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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P E N I N G

S P E E C H

개회사

2019년에는 일본에서 반도체 소재를 한국으로 수출하는 규제 조치를 발표한 후에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소재 부품
산업 육성에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국가적으로 양성하는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재와
부품 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 바로 과학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뛰어난 과학 기술의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이를 교육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국가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바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의 조기에 과학에 관심 있고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여
교육을 담당한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시기에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원장님과 참여
교수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과학영재교육을 논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27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이 네트워크로 연계하여 서로의 장점을 논하고 단점을 극복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어 국가적으로 과학영재교육의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학회를 준비하신 충남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박병윤원장님에게 감사드리고, 또한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지원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려 기조 강연을 하신 부산대학교
서혜애 학회 회장님과 더불어 전국에서 참석하신 과학영재교육원장님 및 참여 교수님, 그리고
실무자 선생님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전국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장 협의회 회장

김 갑 수 드림

기조 강연

제3차 과학영재 발굴·육성 종합계획에 따른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발전 방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영재교육원의 위상 변화

-1-

문재인 정부의 과학영재 성장지원 계획 :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과학영재교육 실천 방향

서혜애(부산대학교)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은 1997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과학기술력의 기반이 되
는 우수한 과학영재를 양성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과학영재교육
은 이론과 실제의 초석을 다져 왔으며,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이러
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정부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과학영재 발굴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오고 있다. 이는 국가차원 비전을 제시하고 목표에 따른 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거두기 위한 노력이다. 이 종합계획의 비전은 제1차에서는 ‘과학영재 발굴육
성으로 과학기술혁신의 차세대 핵심 리더를 양성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 제2차는 ‘창조경제
를 견인할 창의적 과학영재 육성’ 그리고 제3차에서는 ‘모두의 영재성이 발현되고 성장하는
사회’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제1차, 제2차 종합계획의 추진과제 및 성과를 검토
하고, 제3차 종합계획에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관련 추진과제에 따른 실천 가능성과 교
육성과를 타진하고 대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1. 과학영재 발굴육성 종합계획의 추진배경
1)제3차

과학영재 발굴육성 종합계획(2018-2022)에서는 본 추진배경으로 첫째, 4차 산업혁

명 시대에 적합한 창의-융합형 과학영재의 성장이 시급, 둘째, 인구절벽 시대에 우수인재 전
략적 확보는 국가경쟁력의 관건, 셋째, 공급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 맞춤형 역량개발로 전환
필요로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추진배경과 관련하여, 제1차 과학영재 발굴육성 종합계획
(2008-2012)에서는 첫째,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혁신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창의
적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확대, 둘째, 소수의 창의적 인력을 국가차원에서 발굴육
성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시스템으로 영재교육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셋째, 1998년 이후 지속
확대되어온 과학영재 발굴육성 사업의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발전과제를 도출해야
하는데 두고 있었으며, 제2차 과학영재 발굴육성 종합계획(2013-2017)에서는 첫째, 창조경제
시대를 이끌어나갈 창의적 과학인재 육성 필요, 둘째, 우수인재 확보는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
량 강화의 핵심, 셋째, 과학영재가 세계적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는 전주기적 과학영재 육성
체계 확립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정부의 과학영재 발굴육성
종합계획은 2008년부터 2022년 15년의 계획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발전에 필요한 창의적 과
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 혁신역량 기반 국가경쟁력을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며,
나아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창조경제시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로와 같이 시대적 변화 맞춤
형 창의적 과학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새로운 영재교육시
1) 이하 내용은 다음의 정부자료 3건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1) 과학기술부. (2007.8.27). 과학영재 발굴육성 종합계
획(‘08-’12)(안). 2) 미래창조과학부. (2013.12), 과학영재 발굴육성 종합계획(‘13-’17).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3). 문재인 정부의 과학영재 성장지원 계획-제3차((‘13-’22) 과학영재 발굴육성 종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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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으로는, 제2차 전주기적 과학영재육성 체계를 확립하려는 계획에서, 3차에서는 공급자 중
심으로 학습자 중심 맞춤형 역량개발로 전환하려는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2.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관련 종합계획의 추진성과
가. 제1차 –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특성화 및 과학영재교육원 교육지원 프로그램 추진
2)제1차

종합계획(2008-2012)의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특성화 관련 문제점으로 첫째, 교

