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Physics: Sae Mulli,
Vol. 67, No. 9, September 2017, pp. 1109∼1114
http://dx.doi.org/10.3938/NPSM.67.1109

Study on Regional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Science Subjects for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Su-hyun Cho · Won-Jeong Kim∗
Department of Physics and Center for Talented Youth in Science,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Changwon 51140, Korea
(Received 20 July 2017 : revised 9 August 2017 : accepted 9 August 2017)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students’ perception of and selectivity on science
subjects studied during high school and tested in the CSAT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in
Korea. Large differences in participants in science subjects of CSAT are well known to exist. The
reason for this should be studied to improve the current science education in high school. A total of
484 high school students living in a medium-size urbanized area participated in a survey. Physics
is the most difficult, but least interesting subject among four science subjects (physics, chemistry,
biology, and earth science). However, physics is the most influential and necessary subject. The
selection of science subjects for the CSAT was found to be strongly correlated with personal interests
on the subjects (Pearson r-correlation coefficient of 0.83), but inversely related with the difficulties
of subjects (r = 0.88).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now is the time to re-build the high
school, as well as the college, physics curriculum to encourage student to take physics courses.
PACS numbers: 01.40.E-, 01.40.Fk
Keywords: High school student, Science education, Physics education,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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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이과계열 고등학생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 선택 과목에 대한 인식 조사
조수현 · 김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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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0일 받음, 2017년 8월 9일 수정본 받음, 2017년 8월 9일 게재 확정)

본 연구는 과학교육에 대한 이과계열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의 인식을 설문조사한 것이다. 대학수학능력
시험 (수능) 과학탐구영역의 과목 간 응시율 차이가 있어, 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고등학교 과학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 및 추구하는 방향을 수능과 연계하여 알아보았다.
연구 대상은 창원시내 고등학교 9곳에서 회수한 484 개의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설문지를 통한 조사 결과
학생들은 과목의 흥미도가 높을수록 수능 시 과학탐구영역의 과목 선택 비율이 높으며, 난이도가 높을수록
수능 시 미 선택하는 경향이 높게 나왔다. 다수의 학생들은 쉽게 설명되고 이해할 수 있는 과학 교과서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물리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으나, 물리
과목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어 관심은 있으나 수능에서 선택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높았다. 고등학생들이
느끼는 물리에 대한 장벽을 낮추어 더 많은 학생들이 물리를 배우고 이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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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수능에서 선택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등학교 물리 및 대학 물리 교육 수준을 연계하여 방안이
필요하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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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고등학생, 과학교육, 물리교육, 대학수학능력시험

I. 서 론
1993년부터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하 수능) 은 교
육과정 개편과 시행 방법의 변화를 겪어왔으며, 2013년 수
능부터는 자연계 응시생들은 과학탐구 8과목 (물리I, 화학
I, 생명과학I, 지구과학I, 물리II, 화학II, 생명과학II, 지
구과학II) 중에서 2과목을 필수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Table 1. Selection ratio of individual science subject on
CSAT.
Year of
CSAT
2013
2014
2015
Average

Physics
24.8%
24.4%
23.6%
24.3%

Subject
Chemistry Biology
62.3%
75.0%
60.4%
74.2%
54.6%
72.1%
59.1%
73.8%

Earth Science
37.8%
41.0%
49.6%
42.8%

[2–4]. 전체 8개 선택 과목에 대한 분석도 의미가 있으나,
각 학문 분야별 I과 II는 난이도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서
각 학문과 관련된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조사 연구
를 위해 각 과목의 I과 II를 하나의 학문 분야로 간주하고
그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013년 이후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 수능 응시 비율은 Table 1과 같다.
이 중에서 물리 I과 II를 합친 물리 과목 응시자의 비율은

Table 2. Survey period and participants.
2015.11.25 ∼ 2015.12.11
11th grade students of
Participants
9 high schools in Changwon, Korea
Number of participants
558 (male 316, female 242)
Number used in analysis
484 (male 269, female 215)
Survey period

