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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SS 평가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과학 학업성취도는 최상위권
이나 정의적 영역은 세계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과학에 대한 흥미 
및 관심의 부족으로 학생들의 과학관련 진로희망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업인 되어보기를 활용한 진로통합 과학교육 프로그램
을 개발하였다. 학생들이 일의 세계와 관련지어 과학을 탐구하는 교육방식으로, 
과학수업 중에 학생들은 학습주제 관련 직업인 되어보기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이 프로그램  내용은 학생들을 과학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
이 일상생활에서 과학의 유용성을 깨닫고, 어떠한 직업세계에서든 과학적인 사고
와 태도를 갖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교육 프로그램은 STS 수업모형을 바탕
으로 수업 지도안을 개발하였으며, 그 내용은 학습주제에 진로요소를 통합한 방
식의 주제중심 통합프로그램의 성격을 지녔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실험집단 64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18차시를 적용하였
고, 비교집단 65명에게는 일반적인 과학수업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적용 후, 과
학에 대한 태도, 과학학습동기 검사지와 설문지를 통해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
향을 조사하였다.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인 되어보기를 활용한 진로통합 과학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과
학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학생들은 과학에 대한 흥미가 높아지
고, 과학의 사회적 의미를 한층 더 많이 느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학에 대한 선
호도가 높아져 과학시간을 좋아하고 과학수업에 대해 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파
악되었다.

  둘째, 본 프로그램은 과학학습 동기유발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데는 미흡하지만, 과학 관련성,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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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감, 주의력을 갖게 하는 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본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학습수준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에 대한 태도 면에서는 상위 학생들에게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학학습 동기 면에서는 상위 및 중위권 학생들에게 효과적
인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본 프로그램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생들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에 대해 흥미와 과학학습
의 필요성 및 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는 새로운 수업방법에 관한 현장교실 수준의 프로그램 개발과 그 적
용 효과 면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으나, 연구대상과 기간이 한정적이라는 제한점
이 있으며, 좀 더 심층적이고 정성적인 방법의 사례연구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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