육청 주관 영재교육과의 차별화 및 역할 분담 미흡을 지적하였는데, 불필요한 경쟁과 견제발
생 및 교육청 소속 영재교육원 학생 가운데 수학 과학 우수자에 대한 추천 및 입학경로가 부
재한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장치 미흡으로 25개 과학영재교
육원에는 교과목 및 단계별 교수학습 방식에 대한 공통기준 등이 부재하여 질적 편차가 존재
한다는 점이었다. 셋째, 운영형태의 장점활용이 저조한 측면에서 대학 교수의 실질적 참여 저
조로 교육의 질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며, 과제 관심도와 탁월성에 따른 맞춤식 교육과정 개발
및 대학연구 인프라를 활용한 연구중심 교육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되었다.
추진방안으로, 첫째, 교육청 영재교육원과 교육대상 및 방식을 차별화 방안이었다. 중학생
중심으로 운영하되, 초등학생은 저변확대와 심화교육 경험제공 차원에서 포함시키며, 심화-사
사과정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편하도록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평가에 따라, 과학영재교육원
별 예산을 차등 지원하겠다는 방안이었다. 둘째, 지역 환경과 소속 대학을 고려한 특성화 유
도 방안이었다. 소속 대학의 강점과 자원을 고려한 특성화 전략 수립과 이에 따른 성과목표를
자체 수립 제시하도록 평가방식을 개편하며, 기관 특성화화 병행하여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 운영기준을 제시하고 적정기준 미달 시 지원을 중단한다는 방안이었다. 셋째, 시도
교육청 소속 영재교육원과 연계협력 강화 방안이었다. 시도교육청 소속 영재교육원의 과학수
학 담당 교원 대상 연수 제공을 통해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며, 교육청 영재교육원 기초과정
수료생의 심화사사과정 진입을 개방시키는 방안이었다.
과학영재교육원 교육지원 프로그램 추진 관련 문제점으로 첫째, 교육과정 운영의 경직성으
로 효율적 교육지원 어려움이었다. 둘째, 과학영재교육의 단계별 목표 불명확, 셋째, 학생선발
과정의 체계성 부족, 넷째,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간 연계협력이 미흡한 점이었다. 이에 따
른 추진방안은 첫째,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지원으로, 일부 교육과정 생략 또는 특
화 운영을 허용하며, 연령하한을 폐지하고 신동 조기발굴 기회를 허용하는 방안이었다. 둘째,
과학영재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으로, 과학영재교육원별 교육과정에 대한 정
성적, 정량적 성과목표 수립, 기초, 심화, 사사과정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예시 마련, 교과별
책임 교수제 도입하고 연간 최소 교육시간 제시하는 방안이었다. 셋째, 창의력 중심의 과학영
재 선발 지원 방안으로 다단계 학생선발 프로그램 개발 지원과 교육청 수료생 사이버영재교육
참여 학생, 학교장 추천 학생 등을 포함하는 선발경로의 다양화이었다. 넷째, 과학영재교육원
간 연계 협력 강화 지원 방안으로 교과목별 교수, 강사 연구모임 지원 확대와 학술발표대회,
사사과정 결과 발표회 등을 통한 정보교류 유도로 우수프로그램 확산 및 학생교류의 기회를
마련하는 방안이었다.

2) 이하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과학기술부. (2007.8.27). 과학영재 발굴육성 종합계획(‘08-’12)(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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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차 – 과학영재 발굴 확대, 창의융합형 활성화 등 세부 추진계획
3)제2차

