는 없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Table 1, Figure 2). 

두 번째는 각 잠재집단에 포함될 확률이 계열과 시
점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이원분산분석을 통해 확인
하였다. 먼저 잠재집단 1의 확률의 경우 계열과 시점, 
그리고 교호작용효과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계열:  
F [2, 490] = 1.632, p = 0.197, PES = 0.007; 시점:   
F [2, 490] = 0.784, p = 0.457, PES = 0.003; 계열 * 
시점: F [4, 490] = 0.464, p = 0.762, PES = 0.004). 잠
재집단 2의 확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세 분석 모
두 유의미하지 않았다(계열: F [2, 490] = 2.393,      
p = 0.092, PES = 0.010, 시점: F [2, 490] = 0.265,   
p = 0.768, PES = 0.001; 계열 * 시점: F [4, 490] =
0.529, p = 0.715, PES = 0.004). 이와 같은 경향성은 
잠재집단 3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계열:        
F [2, 490] = 0.676, p = 0.509, PES = 0.003; 시점:   

조사시기 집단 인문계열 자연계열 과학중점
계열 전체 카이제곱 p

1차 조사
잠재집단 1 20.0 14.1 12.8 15.7

3.213 0.523잠재집단 2 56.4 68.8 59.6 62.0
잠재집단 3 23.6 17.2 27.7 22.3

2차 조사
잠재집단 1 14.5 13.8 25.5 17.4

6.220 0.183잠재집단 2 69.1 63.1 46.8 60.5
잠재집단 3 16.4 23.1 27.7 22.2

3차 조사
잠재집단 1 18.5 15.4 17.0 16.9

0.612 0.962잠재집단 2 57.4 61.5 55.3 58.4
잠재집단 3 24.1 23.1 27.7 24.7

Table 1. Comparison of the frequency of potential groups by track according to the timing of th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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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2, 490] = 0.310, p = 0.733, PES = 0.001; 계열 * 
시점: F [4, 490] = 0.171, p = 0.953, PES = 0.001).

두 분석을 통해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먼
저 과학중점계열 학생들의 직업 가치관이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학생들의 직업 가치관과 비교하여 의미있는 
수준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검사도구를 사용한 다른 선행연구들과 비교해 볼 때, 
흥미로운 시사점이 있다. 중학생들의 직업가치관에 대
해 사회네트워크 분석법을 활용해 탐색한 Shin et al. 
(2015)의 연구에서 영재학생들은 창의성을 가장 중요
한 허브에 위치하는 가치관으로 뽑았으며, 일반학생의 
경우에는 더불어 일함이 중요가치로 손꼽히고 있었다. 
그리고 특히 과학영재들이 이공계열 직업에 대해서는 
창의성, 능력발휘, 발전성을 바라봄을 보고 한 바 있
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에서는 직업가치관 중 창의
성을 가장 중점가치로 삼는 잡재집단 3에 속할 확률
이 과학중점계열이라고 해서 그다지 높지 않으며
(Table 1, Figure 2), 더 나아가 자연계열이든 과학중
점계열이든 이들이 인문계열 학생들이 형성하고 있는 
직업가치관과 매 측정 시기 마다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과학중점계열은 진로캠프와 같은 별
도의 진로교육이 있고(Kim et al., 2017), 그 외에도 

과학중점고등학교의 과제연구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학
생들이 과학과 관련된 진로 탐색에 도움을 얻고 흥미
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응답이 45~60 %에 가까웠
다는 교사들의 회고와는 사뭇 다른 결과이다(Jung et 
al., 2015). 다소 안타깝지만 다양한 교육에도 불구하
고 계열에 따른 직업가치관 차이와 변화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과학에 대한 다양한 흥미와 호기심, 그리
고 기본소양 교육의 목적은 도달되고 있을지 모르지
만 그것이 직업진로로서 지속가능하게 이어지기 어렵
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나 더욱 걱정이 되는 부분은 
매 측정시기마다 직업가치관 자체에 대한 고민과 고
려가 적은 집단인 집단 2에 속할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별도의 진로교육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과학중점학교 교육과정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학생 자신의 진로의식과 연계되어 투영
될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3. 계열에 따른 직업가치관 유형의 종단적 변
화 추세

마지막으로 학생 개별로 3차 조사에 걸쳐 종단변화
를 추세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각 잠재집
단의 확률을 활용하여 확률의 변화가 3번의 조사 시

