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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which affect academic track choice and satisfaction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Method: According to previous research, the factors which can affect high school
students’ academic track choice and satisfaction can be categorized into 3 domains: Inquiry course preferences,
psychological, and social factors. The participants were 1074 high school students(male 524, female=550) who
were enrolled in 10 schools. Th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paired t-tests, b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standar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The main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high school students
were influenced by mathematics and language when they selected the arts and humanities track. However, high
school students who were in the science track were affected by the science courses, not mathematics. Results:
While choosing their track, second, high school students considered their gender, aptitude, career, academic
achievement, the scores of psychometrics, academic atmosphere, job markets. A remarkable finding was that
parents are only social force which affected academic track choice. Third, the more students consider their
scholastic aptitude, career, academic achievement, academic atmosphere, job markets, the higher did they satisfy
on their track. Conclusion: High school students choose their academic tracks on the bases of their own criteria
which can affect the satisfaction on their academic tr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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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문·이과 제도에 기반하고 있다.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에 진학한 학생들은 늦어도 1학년 말에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한
다. 이 선택은 문과와 이과 중 하나의 계열을 선택하는 것이며, 고등학교 2학년부터 어떤 내용
을 더 중점적으로 학습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고등학교에서 문·이과로 나누는 기준은 탐구과목이 무엇이냐에 달려 있다. 문과학생은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한국지리, 세계지리,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경제, 법과정치의
10과목 중 4과목을 필수 이수해야하고, 이과학생은 과학탐구영역의 물리1,2, 화학1,2, 생물1,2, 지
구과학 1,2 과목 중 4과목을 필수 이수해야한다. 하지만, 학생들이 문과나 이과 중 하나의 계열
을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은 ‘수학’ 과목이라고 볼 수 있다. 문과학생은 고등학교 3년
동안 수학1, 수학2, 미적분1, 확률과 통계만 배우는 반면에, 이과학생은 문과에서 배우는 수학과
정뿐만 아니라 미적분2, 기하와 벡터를 추가해서 이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5 교육과정 개정은 문과 학생들에게는 이과 과목
의 일부를, 이과 학생들에게는 문과 과목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배우고 이를 수능에 반영하는 방
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이과 제도를 부분적으로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문·이과 편성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등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결정해야 하는 문·이과의 선택은 향후 학생
개인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의 문·이과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
인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문·이과선택은 대학의 특정 계열 학과에 입학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고등학교 때 이루어지는 문·이과 선택은 단순히 학교에서 배
우는 교과목의 차이를 넘어서 학생의 진로와 취업 등 다양한 방면에 큰 영향을 끼친다. 실제로
2004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 졸업자들의 전공불일치도는 58.1%이
었으며(김기헌, 2006), 2003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 따르면, 대학졸업자들의 전
공-직업 일치도는 69.6%(불일치 30.4%)이었다(강성국 외, 2004). 이러한 통계치는 고등학교 때 이
루어진 문・이과 선택이 대학에서의 전공학과를 결정하고 이후의 취업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렇듯 우리는 문·이과 계열 선택이 학생들에게 있어 진로와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연구와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고등학생들의 관점에서 문·이과 계열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구하
는 것이 요구된다.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자신의 적성도 모른 채 문과를 선택한 고등학생은 나중에 자연과학에
흥미를 느끼게 되어 대학에서 자연과학을 전공하고 싶어도 자연계열 학과로 진학하기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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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자신을 탐색할 시
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알맞은 계열을 스스로 선택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문・이과 계열을 선택할 순간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어 할 것이다. 아마도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부모, 담임교사, 형제자매, 친인척, 친구에게
자문을 구할 것이다. 인터넷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도 문·이과 계열 선택의 조언을 구하는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지만, 계열 선택에 관한 명확한 조언을 찾기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등학교 입학 후 채 일 년도 되지 않아 계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학생들에게 합리적인 선
택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전과 제도가 존재하기는 하나 전과 선택 이후에 갑자기 다른 계열
의 과목을 학습해 나가야 하는 것 또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이 계열 선택을
할 때 누구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권오남, 박경미, 임형, 허라금(2001)은 고등학생의 계열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성별, 주변
사람, 직업에 대한 기대감, 이과 과목에 대한 어려움, 스스로 판단한 수학 및 과학 능력, 이과
과목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요인은 문・이과 선택에 영향 주는 요인으
로는 탐구과목 선호도(김창석, 2005; 이은실, 1999), 개인적 이유(김창석, 2005; 이은실, 1999), 주
변 사람의 권유(김창석, 2005)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고등학생의 탐구과목 선호도는 이들이 문과와 이과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에 영향
줄 수 있다(김창석, 2005; 이은실, 1999). 탐구과목 선호도는 문과와 이과에서 더 깊게 탐구해야
하는 교과목에 대한 자신감이나 좋아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문과와 이과로
나누어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서로 다른 탐구과목을 배우게 된다. 예를 들어, 이과학생은
문과학생이 배우는 수학교과목을 포함하여 미적분2, 기하와 벡터를 추가로 이수해야만 한다. 또
한 이과학생은 과학탐구과목도 배워야 한다. 따라서 수학과 과학과목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학