종합계획(2013-2017)은 제1차의 한계를 분석한 결과에 근거하고 과학기술인력 양성

측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제2차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정부문건에서는 1차 종합계획의
한계로 ‘과학영재교육기관 및 수혜자 확대’ 내용 관련 과제에서 수혜자는 목표치를 초과달성
하였으나, 수혜자가 중학교 단계에 수혜자에 집중되어 있으며, 관찰, 추천제 등 과학영재 선발
방법의 현장 정착이 미흡한 점이었다. ‘과학영재교육기관 특성화 및 프로그램 효율화’ 과제에
서는 분과지식 중심의 속진형 프로그램 운영이 대다수이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른 제2차
계획 수립에 대한 시사점으로 1) 과학영재교육 연계 강화의 필요(학교급별 과학영재교육 대상
자 구체화 및 고교 대학단계 활성화 필요), 2) 과학영재 선발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필요,
3) 과학영재교육기관 특성화 및 기관 간 연계 강화 필요, 4) 과학영재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
한 영재교육프로그램 다양화 필요, 5) 과학영재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 및 교류 확대 필요
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시사점을 반영하여 제2차의 목표는 전주기적 과학영재 양성체계 구축,
과학영재의 융합도전 역량 강화 및 과학영재교육 질적 고도화로 제시되었다. 제1차와 달리 대
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관련 과제 및 추진 방향은 3대 분야로 구분된 중점추진과제 가운데 과
학영재 발굴체계 및 과학영재프로그램에 포함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추진과제 내용을 분
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과학창의재단 발주 연구사업 결과에 대한 연구논문4)을
중심으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과제 및 추진방향과 성과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전략1. ‘잠재력을 갖춘 과학영재의 체계적 발굴’의 하위영역으로 전략1-1. ‘과학영재 발굴확
대 및 체계화’의 추진과제1은 ‘재능과 가능성을 갖춘 과학영재의 적극적 발굴’이었다. 과학영
재교육원의 설치 확대를 통해 과학영재교육 수혜율을 높임과 동시에 영재교육기관 과소설치
지역의 기회 확대를 추구하였지만 이루지 못하였다5). 오히려 과학영재교육 예산의 감소로 각
영재교육기관 영재교육 대상자 수를 감소시켜 수혜율이 감소되었다. 추진과제3, ‘과학영재교육
대상자 판별선발 방식의 신뢰성 제고’에서는 과학영재선발의 표준모델로 다양한 방법으로 선
발방식을 정교화 하는 것과 함께 과학영재의 인지적 능력과 열정, 과학적 호기심, 모험심 등
의 정의적 특성을 고려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일부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인지적 능
력 이외에 정의적 영역을 고려하였으나, 정의적 영역과 관련된 영재선발 모델을 개발하지 못
하였다.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에서 교육청 기관과의 연계를 위해,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은
27개 기관 가운데 16개 기관(59.2%)에서 교육청 수료자를 선발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2015년 기준 영재학급 수료자에게 지원자격을 부여하는 수준으로 한계이며, 향후 영재학급 교
육내용과 성과를 고려한 선발 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전략1-2. ‘과학영재교육기관 특성화 및 교육연계 강화’의 추진과제1은 ‘과학영재교육기관 교
육프로그램 특성화’이었으며, 과학영재교육원은 융합프로그램 강화하여 2015년 기준 융합형
교육과정 도입비율이 45.0%까지 증대하였으며, 충북대 및 동국대에 융합과학영재교육원을 지
정 운영하고 있다(2012년 7월 지정). 창의탐구연구의 경우는 사사프로그램 운영으로 책임교수
지도하 팀별로 교육을 받고 연구를 수행하는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캠프형 영
3) 이하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미래창조과학부. (2013.12), 과학영재 발굴육성 종합계획(‘13-’17).
4) 이봉우, 손정우. (2017). 과학영재 발굴육성 종합계획 성과분석을 통한 과학영재교육 발전방안 탐색. 한국과학교육
학회지, 37(5), 775-785.
5) 미래창조과학부. (2013.12), 과학영재 발굴육성 종합계획(‘13-’17). p.8 인용 ※서울(3개원), 광주전남(3개원), 경남
(3개원); p.35 인용 –미래부 지정 설치 현황(27개원) ㅇ서울 : 서울대, 연세대, 서울교대; ㅇ수도권 : 인천대, 아주
대, 강원대, 강릉대, 경원대, 대진대, 동국대(일산); ㅇ충청권 : 청주교대, 공주대, 충남대, 충북대; ㅇ호남권 : 전남
대, 전북대, 제주대, 순천대, 목포대, 군산대; ㅇ영남권 : 경남대, 경북대, 부산대, 울산대, 안동대, 경상대, 창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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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교육원을 도입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2017년 설립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기초연구도
수행되지 않았다. 캠프형 영재교육원은 등하교 거리 때문에 학기 중 교육이 어려운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중교육의 장점을 살릴 수 있어 제3차 종합계획에서 중요한 계
획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략2, ‘창의융합형 과학영재교육 활성화’의 하위영역으로 전략2-1. ‘과학영재의 창의융합역
량 강화’의 추진과제1은 ‘과학영재교육기관의 융합탐구 중심 교육과정 신설확대’이었다. 대학
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서는 다양한 융합탐구 교육이 이루어졌다. 심화과정에서는 30% 이상을
학생주도 융합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으며, 사사과정은 2016년 기준 1,197명이 308개의 다양
한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추진과제3은 ‘핵심 융합역량 제고를 위한 SW교육 강화’이었으며,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경우, 온라인 SW교육프로그램 신설과 SW역량 갖춘 영재양성을
위한 SW영재교육원 설립을 계획하였다.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에서는 기관 특성별 다양한
SW 관련 과학영재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전략2-3,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전문성 제고’의 추진과제1은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 운
영표준 마련’이었다. 여러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은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
하고 있지만, 질적 수준 및 성과에 차이가 있었다. 2016년 ‘과학영재교육원 발전사업단’은 교
육프로그램 연구를 통해, 운영모델을 제안하고, 교육과정을 위해 탐구프로그램(심화탐구, 과학
융합, ICT), 자율탐구프로그램(자율탐구법 프로그램, 자율탐구프로그램), 과학창의성 계발프로
그램, 진로프로그램, 인성프로그램, 사사프로그램, 특별프로그램(과학캠프, 과학탐방, 과학콘테
스트) 등을 개발하고, 프로그램별 성취기준 및 프로그램 예시를 제안하였다. 과학관, 연구소
등 다양한 전문기관 체험형 영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회성 견학수준에 그치는 한계점
이 있다고 논의되고 있다.
전략3. ‘최적화된 과학영재교육 지원기반 조성’의 하위영역으로 전략3-1. ‘과학영재교육 지
원기관의 전문성 제고’의 추진과제1은 ‘지역별 특화된 과학영재교육 지원 전담기관 구성운영’
이었다. 이에 따른 시도과학영재교육진원센터 또는 시도과학영재교육정책협의체 설치를 계획
하였으나 구성하지 못하였다. 다만,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서는 정기적인 협의를 진행하
고, 협의체 구성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3차 종합계획에는 구체적인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전략3-2. ‘과학영재 담당인력의 역량 강화’의 추진
과제3은 ‘이공계 인력을 활용한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다양화’이었다.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에서는 교사대 및 이공계 대학 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과학영재교육 학습지원 활동이 실천되고