매년 25%가 되지 않아 37∼75%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4]. 극단적으로 자연계 고등학생의 약 3/4이 생명과학을
수능 과학 과목으로 선택하여 응시하였으며, 약 1/4만이
물리를 선택하였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학문 분야별 편차
가 극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능 응시율의 차이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각 학문에 노출되는 정도와 호불호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어 물리학이 일반 대중들과 격리되고

다음과 같다. 과학 탐구 과목 중 이수 (예정 포함) 과목의
현황 및 각 과목별 교육 기회의 균일성 여부 확인하고, 개별
과학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도, 난이도, 실용성, 미래지
향성에 대한 인식 조사 실시하고, 이들 요인들이 수능에서
과학 탐구 영역의 과목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있음을 상당 부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물리학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등학
교 재학생들의 물리학과 타 과학 과목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물리 교육 과정과 수능 응시율 제고
를 위한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자연계 및 공학
계열 진학자들의 기초물리학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지는
현상은 대학 물리학 교육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는 향후 개별 전공과목에 대한 이해도 향상에 큰 제약으로
작용 할 수 있어 고교 및 대학을 아우르는 물리 교육 방향에
대한 고민을 물리학계 차원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고등학교 이과계열 학생을 대
상으로 과학탐구영역의 각 과목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알
아보고, 물리학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물리학계가 같이
고민해야할 부분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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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은 ‘이과계열 고등학생의 과학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창원시를
중심으로-’ (조수현, 창원대학교 교육학석사학위논문, 2016 [1]) 의 설문
자료의 일부를 발췌 재분석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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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방법 및 한계성
설문에 필요한 자료와 문헌 조사를 실시하고 1차 설문지
를 이용하여 OO고등학교 이과계열 고등학교 3학년생 60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설문 결과를 통해
설문지를 수정 및 보완하여 최종 설문지를 작성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의 효율성과 대표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중규모 도농 복합형 도시인 창원시의 특수목적학교를 제외
한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 사회 문화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도시권역에 분포한 9개교를 선정하여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모집단의 균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 학
교당 임의로 두 학급의 인원 정도인 60명 내외의 학생을
설문조사의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본 설문 조사에 참여한
남녀학생의 수와 분석에 사용한 설문지의 수는 Table 2와
같다. 회수된 총 558개의 설문지 중에서, 불성실 답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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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74개의 설문지를 제외한 484개 (여학생 215명,
남학생 269명) 의 설문지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에 코드를 부여하여 엑셀에 저장하고,
이를 SPSS 혹은 엑셀을 이용하여 신뢰도 검증과 Pearson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설문 결과는 통계적으로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 오차는 ±4.45%이다 [5].
수능은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창원시 소재 일반 고등학교 이과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 및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과학고를 비롯
한 비일반계를 포함한 대학 진학 희망자 전원이 응시하는
수능과는 달리 일반계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제한함으로서
발생하는 차이도 있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이 설문 조사 시점에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으로서 수능 응시까지는 수개월의 시차가 있어 실제 응시
현황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최근 10여 년의 수능에서
평균적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은 52.9:47.1의 비율이나, 본
연구 대상은 56.6:43.4의 비율이었다 [6]. 따라서 본 설문
조사 결과는 조사 지역에 따른 오차와 남녀 비율에 따른
오차가 존재할 수 있으며, 조사 시점과 수능 응시까지 1년
정도의 차이가 있어 분석 결과에 대한 이해는 제한적일 수
있다.