생은 이과를 선택할 것이나 수학이나 과학을 싫어하는 학생은 문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한편 언어 및 사회 과목을 선호하는 학생은 문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나 선호
하지 않는 학생은 이과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둘째, 문과와 이과 중 어느 계열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고등학생이 적용하는 개인적
이유로는 자신의 성별, 적성, 미래 직업, 검사결과, 면학분위기, 대학입시 전망, 취업전망 등이
포함된다. 고등학생이 자신의 적성이 이과라고 생각하면 이과를 선택할 것이고, 미래에 의사가
되고 싶다면 이과를 선택할 것이고, 변호사가 되고 싶은 학생은 문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학생들은 심리검사 결과를 반영하고 싶어 할 것이며, 면학 분위기가 좋은 계열을 선택하려
고 할 것이며, 입시 전망과 취업 전망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고등학생이 계열을 선택할 때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김창석, 2005;
이은실, 1999). 계열 선택이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예측하지 못하거나 직업세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고등학생들은 계열을 선택할 때 부모나 교사 또는 친구들의 조언을 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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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1986)에 따르면, 학부모가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성
고정적 관념을 가지고 있을 때 자녀의 수학이나 과학 과목 선택에 영향을 준다. 미국의 경우 문
과와 이과를 고등학교에서 나누지 않기 때문에 특정 과목을 이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영향
을 주지만, 한국의 경우 여학생이 이과를 선택할 때 학부모의 성고정적 관념이 영향을 줄 수 있
음을 시사한다. 또한 담임교사, 형제자매, 친구, 선배 등도 고등학생이 문・이과 계열을 선택할
때 영향을 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계열을 선택할 때 어떤 사람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는지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일반계 고등학생의 계열 선택에 관한 연구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명전옥(1986)은 일반계 고등학교 과학 계열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제시하였고, 이
은실(1999)은 수학과 과학 학습에 부여하는 가치가 높고 수학과 과학 학습에 대한 타인의 격려
가 높을수록 자연계열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음을 밝혔다. 김창석(2005)은 고등학생들의 문 이과
선택 동기를 선호 과목, 직업, 부모 등의 8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설문 조사를 하여 선호 과목과
직업 요인이 영향력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 유미현과 신동희(2012)는 고등학교 자연계열 학생들
의 과학 과목 선택과 태도를 제시하였고, 조광희, 최지선, 조향숙(2012)은 고등학생들이 계열 선
택에서 수학과 과학 교과에 대한 흥미와 성적, 미래에 대한 전망 등을 고려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들 연구들은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계열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나름대로 제시한 장점이
있으나. 거의 대부분이 이과 계열의 선택과 관련되거나 일부 요인만을 제시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고등학생들의 계열 선택이 성별뿐만 아니라 내신 성적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간과하
였다. 더 나아가 선행 연구는 계열 선택을 하게 된 이유만 탐구하고 있고, 계열 선택 이후에 발
생하게 되는 계열 만족도를 연구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고등학생의 계열 선택 만족도는 학업성취나 학교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요인
이 계열 선택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문과나 이과 계
열 선택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은 계열을 선택한 고등학생의 경우 자신이 선택한 계열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
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다.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의 계열에 따라 대학생활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연구(배호중, 2015)에서는 고등학교 시절 선택한 계열에 따른 대학생활 만족도에
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이 계열을 선택하게 된 이유보다
계열 선택에 대한 만족도가 학업성취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들의 계열 선택 만족도와 계열 선택 이유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계열 선택 만족도는 학교만족도 또는 학교생활 만족도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김나라와 방재
현 (2014)은 고등학생의 직업흥미와 학교만족도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에서 학교만족도에 1) 교
사(교수)와의 관계, 2) 교육 내용, 3) 교육 방법, 4) 교우관계 등을 포함시켰다. 반면, 고등학생의
만족도는 수업 및 학습과 밀접한 관련되며(민응규, 2002), 수업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가질 수
(Pedersen, Elmore, & Bleyer, 1986). Peder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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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때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정영란, 신아연, 2011)는 고등학생의 계열 선택 만
족도에 수업 방식과 면학분위기를 포함시켜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계열 선택
에 대한 만족도에 교과 성적, 적성 일치, 면학분위기, 수업방식, 희망진로, 전과 희망 여부를 포
함시켰다.
종합하면, 고등학생의 문·이과 계열 선택에 관한 연구는 계열을 선택할 때 영향을 주는 요인
과 계열을 선택한 이후 발생하는 만족도를 동시에 탐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여러 연
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계열 선택에만 초점을 둔 연구들은 계열 선택 이후에 고등학생들이 느끼
는 만족도와 전과 희망 여부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계열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이들 요인과 선택한
계열에 대한 만족도 사이에 관련성을 찾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일반계고
학생들의 진로에 매우 중요한 문·이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학생들의 자기 계열 선택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함으로써 일반계고 문·이과 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보고 그에 대
한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들의 계열 선택에 영향을 준 요인은 무엇인가?
- 고등학생의 계열에 따라 선호과목과 부담과목에서 차이가 있는가?
- 고등학생이 계열을 선택할 때 사회적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가?
- 고등학생이 계열을 선택할 때 어떤 심리적 요인을 반영하는가?
둘째, 고등학생의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은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가?
II.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위의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조사 대상을 설정하였다. 조사 대상은 부산 시
내에 소재한 일반계 고등학교 총 10개로, 2학년 학생을 무선 표집하고, 1개 교당 계열별 2개 학
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남자학교 4개 학교, 여자학교 3개 학교, 남녀공학
학교 3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문과 588명, 이과 485명, 남학생 524명, 여학생 550명
총 1,074명이 참여하였으며, 관련 학교 교사들의 도움으로 응답률은 1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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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참여 고등학생의 성별과 계열에 따른 분포
변인
문과
계열
이과
남
성별
여
합계