있었다. 특히 교사교육을 받고 있는 예비교사 학부생들은 교육에 대한 이해가 높고 학생지도
에 대한 교육을 이수받았기 때문에 수업보조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전략3-3. ‘과학영재 진로 및 상담프로그램 도입’과 관련하여 추진과제1은 ‘이공계 진로지원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었다.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은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수
행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퇴직과학자의 영재교육 참여를 지원하여 과학영재들에 대한 멘토링
을 실시하였다. 전략3-4. ‘과학영재교육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공유 확산’의 추진과제2는 ‘과
학영재 교육연구 성가평가 및 관리강화’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성
과평가는 계획의 타당성, 선발, 프로그램, 성과의 우수성, 운영의 적절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교육만족도 조사를 통해 질적 수준을 고양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2016년 하반기부터는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현장실태를 점검하고 우수지원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컨설팅을 진행하여 교육 내실화를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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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차 종합계획 성과분석 근거 발전방안과 논의
여기에서는 제2차 종합계획의 성과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제안한 발전방안6) 가운데 대학부
설 과학영재교육원과 연계된 일부 내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였다.
첫째, 직접 지원이 가능한 과제들로 구성된 과학영재 발굴육성 종합계획이 필요하다.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 지역별 과학영재 비율을 고려한 교육기관 설치’, ‘캠프형 과학영재교육기관 설
치’ 등을 계획하고 추진과제에 포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이루지 못하였
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 27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이 전국적으로 시도별 학생
수(초등6, 중1) 대비 수혜비율을 고려한다면, 평균비율(전국 0.62%)보다 낮은 세종(0%), 경기
(0.31%), 서울(0.35%), 충남(0.49%), 경북(0.49%), 부산(0.53%), 대구(0.55%) 지역에 추가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다(<표 1> 참조;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 지역별 과학영재 비율을 고려하여 과
소설치 지역을 대상으로 과학영재교육원을 확대 설치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서울(3
개원), 광주전남(3개원), 경남(3개원) 지역이 학생수 대비 기관수 차이가 크다는 것으로 설명하
였는데, 통계치에 근거한다면 서울은 기관수가 많은 지역이기보다 오히려 과소설치 지역). 반
면, 예산이 미배정된 여건을 고려한다면, 캠프형 과학영재교육기관을 신규로 설치하기보다 기
존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을 전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둘째, 양적 팽창에서 질적 성장을 위한 과학영재교육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예산증액
이 없는 가운데 양적 증가는 대규모 학생 대상 온라인 교육, 교육시수 축소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규모 온라인교육, 오프라인 교육시수 축소로 교육의 질적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
한편 과학영재교육 예산이 복권기금으로 조성되며, 복권기금은 보편적 교육기회 확대에 더 많
은 관심을 두고 있음에 따라,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을 통한 질적 성장은 한계가 있
다. 연구논문에서는 예산부족의 어려운 여건에서 양적 증가보다 질적 성장을 위한 패러다임
변화를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지원 없이 질적 성장을 위한 패러다임에 대해서는 구체적
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 질적 성장을 위한 패러다임 변화 방안은 예산증액을 통해서만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해진 예산 재원이 복권기금이라는 이유 때문에 시대적 변화를 주도
할 창의융합형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비전으로 하는 과학영재교육을
양적 및 질적으로 약화시킨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고도영재에 대한 특별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영재교육대상자 가운데 보다 상위
그룹의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해외 사례에서는 이들을 대상으
로 클러스터 프로그램 또는 세미나 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방안을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
원에 도입한다면, 심화과정 또는 사사과정 집단 평성 시 학생수를 더 적은 규모의 집단으로
세분하여 편성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다. 소규모 집단의 고도영재에 대한 특별 교육지원을 위
해서는 추가 지도교수진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도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넷째, 과학영재교육기관의 특성화가 필요하다.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27개 가운데 2개는
융합과학영재교육원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나머지 25개는 수학, 과학 중심의 유사한 교육프로
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먼저 교육
내용의 측면에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은 지도교수 및 강사진 고유의 전
공에 따라 서로 상이한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자연과학 전공 교수진은 자신이 전공하는
특화된 전문내용으로 과학영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도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다른 대학
6) 이봉우, 손정우. (2017). 과학영재 발굴육성 종합계획 성과분석을 통한 과학영재교육 발전방안 탐색. 한국과학교육
학회지, 37(5), 77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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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진에게 모범사례로 권장하고 도입하여 지도하라고 하기는 어렵다. 대학 교수진은 자신이
연구하는 고유의 특화된 전공내용을 소개하고 연구하는 방법을 체험하도록 지도하고, 과학영
재들은 과학자로서의 롤모델을 체험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과학영재교육원별 특화된 교육과정
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 교수방법 측면에서는 과학영재를 지도하는 여러
교수방법 가운데 어느 방법이 더 효과적인지를 검증하고 공유하는 과학영재교육 교수방법 연
구의 특성화를 위한 권역별 거점 과학영재교육원 지정 및 운영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캠프형 또는 기숙형 과학영재교육기관 도입이 필요하다. 집중교육의 장점과 등하교
이동의 어려움을 단점을 극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캠프형 영재교육원은 단기간 합숙교육
이라면 기숙형 영재교육원은 캠프형보다는 긴 기간 합숙교육이다. 기숙형은 연구활동, 교양교
육, 진로상담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고도영재 특화용으로도 적합할 것이
다. 이 방안은 세분화된 특수전공 분야에 고급심화지식을 갖춘 영재들을 전국단위로 모집하여
캠프형 또는 합숙형으로 교육할 수 있는 장점을 추가할 수 있다.