Figure 2. Comparison of potential group probabilities by tr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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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성을 바탕으로 다시 집단을 
구분하였다. 그림 4를 보면 직업 가치관 유형별로 구
분된 잠재집단의 확률의 변화 양상에 따라 구분된 집
단의 수를 보여준다. 잠재집단 1의 경우에는 직업가치
관의 유형별 확률의 변화가 3개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가운데 선인 추세모형 집단1의 경우에는 T2에서 낮아
지는 집단이며, 가장 위에 위치한 추세모형 집단2의 
경우에는 T1에서 T2 사이에 확률의 변화가 있지만 
그 이후에는 변화가 없다. 가장 아래에 위치한 추세모
형 집단 3은 0 %에 근접한 수준에서 변함이 없다. 직
업 가치관의 유형 2번째 집단의 경우에는 4개 추세모
형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높은 수준에서의 변화가 없
는 집단, 낮은 수준에서 변화가 없는 집단이 있었으
며, 급격히 하락하는 집단, 급격히 상승하는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직업 가치관 유형 3번째에서도 추세모형
이 5가지로 나타났으며, 낮은 정체 2 집단, 높은 정체
의 1 집단의 변화가 없는 3개 집단과 하락 집단과 상
승 집단의 변화가 있는 2개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전
체적으로 직업 가치관의 변화가 있는 학생과 직업 가
치관의 변화가 없는 학생으로 크게 구분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들이 상반되는 이
유에 대한 일말의 설명을 제공해줄 수 있다. 청소년들
의 직업가치관 변화에 대한 국내외의 선행연구 결과
들을 살펴보면 직업가치관은 다른 가치관과 마찬가지
로 매우 안정적이어서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Goodale, 1973; Lindsay & Knox, 1984; Lusk 

& Oliver, 1974)와 이와 반대로 연령의 증가나 진로
포부 발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 있다는 연
구결과(Gottfredson, 1981, 2003; Seon et al., 
2009)가 대립되고 있다. 그러나 대립되는 양쪽의 연구
결과들 역시 측정이 단 1회로 끝나는 횡단적 연구들
에 비하여 종단연구의 연구는 연구 사례 수 자체가 
매우 희소하여 일반화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연령에 따른 혹은 학년이나 학교급 변화에 따른 직업
가치관 변화 역시 발달단계별 변화를 나타낸 것
(Gottfredson, 1981, 2003)이므로 발달단계 상 같은 
단계 내의 여러 계층의 다양한 존재할 가능성은 통계
적으로 무시되어 드러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한 집단인 줄 알았던 집단 속의 다양한 소집단의 궤
적에 대한 추세분석이 필요한 것이며, 이 연구에서 확
인할 수 있었듯이 기존에는 한 집단인 줄 알고 지도
하던 학생들이 다양한 변화 가능성을 지닌 별개의 집
단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가 상반되게 나타나는 것은 
동일한 발달단계 속에 위치하는 학생 개인들을 조사
한다 하여도 이들이 매우 이질적인 발달성향을 지닌 
소집단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연구대상 
학생들 속에 어떤 잠재집단의 비중이 높은가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잠재집단 
1의 추세집단 3(1—3)에 학생들의 비중이 높다면 학생
들의 직업가치관이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 잠재집단 2의 추세모형 집단 2-1과 같이 급격
한 상승을 일으키는 집단이 많이 포함했다면 결과는 

Figure 3. Analysis of a group-based trajectory model 
based on the probability of career values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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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가치관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따라서 전체 발달단계를 하나의 표
준화된 공통집단으로 가정하고 실시되는 지금의 방식
과는 다른 서로 다른 성향을 지닌 집단의 다양성을 
전제로 한 개별화된 진로교육이 요구된다. 

추세모형 분석을 통해 확인된 집단에 대하여 계열
에 따른 차이를 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직업 가
치관의 유형 분석을 통해 확인된 잠재집단에 소속될 
확률에 따라 추세모형 분석을 통해 규명된 추세집단
이 제시되어 있다. 집단별 특징이 간단히 제시되었으
며, 계열별 비율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계열별과 
추세모형 집단 간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먼저 전체 비율을 보면 직업 가치관에 따른 잠재집
단 1을 보면 낮은 정체를 보이는 추세집단(1-3)이 
61.1 %로 가장 많았다. 과학 중점 계열의 학생들의 경
우 하락 추세집단(1-1)에서는 다른 계열에 비하여 높
았으며, 낮은 정체를 보인 추세집단(1-3)의 경우 약간 
낮은 경향성을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직업 가치관에 따른 잠재집단 2를 보면 가
장 빈도가 높은 것은 높은 정체를 보인 추세집단(2-4)
이었으며, 계열과 추세모형 집단 사이의 유의미한 관
련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직업 가치관에 
따른 잠재집단 3을 보면 낮은 정체의 두 추세집단
(3-3, 3-5)의 합이 약 50 %로 대부분의 학생이 낮은 
수준에서 변화가 없었으며, 계열별과 추세집단의 관계
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절반의 학생들의 경우 강한 상승을 