(N=1,074)
n

%

588
486
524
550
1074

명

54.7
45.3
48.8
51.2
100.0%

2. 조사도구
학생들의 문·이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만족의 정도를 알기 위하여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설문 조사 도구를 제작하였다.
1) 설문지 문항은 이론적 배경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팀원 간의 충분한 토의를 통해 작성하
였다. 이 과정에서 브레인스토밍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연구 결과 도출에 용이한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2) 학생들의 응답률을 보다 더 높이기 위해서 핵심적인 내용들만을 선별함으로써 문항수를 최
소화 하였다. 다소 민감할 수 있는 내신 성적에 관련된 문항을 설문지 가장 뒤로 배치하는 등
순서 또한 학생들이 편히 응답할 수 있게끔 하였다.
3) 2015년 5월 21일부터 7월 5일에 걸쳐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 배분 및 회수기간은
2015년 7월 6일부터 7월 18일까지였다. 학생들의 시험기간을 고려하여 배부 및 회수시기를 고려
하여 진행하였다.
4) 응답 방식은 이후 통계 처리의 편의성과 구성 문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5점 척도로 나누어
서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설문 조사의 주요 영역 및 문항은 아래 표와 같다. 배경변인은 성별, 계열, 성적으로 나누었
다. #문항은 성별, 계열에 해당한다. 계열 선택에 영향을 준 요인은 탐구과목 선호도, 개인적 이
유, 주변 사람의 권유로 구분하였다. 그 중에서 탐구과목 선호도는 특정 교과에 대한 흥미, 자신
감, 부담감 등으로 구성하였다(1번-3번). 개인적 이유는 적성일치, 진로, 내신 성적, 검사지, 면학
분위기, 대학입시 전망, 취업전망, 계열에 대한 지식 등으로 나누었다(4번-10번과 16번 문항이 이
에 해당한다). 인적 요인은 계열 선택에서 부모, 형제, 선생님, 친구, 선배 등 주변인에 영향을
얼마나 받는지 알아보는 것이다(11번-15번 문항). 계열 선택에 대한 만족도는 교과 성적, 적성 일
치, 면학분위기, 수업방식, 희망진로와의 일치 등으로 구성하였다(18~24번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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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주요변인의 핵심지표와 문항번호
주요변인
핵심 지표
문항번호
배경 변인
성별, 계열
#
계열 선택에 영향을 주는
교과에 대한 흥미·자신감·부담감
1-3
탐구과목 선호도
계열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적성일치, 진로, 내신 성적, 검사지, 면학분위기,
4-10,16
개인적 이유
대학입시 전망, 취업전망, 계열에 대한 지식
계열 선택 시 영향 주는
부모, 형제, 선생님, 친구, 선배
11-15
주변사람
계열 선택 만족도
교과 성적, 적성 일치, 면학분위기, 수업방식, 희망진로 18-24