4. 제3차 종합계획 추진과제의 실현 가능성과 대안에 대한 논의
7)전략1.

‘과학영재 발굴 및 성장 지원 체계화’는 단절적 교육지원, 오프라인 중심교육, 단기

평가 선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체계적 학습지원, 온-오프라인 병행학습, 장기관찰 발굴을
계획하였다. 하위영역으로 전략1-1. ‘혁신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과학영재 학습체계 구축’의
추진과제1은 ‘4차 산업혁명시대 과학영재교육 추진체계 정립’이었다. 지식습득활용 중심교육보
다 능력역량강화 중심교육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창의성,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능력, 협업능
력, SW역량을 중심으로 기반역량, 연구역량, 개발역량을 통해 창의융합형 과학영재를 육성하
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과기정
통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의 과학영재교육 관련 부처 간 교육연계를 강화하여 후
속학습 연계, 재능수준별 교육기관 간 배치를 위한 연계를 강조하였다. 문서 그림에서 제시된
바, 과기정통부 산하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은 교육부 산하 영재학급과 후속학습 연계 차원
에서 교육연계를 강화한다면, 영재학급에서 기반역량중심교육을 받은 과학영재에게 연구역량
중심교육에 중점을 둘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청 소속 영재학급 내지 영재교육원
이수 과학영재를 가운데 기반역량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하는 측면을 강화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이미 대부분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은 선발과정 지원자격에서 영재교육이수자를
포함하고 있다. 반면, 영재교육 미이수자이지만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자격을 부여하여 지원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들이 기반역량을 갖추고 진입하도록 하는 연계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
추진과제2 ‘학습성과와 학습자 도전의식을 고려한 학습지원 체계 구축’은 과학영재 발달수
준에 따라 체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학년별 단일교육 체계를
탈피하고 발달수준에 따라 도전적으로 학습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전체 프로그램의 계층
화를 제안하고 있다.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은 초등, 중학교의 재능계발단계에 해당되며, 심
화프로그램과 도전프로그램의 2단계 계층으로 구분하는데, 기존 사사과정이 도전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학습성과 기반 교육과정 결정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제에서는
과학영재교육원에서 학습성과관리를 강화하여 발전가능성이 높은 학생은 도전적 심화교육에
진입하도록 진출입 모형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심화과정에서 사사과정으로의 진입에 해당되
7) 이하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3). 문재인 정부의 과학영재 성장지원 계획제3차((‘13-’22) 과학영재 발굴육성 종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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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발전가능성이 저조한 학생은 일반교육으로 전출을 제시하였는데,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서는 심화과정 1년 후 도전적 심화과정-즉 사사과정에 진입하지
못하는 학생은 심화과정으로 교육을 종료하게 된다. 자연적으로 일반교육으로 전출된다. 이러
한 운영은 이미 실천되어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은 교육성과 등을 기
록 관리할 (가칭) 영재성발달기록부 개발 보급 및 활용을 제안하고 있다. 대부분의 과학영재교
육원은 (가칭) 영재성발달기록부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추진과제로 ‘개방형 교육이수 및 교육인정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과학영재교
육원 간 학점인정제 도입을 통한 학습자 교육이수 편의성 제공을 의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특정학생이 특정 과학영재교육원에 소속되어 있지만, 타 영재교육원으로 가서 일부 교육(심화
과정 100시간 전체, 또는 심화과정의 1일 6차시 수업)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교육이수를 인정
해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해당학생은 등하교 먼거리 이동의 어려움, 처음 만난 동료
들과 어울려 학습해야 하는 단점, 지도교수는 단기간 일시적으로 참석하는 학생의 개별특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지도하기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융합형 교육가능 교수자원
을 개방형으로 모집 교사대 중심 학문별 지식기반 교육운영을 탈피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
다. 대학별 여건이 서로 차이가 있을 것이며, 자연대학 및 공과대학 교수진이 자신의 연구과
제 수행 시간을 할애하여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교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동기와 보상이 제
시되어야만 실천될 수 있는 방안이다.
하위영역으로 전략1-2. ‘놓침 없는 과학영재 발굴체계로 개편’의 추진과제1은 ‘장기관찰 기
반 과학영재 선발제도 확대’이었다. 이를 위해, 선발 후 교육에서 교육 후 선발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특히 온라인 선 교육시스템 도입을 통해 장기관찰의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온
라인 교육 튜터 등이 학습자의 창의성, 지식, 탐구능력, 문제해결력, 열정, 관심 등을 e-포트
폴리오에 기록하고, 과학영재교육기관 별 상이한 영재기준 단기간 평가를 중장기적으로 공통
기준에 따른 동일한 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이었다. 개별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선발 전
교육을 중장기간 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자 한다면, 선발 전 교육시수는 1,2일에 걸친 10여 시
간이 아니라 1,2개월에 걸친 수십 시간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안으로 특정 기관에서 공
통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을 제공한다면, 중장기의 충분한 교육시수동안 개별과학영재의
영재성을 충분히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학영재의 개별특성은 직접 관찰이
없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발굴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다. 과학영재의 정의적 특성의 창의성,
열정, 과제집착력 등은 개별 학습주제 선호도, 학습맥락, 지도교사의 맞춤형 지도전략에 따라
동기유발의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영재성 발현의 정도도 차이가 있다. 창의융합형 과학인
재 잠재력과 영재성에는 인지적 특성보다 정의적 특성이 더 부각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많아지
고 있다. 온라인 교육에서 관찰할 수 있는 정의적 특성의 한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추진과제2는 ‘제도권 밖 소외영재 발굴 및 지원 체계 확충’으로 특례자 교육지원 체계 구축
을 포함한다.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서는 소속 대학 전문가로서 과학영재교육학자, 상담
심리학자, 전공별 과학자, 공학자들과의 단계적 면담을 통해 특례자를 발굴할 수 있으며, 발굴
된 특례자 대상 대학수준 내지 대학원 수준 개별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특례자 발굴-판별-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사교육 및
영재가 처한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 특례자 판별을 위한 표준검사도구 개발 계획은
신뢰도 및 타당도 측면에서 제고할 필요가 있다. 기존 지능검사에서 또래연령층에 비해 탁월
한 지적능력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특례자의 개별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특별전공 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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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에 대한 이해능력, 창의성, 문제해결력 등의 전문가 수준 연구역량은 전문가 면담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의 영재성을 측정하는 특별 표준검사도구 개발은 회의적이
다.
전략2. ‘교육프로그램 체계화 및 다양화’의 하위영역으로 전략2-2. ‘전인교육 지원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은 영재 특성상 인지발달과 정서발달의 불균형으로 적응이 어려움을 겪는 과학
영재를 위한 정서적용 프로그램이 부재하며, 과학영재 연구활동 및 진로상담 등 전문성이 요
구되는 분야의 전문가 인력 확보의 어려움에 두고 있었다. 이에 따른 추진과제1은 ‘과학영재
정서발달 및 인성프로그램 강화’으로 과학영재 정서지원 멘토링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외 사례는 전문가 멘토링으로 특정 직업 경험이나 공학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인력풀 구성 및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멘토링 지원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해외 사례에 대응
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과학기술인협동조합, 교육기부센터 연계 멘토 풀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
안하였다. 또한 과학영재 부모-교사 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정보공유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과학영재에 대한 전인교육의 범위는 단지 인지 및 정서영역 균형적 발달에서 확장적으로 미래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과학기술을 혁신시키는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다.
과학영재 대상 사사교육에서 수행되는 연구윤리교육에서는 위조, 변조, 표절하지 않기를 가장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하며, 과학영재가 스스로 연구윤리의 문제를 인식하기 어렵다고 논의하
고 있지만8), 과학영재들이 미래 과학공학 혁신을 주도하는 리더로서의 사회적 책임 등은 언급
하지 않았다. 과학영재들은 전문가, 전문영역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소양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과학영재들은 스스로가 윤리적 주체로 인
식, 개인차원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사회적 맥락, 연구개발 결과의 사회에 대한 영향과 더 좋
은 세상에 대한 숙고하는 등의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인식9)도 중요하다. 과학영재는 과학자는
누구이며, 하는 일은 무엇이며, 어떤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과학자를 연구
자, 직업인, 사회인 측면과 과학자의 의무와 책임을 올바르게 인식하여10) 더 나은 사회를 만
드는 과학기술을 혁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8) 이지원, 이범진(2019). 고등학교급 과학영재를 위한 사사교육에서 수행되는 연구윤리교육과 연구환경 조성에 대한
멘토 과학자와 교사의 인식비교.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9(3). 427-439.
9) 손화철(2008).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책임. 물리학과 첨단기술. 4월호, 27-31.
10) 최경희(2005). 과학자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및 교육방법에 대한 고찰. 과학기술학연구, 5(2), 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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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8년 총학생수 대비 영재교육대상자 수, 대학부설과학영재교육원 학생 수 및 비율
학생수
초등6년 중1년
합계
전국 433,721 416,848 850,569