나타내거나 강한 하락을 나타내는 등 변화를 나타내
고 있었다. 특히 추세집단 3-4와 같이 창의성과 발전
성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나타내는 잠재집단에 속할 
확률이 시기에 따라 점차 상승하는 학생들이 상대적
으로 자연계열과 과학중점계열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
났다. 추후 이들의 가치관 변화를 일으키는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계열 및 과학중점계열의 교육 요인이 무
엇인지에 대해 살펴본다면, 과학관련 진로로 나아갈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직업 가치관의 유형을 시점 1, 2, 3의 3
개 시점으로 구분하여 총 27개 집단으로 구분한 뒤 
각 집단별 비율을 확인하였다.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진 
집단은 직업 가치관 유형 2가 세 차례에 걸쳐 동일하
게 나타난 유형으로 전체의 39.5 %이었다. 직업 가치
관 유형 잠재집단 3으로 세 차례 모두 동일한 집단이 
전체의 7.6 %이었다. 시점에 따라 직업 가치관의 유형
이 변한 집단은 시점 1에서는 3번 유형이었으나 시점 
2부터 2번 집단으로 구분된 집단이 6.4 %이었다. 그
리고 직업 가치관 1번 유형에서 변하지 않은 집단이 
5.8 %로 그 다음이었다. 직업 가치관이 변화하지 않은 
집단이 52.9 %로 절반 이상이었다. 이 연구에서 관심
을 가지는 과학중점계열을 살펴보면 46.8 %의 학생이 
직업 가치관의 변화가 없었다. 다른 두 계열에 비하여 
직업 가치관의 유형 2번에서 정체되는 학생의 비율은 
10 % 정도 낮았으나 집단 간 비율의 분포는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잠재집단 추세
모형 집단

집단별 
특징 인문계열 자연계열 과학중점

계열 전체 카이제곱 p

잠재집단 
1 확률

추세집단 1-1 하락 10.9 7.7 19.1 12.0
4.256 0.372추세집단 1-2 상승 29.1 24.6 27.7 26.9

추세집단 1-3 낮은 정체 60.0 67.7 53.2 61.1

잠재집단 
2 확률

추세집단 2-1 강한 상승 3.6 4.6 10.6 6.0

6.578 0.362
추세집단 2-2 강한 하락 14.5 18.5 10.6 15.0
추세집단 2-3 낮은 정체 23.6 12.3 23.4 19.2
추세집단 2-4 높은 정체 58.2 64.6 55.3 59.9

잠재집단 
3 확률

추세집단 3-1 높은 정체 14.5 7.7 12.8 11.4

6.223 0.622
추세집단 3-2 강한 하락 12.7 16.9 17.0 15.6
추세집단 3-3 낮은 정체 18.2 10.8 14.9 14.4
추세집단 3-4 강한 상승 14.5 29.2 23.4 22.8
추세집단 3-5 낮은 정체 40.0 35.4 31.9 35.9

Table 2. Ratio of each group and results of chi-square test by track



과학중점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가치관의 유형 탐색 및 종단변화  327

있는 초기의 예측들과 다소 배치된다. 과학중점학교 
학생들의 직업 가치관 중 특히 과학중점계열 학생들
은 다른 계열 학생들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나 그렇지 않게 나타났고, 시간이 흘러도 
가치관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직업가
치관에 대한 고려 자체가 적은 집단인 집단 2의 상태로 
지속되는 학생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 Table 3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과학중점학교 학생들의 직업가치관이 
세 번의 측정 시점을 모두 지나도록 집단 2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학생이 39.5 %나 된다는 것, 그리고 같은 
집단 유형에서 변하지 않는 경우가 과학중점계열의 
경우 46.8 %나 된다는 것은 다소 우려스러운 결과이
다. 이는 자신이 지향하는 진로 가치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연구가 이루어진 과학중점학교는 물론이고 다른 과
학중점학교들 역시 일반 진로교육 이외에 과학관련 
진로․직업교육을 충실히 운영하고 있으며, 교과연계형 
진로․직업교육뿐만 아니라 비교과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다시 말해, 과학중점고등학교의 진로․직업교
육에 대한 투자나 노력이 소홀한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직업가치관이 쉽사리 변
하지 않는 것은 직업가치관 자체가 가지는 특유의 견
고성과 안정성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
는 고등학생들에 대한 종단연구에서 학생들의 직업가
치관이 매우 안정적이며, 쉽사리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여 보고한 Lindsay & Knox (1984)의 연
구와 일맥상통하며, 비록 종단연구는 아니지만 공과대