3.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 검증을 위해 SPSS 19.0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탐구과목 선호도에
따라 계열 선택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 계열별로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문과와 이과 계열 선택에 영향 주는 개인적 이유와 인적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학생의 현재 계
열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고등학생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표준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고등학생의 선호과목과 부담과목에 따른 계열 선택의 차이
이미 문과와 이과로 나누어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계열을 선택할 때 어떤 교과목에 의
해 영향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과와 이과 학생들에게 서로 다른 질문을 하였다. 먼저 문
과와 이과 학생들이 자신의 계열을 선택할 때 어떤 교과목을 더 많이 고려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계열에서 중요시 하는 교과목에 대한 흥미 및 자신감과 반대 계열에서 중요시 하
는 교과목에 대한 부담감을 대비하여 하였다. 예를 들어, 문과학생의 경우 문과를 선택할 때 언
어 및 사회 과목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과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부담 중 어느 것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언어 및 사회 흥미, 수학부담, 과학 부담 변인을 대응표본 평균
차이 검증하였다. 이과학생의 경우에는 수학흥미 및 자신감, 과학흥미 및 자신감, 언어 및 사회
부담 변인을 대응표본 평균차이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표 Ⅲ-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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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문과학생과 이과학생이 계열을 선택할 때 반영하는 교과목 차이
문과학생 대응표본 M SD t
이과학생 대응표본
검증 n=588
검증 n=486
수학흥미와
대응 수학부담
3.34
1.22 5.03*** 대응 1
자신감
1
과학흥미와
3.02
1.31
자신감
대응 과학부담
언어 및 사회 3.32 1.00 -.31 대응 2 언어 및 사회
2
흥미와 자신감
부담
수학흥미와
수학부담
3.34
1.22
자신감
과학흥미와
대응 과학부담
3.02
1.31 -4.61*** 대응 3
자신감
3
언어 및 사회 3.32 1.00
언어 및 사회
흥미와 신감
부담

M

SD

t

2.90

1.17

-6.13***

3.25

1.13

2.60

1.25

2.90

1.17

3.25

1.13

2.60

1.25

-4.68***

9.17***

***p<.001

표 Ⅲ-1>은 문과학생의 경우 과학보다 수학에 대한 부담이 더 많이 느끼고(t=5.03,
p<.001), 언어 및 사회과목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과학에 대해 느끼는 부담보다 더 높다는
것을(t=-4.61, p<.001)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문과학생들은 수학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언어
및 사회과목에 흥미를 높게 느끼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문과학생의 경우 과
학에 대한 부담 때문에 문과를 선택한 사례가 많지 않음을 시사한다.
반면, 이과학생의 경우 수학보다 과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고
(t=-6.13, p<.001), 언어 및 사회 과목에 대한 부담은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과학생들은 수학
보다는 과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높아서 이과를 선택하는 경향성이 있으며, 언어 및 사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과를 선택하는 경향성이 낮음을 보여준다.
<