구분

서울

69,857

66,642

136,499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4,110
20,319
24,995
14,495
13,620
10,502
3,733

23,743
20,413
24,027
13,837
13,178
9,988
3,403

47,853
40,732
49,022
28,332
26,798
20,490
7,136

경기 119,394 112,801 232,195
강원

12,269

12,394

24,663

충북

13,529

13,140

26,669

충남

19,060

18,028

37,088

전북

15,786

15,906

31,692

전남

15,134

14,657

29,791

경북

20,547

20,033

40,580

경남

29,868

28,490

58,358

제주

6,503

6,168

12,671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총학생수 영재교육
대학명 학생수 비율 순위
대상자수
27개
5,301 0.62 - 5,584,249 106,138
서울교대 190
서울대
103 0.35 15 900,684 16,064
연세대
178
부산대
256 0.53 12 320,463
7,665
경북대
223 0.55 11 269,570
8,740
인천대
334 0.68 9 320,352 12,085
전남대
176 0.62 10 187,950
3,242
충남대
221 0.82 8 175,460
3,909
울산대
178 0.87 7 136,883
3,945
0
0 17 43,509
1,069
가천대
226
대진대
133
0.31 16 1,503,945 18,581
동국대
167
아주대
197
강릉원주대 120 1.07 6 161,530
1,830
강원대
144
청주교대 222 1.60 1 175,582
2,987
충북대
206
공주대
182 0.49 13 242,256
2,724
군산대
190 1.12 5 210,819
2,138
전북대
166
목포대
167
1.34 3 199,653
5,013
순천대
232
안동대
198 0.49 13 270,775
6,590
경남대
217
8,042
경상대
198 1.18 4 384,328
창원대
274
제주대
203 1.60 1
80,490
1,514

비율 순위 대학부설 비율1 순위
대상자수
1.90 5,301
4.99 1.78 11

471

2.93

14

2.39 7
3.24 2
3.77 1
1.72 12
2.23 8
2.88 3
2.46 5

256
223
334
176
221
178
0

3.34
2.55
2.76
5.43
5.65
4.51
0.00

12
16
15
9
8
10
17

1.24 14

723

3.89

11

1.13 15

264

14.43

2

1.70 13

428

14.33

3

1.12 16

182

6.68

7

1.01 17

356

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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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18년 총학생수 대비 영재교육대상자
비율의 시도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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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18년 총 영재교육대상자 대비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학생수 비율의 시도별 차이

자료원 : 국가교육통계센터 2018년 교육통계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센터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 2018년 영재교육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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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제3차 과학영재 발굴·육성 종합계획에 따른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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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완(강릉원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영재상은?