직업 가치관 유형
비율(%)

계열에서의 비율
시점 1 시점 2 시점 3 인문 자연 과중

2 2 2 39.5 40.7 43.8 29.8
3 3 3 7.6 9.3 4.7 10.6
3 2 2 6.4 7.4 6.3 6.4
1 1 1 5.8 7.4 4.7 6.4
2 2 3 5.2 5.6 3.1 8.5
2 3 3 4.7 1.9 7.8 4.3
2 3 2 4.1 1.9 4.7 6.4
2 1 1 3.5 1.9 3.1 4.3
2 2 1 2.9 5.6 1.6 2.1
1 2 2 2.3 5.6 1.6 0.0
3 2 3 2.3 5.6 1.6 0.0
3 3 2 2.3 0.0 1.6 4.3
1 1 2 1.7 1.9 1.6 2.1
2 1 2 1.7 0.0 1.6 2.1
3 1 1 1.7 1.9 1.6 2.1
1 1 3 1.2 0.0 0.0 4.3
1 2 3 1.2 0.0 3.1 0.0
1 3 3 1.2 1.9 1.6 0.0
2 3 1 1.2 0.0 1.6 2.1
3 1 2 1.2 0.0 0.0 4.3
1 2 1 0.6 0.0 1.6 0.0
1 3 1 0.6 1.9 0.0 0.0
2 1 3 0.6 0.0 1.6 0.0
3 3 1 0.6 0.0 1.6 0.0
1 3 2 0.0 0.0 0.0 0.0
3 1 3 0.0 0.0 0.0 0.0
3 2 1 0.0 0.0 0.0 0.0

Table 3. Types of career value by point of time and proportion in ea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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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학생들의 직업가치관이 학년의 변화와는 의미 있
는 관계가 없다고 한 Ha et al. (2017)의 연구결과 역
시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가치관이 시기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학생집단이 존재하며, 과학중점계
열의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선거유세 전략에서 특정
정당을 확고하게 지지하는 집단과 자신의 지지 정당
을 표명하고 정하지 못한 무당파(無黨派) 혹은 부동층
(浮動層)에 대한 대응 전략이 같을 수 없듯이, 직업가
치관과 관련된 진로․직업교육 역시 직업 가치관이 유
동적인 학생과 고착화된 학생별로 진로 지도의 차별
화되어야 할 것이다.

Ⅳ.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과학중점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가치관
이 시기에 따라 점차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하여 종
단적으로 탐색해 본 연구이다. 직업가치관은 학생들의 
졸업 후 진학이나 창업 혹은 직업선택이라는 영역에
서 중요한 의사결정 매개변수 역할을 하는 결정적 요
인임이 많이 알려져 있다. 과학중점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가치관 유형에는 어떤 다양성이 존재하고, 이들의 
시기별 변화 양상은 어떠한지 그 추세를 살펴봄으로
써 과학중점고등학교의 진로・직업교육에 대한 시사점
을 얻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정리하
고 제언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중점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가치관은 다
양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직업가치관은 안정적인 특성도 때론 
급변하는 성향을 띠기도 한다. 이는 다양한 유형이 혼
재되어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학생들의 
진로・직업 지도 측면에서 변수중심이 아닌 학생중심
(사람중심)접근을 통한 맞춤형 분석을 통해 진단을 실
시해야 할 것이다. 집단중심추세모형분석은 이를 위한 
간단하고 좋은 대안이 되어줄 것이다. 

둘째, 과학중점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가치관은 계
열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서론에서도 언급되었듯 과
학중점고등학교에서는 인문계열, 자연계열, 과학중점
계열이라는 세 가지 계열이 공존해 있으며 과학중점
학교의 공통된 교육과정 하에서도 각기 구별되는 교
육과정의 운영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구별
된 교육과정 운영에도 불구하고 직업가치관 측면에서
의 계열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결과는 과학중점고
등학교의 특화된 교육이 미래의 과학인재 양성을 이
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잠재적인 위험성을 보여주
고 있다. 물론 영재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와 과학중
점고등학교의 목적과 취지는 다르지만, 어디까지나 과

학중점학교는 교육부의 과학교육 선도/지원 사업 중 
하나로 일반계 고교의 과학/수학 교육 강화를 통해 
과학인재 양성과 우수 인재의 이공계 대학 진학을 촉
진시키기 위한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현상
은 주목해 볼만한 부분이다. 