2. 고등학생의 계열 선택에 영향을 준 요인
1) 고등학생의 계열 선택에 영향을 준 심리적 요인

본 연구에 채택한 8가지 심리적 요인들 중 어느 요인이 고등학생의 계열 선택에 영향을 미치
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Ⅲ-2>, <표
Ⅲ-3> 및 <표 Ⅲ-4>와 같다. 계열 선택은 성별, 적성일치, 진로고려, 내신 성적반영, 검사결과
반영과 부적상관을 가지고 면학분위기, 입시전망고려, 취업전망고려는 계열 선택과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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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관련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
1
2
3
계열 (1)
-.22*** -.16***
성별 (2)
-.05
적성일치(3)
진로고려(4)
내신성적고려(5)
검사결과반영(6)
면학분위기(7)
입시전망고려(8)
취업전망고려(9)

4
-.11**
-.02
.62***

5
-.17***
.04
.18***

6
-.08**
-.05
.25***

7
.18***
-.05
.06

8
.30***
-.13**
.09**

9
.42***
-.13**
.02

-

.05
-

.19***

.04

.17***

.14***

.36***

.26***

.13***

.07*

-

.39***

.18***

.14***

-

.39***

.35***

-

.69***
-

*p<.05, **p<.01, ***p<.001

표 Ⅲ-3>은 -2 Log 우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χ 값이 324.1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므로
(df=7, p<.001) 이들 변인으로 고등학생이 문과나 이과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74.5%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

<표 Ⅲ-3> 문과-이과 분류의 정확도 및 모형검정 결과
관찰 값

문과
이과
전체

문과

예측
이과

분류정확 %

441

142

75.6

130

352

73.0

우도

74.5

-2 Log
=1107.29,
χ2=359.54 (df=8, p<.001), Nagelkerke R2=.38

표 Ⅲ-4>는 성별(Wald=33.78, p<.001), 적성 일치(Wald=4.65, p<.05), 진로 고려(Wald=11.22,
p<.001), 내신성적 고려(Wald=33.39, p<.001), 검사결과 반영(Wald=12.11, p<.01), 면학분위기 반영
(Wald=17.40, p<.001), 취업전망 고려(Wald=83.39, p<.001)이 고등학생의 계열 선택에 영향을 주
지만, 입시전망고려는 계열 선택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추정계수를 보면, 취업전망
고려와 면학분위기의 경우 B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취업전망 고려가 1 증가할 때 승산비는
2.51배 증가하고, 면학분위기 반영이 1 증가할수록 승산비가 1.50배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등학생이 취업전망을 고려하고 면학분위기를 반영할수록 이과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진
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성별의 B값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이과보다
문과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적성일치, 검사결과 반영, 진로고려, 내신성적고려의 B
값도 0보다 작기 때문에 이들 변인들을 반영할수록 이과보다 문과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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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집단분류를 위한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B
-.86
-.23
-.34
-.48
-.32
.41
.16
.91
.90

성별
적성일치
진로고려
내신성적반영
설명 변인 검사결과반영
면학분위기반영
입시전망고려
취업전망고려
상수항

S.E
.15
.11
.10
.08
.09
.10
.10
.10
.48

Wald
33.78***
4.65*
11.22**
33.39***
12.11**
17.40***
2.68
80.64***
3.51

df
1
1
1
1
1
1
1
1

Exp(B)
.42
.80
.72
.6
.73
1.50
1.18
2.49
2.46

*p<.05, **p<.01, ***p<.001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이 여학생일수록, 적성과 일치할수록, 자신의 진로를 고려할수록, 내신
성적을 반영할수록, 검사결과를 반영할수록 이과보다 문과를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고등학생이 면학분위기를 반영할수록, 입시전망을 고려할수록, 취업전망을 고려할수록 문과보다
이과를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고등학생의 계열 선택에 영향을 준 사회적 요인

고등학생이 계열을 선택할 때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모, 형제, 교사, 친
구, 선배를 설명변인으로 투입하여 상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Ⅲ-5>, <표 Ⅲ-6> 및 <표 Ⅲ-7>과 같다. <표 Ⅲ-5>에 따르면, 계열 선택과 선배 영향만 유의
한 상관이 없고, 나머지 변인들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
계열 (1)
부모님영향 (2)
형제영향(3)
선생님영향(4)
친구영향(5)
선배영향(6)