1. 남과 다른 생각을 할 줄 아는 인재
2. 남의 의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인재
3. 협업하여 결과물을 낼 줄 아는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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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석(경북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시대 변화에 따른 과학영재 교육 환경의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학부설 과
학영재교육원의 운영은 길게는 20년이 넘었다. 제3차 과학영재발굴육성종합계획과
연계해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다각
도로 언급할 사항이 있으나, 다음의 3가지 관점에 대해 토론한다.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과학영재교육 관점 및 방법의 전환
20여년의 과학영재 교육원 운영이 누적되어 왔는데, 과연 그 누적 과정은 미래사
회 변화에 발맞춰 왔었는가하는 의문이 든다. 특히 4차산업혁명과 같은 급격한 시
대적 변화는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 과학영재를 필요로 할 것인데, 미래 시대가 요
구하는 과학영재와 현재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 과학영재가 동일한 속성을 가지는
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인구절벽 시대에 우수 인재 확보를 국가경쟁력의
관건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우수한 과학영재보다는 보편적 과학영재를 선발하게
하는 제약이 수년동안 지속되어 왔다.
우수한 과학영재를 선발할 수 있는 제도적 허용이 필요하고, 시대에 적절한 과학
영재를 명확히 정의하게 되면, 교육과정, 방법 등이 연계되어 변화될 것이다.
-모두의 영재성이 발현되고 성장하는 사회, 모두를 위한 과학영재 지원체계 구축
과학영재 교육은 특수교육이다. 보편교육과 차별화가 된다. 모두를 위한 과학영재
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된다. 과학영재는 수학, 과학 분야에 높은 관심과 흥미를
지니고 우수한 재능을 보이는 자이다. 모두가 수학, 과학 분야에 높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분야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대중을 위한
과학영재 교육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과학영재 교육원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교육해야 한다.
과학영재들은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서만 교육을 받고 있지 않다. 즉, 과학영
재교육원에서 모든 영역을 다 교육할 수 없다. 학교 교육에서 할 것을 하고, 과학
영재교육원에서 할 것을 해야 한다. 학생 교육은 가정, 학교, 학원 등 다양한 경로
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과학영재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그들 원 소속기
관과 독립적으로 교육된다는 사고는 적절하지 않다. 상호 협력하고 교류하는 소통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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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태(공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현재
○ 과학영재학교․과학고 및 과기특성화대학 간 연계 협력 강화
- 과기특성화대학 우수 교수진과 연계한 창의연구 프로그램(pre-URP*)
신설(`15) 및 확대*
* pre-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 : 방학 중 과학영재학교 과학고 학생이
과기특성화대 Lab을 방문하여 집중연구 수행
* pre-URP 과제 수 변화 : (`15) 28개, 18명 → (`17) 35개 과제, 136명
- 과학영재학교와 과기특성화대학교 간 AP과정(대학과목 선이수) 도입(’13)
및 과학고로 확대 운영(’16)*
향후
○ 교육청영재교육원․영재학급 및 지역대학영재원 간의 연계 협력 강화
- 교육청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은 주로 심화반 중심으로 운영
- 대학에서는 교육청 영재원 및 영재학급 수료자를 대상으로 사사반 중심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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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세(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무리한 교육정책의 변화와 따라가는 척 하는 과학영재교육원
제 19대 문재인 정부 과학영재발굴,육성 중장기 계획을 보면 크게 과학영재발굴
및 성장지원 체계화, 교육프로그램 체계화 및 다양화 및 교육지원 인프라 고도화
로 나눠져 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기존교육에 수준별, 선택적 교육
등의 최신교육 등의 또 무엇인가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정보, 지구과학 분야별로 대학의 최신기자재를 활
용한 실험중심의 교수급(박사급) 전공교육으로 시작하였지만 점차 인성교육 추가,
융합교육 추가, 진로교육 추가, 특성화 교육 추가, 온라인 교육 추가 그뿐 아니라
선발방식에서도 관찰추천제 도입, 브릿지 선발, 사배자 선발, 온라인 교육선발, 캠
프 선발 등 계속적으로 무엇인가 새로운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시대에 따라 필요한 교육방식은 분명 존재하지만 준비되지 않은채 형식만 모양 그
럴듯하게 변하는 것은 결코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다. 오히려 아이들에
게 더 많은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많은 지식들이 생
기고, 바뀌고, 융합되는 시대이다. 하지만 빠르게 변하는 교육환경에 아이들이 크
게 반응하지 않고 수동적인 자세를 취해간다. 왜냐하면 제대로 교육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집중할만하면 다른 형식 다른 내용을 접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
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차원에서도 예산은 계속 줄고 해야 할 교육들이 많아지고
있다. 마치 내용물은 거의 그대로인데 포장지만 계속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다. 과
연 긍정적인 변화인가?를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이제는 꼭 도입이 필요한 내용들이라도 기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추가적 도입에
는 최대한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계속 같은 교육환경 조건
에서 계속 무엇인가를 추가하고 추가하는 것은 기존의 안정적/효과적으로 운영되
던 교육마저도 무너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0시간의 전공교육
이 50시간 이하로 줄고, 진로, 인성, 융합, 진로교육 등을 진행한다. 100시간의 전공
교육을 50시간의 전공교육으로 대체가 가능한가? 정말 생물을 좋아하고 생물에 잠
재력이 있는 아이들에게 100시간 중 50시간 정도를 생물이 아닌 과목을 교육하는
것이 맞는 일인가? 그것도 박사급 인력과 첨단기자재를 가진 대학교에서??
이제는 아이들한테 정규학교에서 해야할 것들이 아닌 과학영재교육원이 해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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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목포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포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원장을 맡고 있는 화학과 교수
이용훈입니다. 저는 2018년 12월에 영재교육원장을 맡게 되었고, 현재 10 개월 째
입니다.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교수로서 종종 영재원 수업은 하였지만 10 개월
이전에는 초등, 중등학생의 과학분야 영재교육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저에게는 과학영재교육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종종 목포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 봉사해 주시는 교수님들이 영재교육에 대해서, 영재교육원
사업에 대해서 토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과학영재교육에 대해서는 관점이 다양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 또한 개인적이고
주관전인 견해 하나를 더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과학영재 성장지원 계획”을 논할 식견은 없습니다. 그저
과학영재교육에 대해서 영재원장 수준에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확실히 답을 알고 싶은 질문은 “영재성은 타고나는 것인가? 아니면 누구나
노력하면 영재가 될 수 있는 것인가?”하는 것입니다. 영재를 판별하고 선발하고
교육하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는 이 질문의 답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둘 중 어느 것이 정답인지, 둘 사이 중간 어느 적당한 지점에
답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어떤 초등학생, 중학생이 음악, 미술,
과학, 수학, 언어, 체육, 컴퓨터 등 특정한 분야의 문제에 흥미를 느끼고
“자발적”으로 긴 시간 동안 집중력을 보이며 문제 풀이, 지식이나 기능 습득, 작품
제작에 천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인다면,
어느 정도는 그 분야에 영재성이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장기간 관찰 또는 선 교육을 하고 후 선발을 하겠다고 하는 정부
계획의 취지를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왜 국가는 과학분야에서 영재를 발굴하고 교육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사적 이익”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 “공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학은 그 속성상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과학기술자는 “공공재”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나라에
과학기술의 여러 분야에서 진정한 “고수”들을 많이 있다면 당연히 “경제”가
발전할 것입니다.
과학영재교육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과학 교육에서 “창의”와 “융합”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창의, 융합을 강조하다보면 과학의 기초 개념에 대한