셋째, 과학중점고등학교 학생들의 상당수는 직업가
치관은 측정 시점에 따라 거의 변화하지 않으며, 이들 
중에는 직업가치관적 고려가 거의 없는 상태로 유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과 혼재되어있는 전혀 다
른 성향을 보여주는 집단인 직업가치관 급변 집단들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직업가치관의 
변화가 없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직업가치관적 고민과 
성찰적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과학학습은 차후의 진로결정으로 이어지기 어
려울 것이다. 보다 지속가능한 교육효과 달성을 위해
서는 교과개념교육 이외에도 진로·직업교육에 대한 노
력을 등한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중에서도 쉽게 
드러나지도 변화되지도 않지만 오래도록 결정적 역할
을 하는 직업가치관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
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직업가치관을 주기적으
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추세를 탐색하여 어떤 집단유
형에 속하는지를 토대로 맞춤형 진로교육을 하는 것
이 중요한데, 이러한 맞춤형 교육을 위해 이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와 분석방법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과학과 관련된 직업가치관이 비교적 일찍 형성되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일찍 형성되어 그것이 계속 강
화되고 양성 피드백 되며 고등학교에서는 변화 없이 
유지만 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중학교 시기에는 직업가치관적 고민이 거의 없다가 
뒤늦게 고등학교시기에 와서야 깊은 고민을 하며 변
동이 잦은 집단도 존재할 것이다. 직업가치관 변화가 
별로 없고 정체 된다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체계화된 진로교육으로 일찍부터 자신의 꿈과 
끼를 찾고 직업가치관을 확립하여 그러한 가치관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러한 부분에 대한 보다 확실한 해석과 규명을 위하여 
후속연구로 중학교 때부터 6년간에 걸친 혹은 이후 
대학 진학 초기까지의 7~8년간의 종단적 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과학중점고등학교에 걸맞은 진단적
이고 처방적인 맞춤형 진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고등학교 재학시절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종단연구이며, 양적연구방법을 토대로 하고 있다. 따
라서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이 특정 가치관 집단에 속
하게 된 변화 사실 자체는 알 수 있지만 ‘왜 그런 변
화가 일어났는가?’ 혹은 ‘왜 아무런 차이도 보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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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을까?’ 라는 의문에 대한 저마다의 설명과 사연 – 
다시 말해 그러한 변화를 일으킨 개개인의 내러티브
들까지 면밀히 들여다볼 방법은 없다는 근본적인 한
계점을 지닌다. 그뿐만 아니라 직업가치관은 누적적이
고 점진적으로 변화한다기보다는 어떤 만남이나 교육 
혹은 사건 등을 계기로 단속적이고 비선형적으로 급
변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 따라서 연구에 참여
한 학생들이 졸업 이후 자신만의 진로를 걸어 나가는 
과정에서 과학중점고등학교에서의 경험이 인생의 어느 
순간에 불현듯 회상되면서 직업가치관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추수 조사를 통한 
보다 장기적인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이는 ‘탑의 높이
는 탑 밖으로 나와야만 비로소 보이게 된다’라는 말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당시에는 흥미나 호기심 혹은 능
력 등을 자각하지 못하다가 다른 상황을 만나고서야 
변증법적으로 자신의 가치관 등에 대해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보다 세밀하고 긴 후속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후속 
연구를 통하여 특정 집단에 확률적으로 소속될 수 있
는 학생들에 대한 질적연구를 통해 그들의 삶이 말해
주는 직업가치관 변화 혹은 고수의 이유를 밝혀낸다
면 더욱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국 문 요 약

이 연구는 과학중점고등학교 학생들에게서 나타
나는 계열별 직업 가치관의 유형과 종단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본 연구를 위하여 11
개 직업 가치관 문항을 포함한 직업가치관 검사도
구를 사용하여 과학중점고등학교 학생 174명의 3
차에 걸친 종단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과학중점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가치관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둘째, 과학중점고등학교 학생
들의 직업가치관은 계열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셋
째, 과학중점고등학교 학생들의 상당수는 직업가치
관은 측정 시점에 따라 거의 변화하지 않으며, 이들 
중에는 직업가치관적 고려가 거의 없는 상태로 유
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과 혼재되어있는 전
혀 다른 성향을 보여주는 집단인 직업가치관 급변 
집단들도 함께 발견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학생들
의 직업 가치관의 변화추세와 그에 따른 잠재집단 
유형에 기반을 둔 맞춤형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시
사한다. 

주제어: 직업 가치관, 과학중점고, 집단중심 추세모
형 분석 모델링, 종단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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