1

2

3

4

- .24*** .13*** .08**
-

5

6

.09**

.05

.50*** .40*** .41*** .29***
-

.46*** .42*** .42***
-

.51*** .47***
-

.48***

<표 Ⅲ-6> 문과-이과 분류의 정확도 및 모형검정 결과
예측
문과 이과 분류정확 %
문과
433
154
73.8
이과
267
217
44.8
전체
60.7
-2 Log 우도=1410.53,
χ2=64.79(df=5, p<.001), Nagelkerke R2=.08

-

**p<.01, ***p<.001

표 Ⅲ-6>은 -2 Log 우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χ 값이 64.79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므로
(df=5, p<.001) 이들 변인으로 고등학생이 문과나 이과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60.7%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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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Ⅲ-7>은 부모(Wald=40.22, p<.001)만 고등학생의 계
열 선택에 영향을 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영향주지 않음을 보여준다. 추정계수를 보면, 부
모영향의 경우 B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부모가 영향을 주었다는 반응이 1 증가할 때 승산비는
1.57배 증가하며, 부모가 계열 선택에 영향을 주었다고 반응할수록 문과보다 이과를 선택할 가
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고등학생은 계열을 선택할 때 부모 이외의 나머지 사
람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표 Ⅲ-7> 집단분류를 위한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설명 변인
***p<.001

부모
형제
선생님
친구
선배
상수항

B

S.E

Wald

df

Exp(B)

.45
.07
-.04
.00
-.06
-1.32

.07
.07
.08
.08
.09
.20

40.22***
.82
.17
.01
.49
42.40***

1
1
1
1
1
1

1.57
1.07
.97
1.00
.94
.27

3. 고등학생의 계열 만족도에 영향 주는 요인
어떤 요인이 고등학생의 만족도를 설명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각 변인들 사이의 상관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Ⅲ-8>이다. <표 Ⅲ-8>에서 알 수 있듯이
고등학생의 만족도는 적성일치, 진로고려, 내신성적, 검사결과반영, 면학분위기반영, 입시전망고
려, 취업전망고려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가지나 계열과 부모님 영향과는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적성과 일치하고, 진로, 내신성적, 검사결과, 면학분위기, 입시전망,
취업전망을 반영하여 계열을 선택할수록 만족도가 높아지고, 반면에 이과학생일수록 그리고 부
모님이 계열 선택에 영향을 줄수록 고등학생의 만족도는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Ⅲ-9>에 따르면, 표준화 회귀계수(β)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변인은 적성일치, 진로고
려, 내신 성적, 면학분위기반영, 취업전망이었으며, 이들 변인들이 계열선택 만족도를 설명하는
정도는 42%이었다. 그 중에서도 계열 선택 만족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으로는 적성일치(β
=.34)이었으며, 진로고려가 두 번째로 가장 큰 영향력(β=.26)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검사결과 반영, 입시전망 고려, 부모님 영향, 형제 영향, 선생님 영향, 친구 영향, 선배 영향은
계열 선택 만족도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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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074)

<표 Ⅲ-8> 계열 만족도와 관련 변인들 사이의 상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01
-.06
-.00
1 - -.09** -.05 .54** .51** .21** .27** .25** .24** .22** -.07* -.04
-.22** -.16** -.11** -.17** -.08** .19** .30** .42** .24** .13** .08** .09**
.05
2
-.05
-.02
.04
-.05
-.05 -.13** -.13** -.07*
.00
-.06
-.05
-.04
3
.62** .18** .25**
.06
.09**
.02
-.19** -.11** -.10** -.20** -.08*
4
.05
.19**
.04
.17** .14** -.17** -.11** -.10** -.21** -.08*
5
.36** .26** .13** .07* .14** .16** .17** .14** .11**
6
.39** .18** .14** .09** .16** .20** .14** .20**
7
.39** .35** .26** .25** .27** .31** .26**
8
.69** .20** .12** .13** .12** .11**
9
.29** .13** .14** .14** .11**
10
.50** .40** .41** .29**
11
.46** .42** .42**
12
.51** .47**
13
.48**
14
15
*p<.05, **p<.01