III. 조사 결과 및 분석
본 설문지는 2015학년도인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이수
하였거나, 3학년 때 이수 예정인 개별 과학 과목인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에 대한 설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과목별 심화 I과 심화 II 과정이 있으나, 본
설문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단일 과목으로 간주하고
설문하였다. 각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흥미도, 난이
도, 미래지향성, 실용성) 과 2017학년도에 치르게 될 수능
과학탐구 과목들에 대한 선택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앞으로 고등학교 과학 교육에 대한 학생들이 추구하는 방
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과학 탐구 과목 이수 여부
설문 조사 대상자는 2015년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서 이미 일부 과학 탐구 과목을 이수한 상태
이다. 따라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2016년도에 추가적
으로 과학 탐구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본 조사에서는
‘고등학교에서 2, 3학년 때에 이수하고 있거나 이수 예정인
과목’ 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이는 학생들의 과학탐구영

Fig. 1. (Color online) Ratio of students who completed
or intend to take individual science subjects during high
school.
역의 과목 선택이 과학 과목 교육 여부에 따른 선택 제약의
개연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이며 복수 응답을 허용하였다.
심화 I과 심화 II가 같은 과목인 경우에는 한 과목만 선택을
허용하였다.
Fig. 1에서처럼 학생들이 이수하였거나 이수 예정인 과
목은 생명과학 46.1%, 화학 44.2%, 물리 31.8%, 지구과학
31.6%의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생명과학과 화학을 선택하
는 경우가 물리와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경우보다 높았다.
이는 앞에서 보인 2014 학년도부터 2016 학년도까지의
수능 과학탐구영역의 과목 평균 응시율이 물리 24.3%, 화학
59.1%, 생명과학 73.8%, 지구과학 42.8%와 비교해 볼 수
있다. 수능에서는 응시자 수가 가장 적은 물리와 가장 많은
과목들인 생명과학의 비율이 1:3으로 큰 응시율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교육현장에서 물리 과목 이수 (예정) 자에
비해 생명과학 이수 (예정) 자의 비율이 1:1.5로서 약 1.5 배
정도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학교에서 이수하는 과목과
수능 시 과학탐구영역 과목 선택에는 일정부분 연관성이
있으나, 고등학교에서 수업의 개설 기준은 학생들의 수요를
일정부분 반영하기도 하나, 학교의 다양한 여건 (과목별 강
의자 수급 문제, 적정 시수 보장 여부, 관리직의 성향 등) 에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높아 단순히 이수하는 과목의 수업
여부만으로 수능 과목 선택 경향성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수능 과목 선택 시 학생들이 내적 자유
의지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과목별 흥미도,
난이도, 실용성, 미래지향성 및 수월성을 선정하여 조사
하였다.
2. 과목별 흥미도와 난이도
수능 과학탐구영역의 과목인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
구과학에 대한 학생들의 과목별 흥미도를 알아보기 위한
‘개인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혹은 좋아하는) 과목이다.’ 와
난이도를 알아보기 위한 ‘나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과목
이다.’ 의 질문 형태로 1 개 혹은 2 개의 과목을 선택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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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tudents’ perception on individual science subjects; interest and difficulty.
Subject
Physics
Chemistry
Biology
Earth science
Average

Question
Interest
28.1%
31.4%
39.0%
26.0%
31.1%

Difficulty
56.4%
36.4%
13.0%
17.1%
30.7%

Table 4. Students’ perception on individual science subjects; practicality and future-orientation.
Subject
Physics
Chemistry
Biology
Earth science
Average

Practicality
39.9%
30.2%
37.6%
15.9%
30.9%

Question
Future-orientation
57.4%
38.2%
25.2%
10.1%
32.7%

Fig. 2. (Color online) Selection/exclusion ratio of individual science subject on CSAT.
약 55%가 물리를 어렵다고 인식하는 것과 관련된 결과라
고 판단된다. 즉, 물리학이 미래사회를 위해 중요하지만
어렵게 느껴져 흥미도가 떨어지고, 이와 동일한 이유로 물
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물리를 이수하거나
선택하는데 주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과 실제 선택 사이에 발생하는 괴리 현상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 분석이 필요하다.