만족도1, 계열2, 성별3, 적성일치4, 진로고려5, 내신성적6, 검사결과반영7, 면학분위기반영8,
입시전망고려9, 취업전망고려10, 부모님영향11, 형제영향12, 선생님영향13, 친구영향14, 선배영향15
<표 Ⅲ-9> 계열 선택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설명변인
b
계열
-.91
성별
-.20
적성일치
1.60
진로고려
1.16
내신성적
.29
검사결과반영
.14
면학분위기반영
.76
입시전망고려
.09
취업전망고려
.64
부모님영향
-.16
형제영향
-.09
선생님영향
.02
친구영향
.06
선배영향
-.08

β
-.10***
-.02

R2=.42
F= 54.93***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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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계열 선택에 영향을 준 요인과 선택한 계열에 대한 만족도
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1. 고등학생의 선호과목과 부담과목에 따른 계열 선택에 관한 논의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생이 문과를 선택할 때 영향을 주는 교과목은 수학과 언어
및 사회이었다. 고등학생이 문과를 선택하게 만드는 교과목 중 수학은 부담감 때문이며 언어 및
사회는 흥미와 자신감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문과학생은 수학에 대해 느끼는 부담감과 언
어 및 사회영역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때문에 문과를 선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문과학생은 이과과목인 수리탐구Ⅱ나 과학과목(물리, 화학, 생물, 지학 등)이 싫
어서 문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높았고, 언어나 사회 등 문과 계열 과목이 좋아서 문과를 선택한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는 진미석과 윤형한(2002)의 연구결과 및 탐구과목 선호도가 계열 선택에
서 중요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김창석(2005)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진미석과 윤형한(2002)
의 연구가 수행된 시기가 오래되어 수리탐구II가 수학 미적분2, 기하와 벡터로 바뀌었지만, 문과
학생들이 이과 계열에서 추가로 학습해야 하는 수학 과목에 부담을 느껴서 이과를 선택하지 않
고 문과를 선택한다는 것은 동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권오남, 박경미, 임형, 허라금(2001)
은 문헌연구를 통해 고등학생이 계열을 선택할 때 이과 과목에 대해 이미 경험한 어려움이 중
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문과학생들은 수학에 대한 부담감 때
문에 문과를 선택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생이 이과를 선택할 때 수학이 아니라 과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높기 때문에 이과를 선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과학생의 경우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과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으며, 언어 및 사
회에 대해 느끼는 부담도 높지 않고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과학생들은 과학에
대한 흥미 때문에 이과를 선택한 것이지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이 계열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수학과 과학의 성적이
라는 최승현과 송순희(1993)의 연구결과와 다소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고등학생이 문과를 선
택할 때는 낮은 수학 성적이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이과를 선택한 학생들도 수학에 부담을 느끼
는 정도는 높았으나 과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높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문과학생은 언어 및 사회영역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높은 것뿐만 아니라 수학
에 대한 부담이 높기 때문에 문과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이과학생은 수학이 아니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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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높기 때문에 이과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들은 본 연구의 결과를 반영하여 학생들이 문과나 이과를 선
택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2. 고등학생의 계열 선택에 영향을 준 요인에 관한 논의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생은 계열을 선택할 때 자신의 성별, 적성, 진로, 내신 성적,
심리검사 결과, 면학분위기, 취업전망을 고려하였지만, 입시전망은 고려하지 않았다. 특히 고등
학생이 취업전망과 면학분위기를 고려할수록 이과를 선택할 확률이 높았지만, 자신의 적성, 심
리검사결과, 진로, 내신 성적을 고려할수록 문과를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여학생은 남학생
에 비해 이과보다 문과를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이과를 선택하는 경향성이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성별이 계열선
택에 주는 영향이 높다는 선행연구들을(권오남, 박경미, 임형, 허라금, 2001; 이은실, 1999) 지지
하며, 또한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이다. 권오남, 박경미, 임형, 허라
금(2001)에 따르면, 남학생의 경우 이과 계열 학생의 수가 문과 계열 학생의 수에 비해 거의 2배
에 이르지만, 여학생의 경우 문과 계열 학생의 수가 이과 계열 학생의 수보다 2배보다 더 많았
다. 따라서 남자 고등학생은 이과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았고, 여자 고등학생은 문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등학생이
이과와 문과를 선택할 때 자신의 성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남성에 알맞은 계열과 여
성에 알맞은 계열이 서로 다르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교 정책자들과 진
로진학담당교사들은 이런 차이를 반영하면서 진로 진학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목할 점은 부모는 고등학생의 계열 선택에 실제로 영향을 주지만 교사를 포함하여 그
외 나머지 사람들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고등학생의 이과
계열 선택에 부모가 영향을 주지만 교사는 그렇지 못하였다는 이은실(1999)의 연구결과와 일맥
상통한다.
심리적 요인 중에서 남자 고등학생이 취업전망과 학습 분위기를 고려할수록 이과를 선택한다
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이과 계열을 선택한 고등학생들은 부모의 견해를 반영할 가능성이 더 높
다는 이은실(1999)의 주장과 함께 고려하면, 부모들은 취업전망과 학습 분위기가 좋은 계열을 이
과로 여기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것은 이과계열 대학생들에게 취업기회의 문이 넓고 문과
계열 대학생의 취업기회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사회현상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이과를 선택하고 취업전망과 학습 분위기를 고려하는 학생
은 이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문과학생들을 위한 취업기회의 문이 점점 좁아지는 사
회현상을 고려할 때 여학생들에게도 이과를 더 많이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취업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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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학습 분위기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할 것이다.
3. 고등학생의 계열 만족도에 영향 주는 요인에 관한 논의
본 연구의 결과는 고등학생이 자신의 적성일치, 진로, 내신성적, 면학분위기, 취업전망을 반영
할수록 선택한 계열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중에서도 적성일치와 진로고려
가 고등학생의 계열 선택 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검사결과 반영, 입시전망 고려, 부모님 영향, 형제 영향, 선생님 영향, 친구 영향,
선배 영향은 계열 선택 만족도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
서 주목할 점은 성별이 계열을 선택할 때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이었지만, 고등학생의 만족도
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학교만족에 차이가
없다는 황여정과 김경근(2006)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고등학생이 선택한
계열에 대한 만족도는 내신 성적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
라 해석된다. 또한 보통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은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신용주, 최지은,
2003; Verkuyten & Thijs, 2002) 각 계열마다 개별적으로 내신등급을 부여하기 때문에 성별이 만족
도에 주는 영향이 상쇄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부모님이 고등학생의 계열을 선택할
때는 영향을 주지만, 만족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이것은 부모님의
뜻에 따라 계열을 선택한 학생들 중에는 만족도가 높은 학생도 있지만, 거꾸로 만족도가 낮은
학생도 다수 있기 때문에 나온 결과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부모는 고등학생이 계열을 선택할 때 영향을 주지만, 만족도에는 영향을 주지 못
한다. 또한 본 연구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 진로, 내신성적, 면학분위기, 취업전망을 고려하여
계열을 선택할 때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부모가 학생의 계열 선택에 지나
치게 관여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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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일반계 고등학생의 문·이과 선택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대현1․김정섭2․박진희3․신예림4․황수빈5․김나윤6․김규나7․노연경8․김민정9