각 과목별 흥미도는 생명과학 (39.0%), 화학 (31.4%),
물리 (28.1%), 지구과학 (26.0%) 순으로 나타났으며, 각
과목별 난이도는 물리 (56.4%), 화학 (36.4%), 지구과학
(17.1%), 생명과학 (13.0%)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3 참
조). 물리에 대한 흥미도는 화학, 지구과학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학생들이 느끼는 물리의 난이도는 타
과목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수능 과학
탐구영역의 과목 응시율이 불균등한 이유로 흥미도보다는
난이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과학 탐구 과목 응시 여부
본 연구의 대상자는 조사 시점인 2015년 12월 현재 2017
학년도 수능 예비 응시자로써 과학탐구영역의 과목들 중
에서 선택 예정인 과목과 선택을 하지 않을 과목을 각각
질문하고 중복 답변을 허용하였다.
Fig. 2 에서처럼 선택 예정인 과목으로는 생명과학
(59.7%), 화학 (50.6%), 지구과학 (41.3%), 물리 (29.5%)
순으로 답하였으며, 이는 2014∼2016학년도의 수능 과학
과목 응시율과 유사하였으며, 그 순서는 동일하였다. 선택

3. 과목별 실용성과 미래지향성
학생들이 인식하는 각 과학 과목의 실용성과 미래지향성
을 파악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과목이다.’
와 ‘미래 사회의 발전을 위해 중요시 되어야 할 과목이다.’
의 형태로 1개 혹은 2개의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Table
4 참조). 각 과목에 대한 학생들이 인식하는 실용성은 물리
(39.9%) 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생명과학 (37.6%),
화학 (30.2%), 지구과학 (15.9%) 순으로 나타났다. 미래지
향성에 대해 학생들은 물리 (57.4%), 화학 (38.2%), 생명
과학 (25.2%), 지구과학 (10.1%) 순으로 답하였다. 이는
현재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물리학이 다른 어떤 과학
과목보다 실생활에 매우 유용하면서도 미래 사회 발전을
위해 중요한 학문이라는 기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에 대한 흥미도가 상대
적으로 낮은 것은 물리가 미래지향적이라 응답한 학생들의

을 하지 않겠다는 비율은 생명과학 (25.4%), 화학 (32.9%),
지구과학 (36.0%), 물리 (57.9%) 의 순으로 답하였으며, 상
대적으로 물리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능에서 선택하겠다는 선택 의사와 수능에서
선택하지 않겠다는 미선택 의사 사이에는 Pearson 상관
계수가 -0.95로 강한 역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7]. 이는 4
개의 과학 과목 중에서 먼저 미선택 과목을 배제하고 나머지
과목 중에서 수능 응시 과목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능 과목으로 선택과 배제하는 하는 이유로는 앞에서
파악한 흥미도, 난이도, 실용성, 미래지향성과 연관 지어
분석을 실시하여 볼 수 있다. 이중에서 특히 수능 과목 선택
의사와 흥미도는 Pearson 상관계수가 0.83으로 연관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수능에서 응시하지 않겠다는 미 선
택 의사와 난이도의 Pearson 상관계수가 0.88로 관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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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tudent’s expectation on Physics to be selected
on CSAT.
1.
2.
3.
4.
5.
6.
7.

Fig. 3. (Color online) Factors for selection of science
subjects on CSAT.

Case explanation
Related with the normal life
Easy to understand
More explanation with supplements
More class in school
More experiments in school
Enough with current textbook
Others

Response rate
16.7%
43.6%
21.1%
9.5%
25.2%
5.8%
1.0%

전공과 관련이 있어서 (전공 관련성)’ , ‘기타’ 의 보기가
주어진 질문에 대해 중복 응답을 허용하였다. Fig. 3에서
처럼 학생들은 수능 과목 선택 이유로 ‘재미있고 흥미로워
서’ 66%, ‘향후 전공과 관련이 있어서’ 43%, ‘성적이 잘
나와서’ 27%, ‘내용이 쉬워서’ 20%, ‘기타’ 2%의 순으로
답하였다.
이 결과는 일반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대입에 유리한 성
적이 잘나오는 과목을 선택하리라는 예측과는 달리 많은
학생들은 본인들이 느끼는 흥미도를 우선하고 있으며, 향후
대학 진학 시 전공하는 과목과의 연계성을 어느 정도 감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6. 수능 과목 선택 시 부정적 요인

Fig. 4. (Color online) Factors for exclusion of science
subjects on CSAT.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는 학생들의 수능 과목
선택은 흥미로울수록 많이 선택하는 경향성을 보이며, 난
이도가 높다고 느껴질수록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용성과 수능 선택 여부는 상관관계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다만 미래지향성은 수능
배제 여부와 매우 높은 상관 계수 (0.71) 가 나왔으나, 이는
물리가 미래 지향적이나 어렵다는 학생들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과학탐구영역 과목 중 선택하고 싶어 하지 않는 배제 혹
은 거부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수월성과 관련된 ‘성적이 잘
안 나와서’ , 난이도와 관련된 ‘내용이 어려워서’ , 흥미도와
관련된 ‘재미없고 흥미롭지 않아서’ , 전공 관련성과 관련된
‘향후 전공과 관련이 없어서’ , ‘기타’ 의 보기를 주고, 중복
응답을 허용하였다. Fig. 4에서처럼 학생들은 ‘내용이 어려
워서’ 69%, ‘재미없고 흥미롭지 않아서’ 49%, ‘성적이 잘
안 나와서’ 38%, ‘향후 전공과 관련이 없어서’ 22%, ‘기타’
1%의 순으로 답하였다.
이는 수능 시 과학탐구영역 과목으로 선택하고 싶지 않은
이유로 ‘내용이 어려워서’ 라는 난이도가 가장 크게 연관
성이 있으며, 이는 당연히 높아진 난이도에 따라 흥미도가
떨어지고 성적에서 불리 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학
생들은 ‘어렵고 따분하며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과목’ 을
우선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역으로 흥미도가
높을수록 선택의 기회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5. 수능 과목 선택 시 긍정적 요인
과학탐구영역 과목 중 선택하고 싶은 이유를 좀 더 구체
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성적이 잘 나와서 (수월성)’ , ‘내용이
쉬워서 (난이도)’ , ‘재미있고 흥미로워서 (흥미도)’ , ‘향후

7. 학생들의 추구 방향
수능 시 과학탐구영역의 과목 중 선택하고 싶지 않은 과목
이 더 많은 선택을 받기 위해 학생들이 원하는 변화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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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기 위한 설문을 ‘교과 내용이 실생활과 밀접하게’ ,
‘교과서가 쉽게 설명되고 이해할 수 있게’ , ‘교과 내용에 다

어 일반적인 관념인 대학 입시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양한 보충설명이 추가되게’ , ‘학교에서 충분한 과학 시간을
가질 수 있게’ , ‘수업시간에 다양하고 많은 실험을 할 수
있게’ , ‘현재의 교과로도 충분하다.’ , ‘기타’ 의 주고 중복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더 많은 학생들이 수능에서

선택을 허용하였다.
이중에서 압도적으로 약 60%의 학생들이 수능 시 선택을

용한 교육 및 학습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방법의 일환으로 성적의 유불리는 학생들은 크게 고려하지
물리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요구하고 있는
좀 더 난이도가 낮으면서 흥미도를 높인 물리 교과서를 이

기피하는 과목으로 응답한 학생들만의 응답을 요약하면
Table 5와 같다. ‘교과서가 쉽게 설명되고 이해할 수 있게’
의 응답이 43.6%로 가장 많았으며, 이 외에도 ‘수업시간에
다양하고 많은 실험을 할 수 있게’ 25.2%, ‘교과 내용에
다양한 보충 설명이 추가되게’ 21.1%, ‘교과 내용이 실생
활과 밀접하게’ 16.7% 등의 순이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교과의 난이도가 낮아지기를 원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에 맞추어 학생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교재 및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는 향후 물리 관련
종사자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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