1,2부산대학교 교육학과, 3,4,5,6,7,8,9부산 중앙여자고등학교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인문계 고등학생이 문・이과 계열을 선택할 때 어떤 탐구 교과목, 어떤 심리적 요인,
그리고 사회적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지와 어떠한 요인이 선택한 계열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지
를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은 남자학교 4개 학교, 여자학교 3
개 학교, 남녀공학 학교 3개 학교에 소속된 학생 1074명이며, 이 중 문과학생은 588명이었고 이과학생은
485명이었다(남학생 524명, 여학생 550명). 수집된 자료를 연구문제에 따라 분석하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증,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표준중당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고등학생이 문과를 선택할 때
영향을 주는 교과목은 수학과 언어 및 사회이었고, 이과를 선택할 때는 수학이 아니라 과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높기 때문이었다. 둘째, 고등학생은 계열을 선택할 때 자신의 성별, 적성, 진로, 내신 성적, 심리검
사 결과, 면학분위기, 취업전망을 고려하였다. 주목할 점은 부모만 고등학생의 계열 선택에 실제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셋째, 고등학생이 자신의 적성일치, 진로, 내신 성적, 면학분위기, 취업전망을 반영할수록
선택한 계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결론: 고등학생이 문・이과 계열을 선택할 때 서로 다른 기준을 적
용하며 그 기준에 따라 학생들의 계열 만족도가 달라진다.
주요어 : 문・이과 선택, 탐구과목 선호도, 개인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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