학습의 기회가 줄어들고 교육의 단계에서 탐구 또는 연구 수행이 많아지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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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습니다. 과학의 기초 개념은 검색할 수 있는 “정보”처럼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그리고 이후에 대학원과 현장에서
반복적인 학습의 경험을 통해서 긴 시간 동안 깊이 있고 폭넓게 이해되는 성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중고 수준에서 창의 융합적 탐구와 연구는 학생에게 과학에
흥미를 갖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기초 개념을 책과 기초
실험을 통해서 이해하는 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제대로 실력을 갖춘 전문
과학기술인을 키워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과학영재교육을 통해서 과학기술분야에서 제대로 실력을 갖춘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과학영재교육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과학
교육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선교육
후선발 제도의 취지에 공감합니다만 선교육을 통한 관찰과 영재의 발굴 부분은
초등학교, 중학교의 과학교육에서 담당해 주어야 할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과학영재교육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과학기술 자체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중요성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에 과학영재교육에 온라인 교육을 도입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입니다. 온라인 교육은 도서지역, 소외지역의 과학 분야에 영재성을 갖춘
학생들을 발굴하여 교육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주관적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람은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동기를
부여받고, 격려 받고, 영감을 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전히 대면 교육이 온라인
교육보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온라인 교육은 대학생 이상 성인 교육에
보다 적합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은 과학 분야에 흥미와 소질이 있는 지역의 학생들이
대학교수를 만나고, 조교로 참여하는 대학원생, 대학생, 또래의 재능있는
학생들로부터 자극을 받는 아주 소중한 대면 교육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이 앞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줄어드는 학생 수에 맞추어 선발 인원을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사 관찰추천제가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관찰추천 방식 도입이 필요합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재교육원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 강사진에 대한 동기 부여가 더 필요합니다. 목포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은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서 과학에
관심이 높은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교육 자원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교육과 연계를 더 가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영재교육은 과학영재교육 자체 만이 아니라 공교육, 사교육, 입시
경쟁, 이공계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와 얽혀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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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3차 과학영재발굴육성 사업으로 창의․융합형 과학영재 육성을 제시
하고 있음.
이에 기존의 영재교육에 융합교육을 강조하면서, 창의․비판적 사고력, 의사소
통․협업 능력, 체험․탐구 중심 교육을 강조하고 있음.
하지만 27개 영재원에서 계획한 100시간 정도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이와
같은 다양한 능력을 향상시키고 영재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시수로 부족함. 그
렇다고 수업 시수를 늘리는 것은 대학부설 영재원의 부담이 되고, 현재 창의재
단에서 제공하는 예산으로는 가능하지 않음.
또한 대학 부설 영재원에서 교육에 참여하는 심화과정이나 사사과정 학생들이
평소에 학교 수업과 학원, 개인 과외 등으로 영재교육에 전념할 시간이 절대적
으로 부족한 상황임. 이에 따라 영재원의 수업 참여 및 수업에서 자신을 능력
을 극대화할 적극성이 미흡한 상황임.
학생들에게 현재보다 영재 교육을 통한 영재성 발현에 더 시간을 사용할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영재원에서의 교육을 각 학교에서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으로 인정해주거나 특정 교과의 수업 활동으로 인정해주는 방법이 있음.
다른 문제점은 현재 대학부설 영재원 교육이 이후 교육과 단절되어 있다는 점
에 있음. 영재원 경험이 추후 교육에 연계되고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중학교의
영재교육이 고등학교의 영재교육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는데, 과학고나 영재학
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일반계 고등학교로 입학할 경우 영
재교육을 계속할 가능성은 거의 없게 됨. 따라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도교
육청 차원에서 고등학생 영재반을 개설하여 영재교육을 고등학교에서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됨. 아니면 희망하는 고등학교에서 지역 차원의 영
재반을 운영할 수 도 있을 것임.
이 외에도 학생들이 영재성을 계속 계발할 수 있도록, 영재반에 입학한 학생들
의 활동 프로파일(영재원에서 기록한 학생 활동 포트폴리오)을 현재 재학하는
소속 학교에 제공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상급학교에 진학 후 이 프로파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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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제3차 과학영재 성장지원 계획에 따른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및 발전 방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창의융합형 과학영재의 발굴과 육성, 교육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과 노령화 시대의 조기 진입으로 인한 국가 생산 인구 감소, 경쟁력 저하
를 막기 위해 기존의 과학영재교육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가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시점에서 정부가 제안한 제3차 과학영재성장지원계획은 나름대로 적절하고 의미가 있
다고 본다. 영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혁신과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
육체제를 도입하고 영재교육기관의 연계 협력 강화, 영재교육 담당자들의 전문성 지원
체계구축과 사업성과 관리, 선교육 후선발을 위한 온라인 교육체계 도입, 과고 영재고
학생들의 창의연구지원 강화, 선발방식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교사관찰추천제 도입, 등
정부의 영재지원 정책은 여러 가지 계획들을 담고 있다.
이 중에서 초중학생들의 영재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은 지금까지의 운영방식과 선발방식, 교육프로그램의 질과 형태, 행재정적 지원체계 구
축, 년단위 교육원 평가 항목과 기준, 등 여러 면에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
국에 산재한 대부분의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구조와 운영 시스템을 보면 정부에
서 요구하는 과학영재 성장지원 계획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의 형태와는 거리
가 멀다. fast follower에서 first mover로 변화하기 위한 국가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영
재교육의 중요성이 인정되어 2000년에 영재교육진흥법이 법제화한 이후에 지난 20여년
간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은 정부 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수학과학에 소질과 적성 흥
미 재능을 갖춘 잠재력 있는 영재들을 선발하여 어려운 여건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 학생들을 교육시켜왔고 나름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요즘
영재교육원에 입학하는 중학생들의 성향과 가치관, 선행학습 정도, 자기주도적 학습과
탐구능력 등은 불과 수년 전과 비교해볼 때 크게 변했다. 그러나 각 대학부설영재교육
원은 그 변화 속도에 맞게 대응하기란 쉽지 않다. 첫째로 주지하다시피 대학부설영재교
육원의 행정조직과 재정은 너무나 영세하다. 대부분 원장1명과 비정규직 직원1명으로
구성되어있고 대학본부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거의 없고 관심과 협조가 부족하
며, 영재교육원의 운영예산은 매년 감소되므로 예산의 부족분은 학생들의 부담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둘째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참여지도교수들에
게 인센티브 지급의 어려움으로 질적으로 우수하고 다양한 융합적 프로그램개발과 운
영이 어려울 뿐아니라 새롭게 개발된 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의 소유에 대한 관점의 차
이로 적극적으로 개발지원이 어렵다. 셋째로 영재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강사나 직
원의 확보는 보수의 열악함과 비정규직 직원의 지위 및 고용 불안정성으로 다년간의 행
정경험이 축적된 숙련된 직원의 확보가 매우 어려워 영재교육원 지속가능성이 매우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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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현실이다. 또한 대학의 행정/회계/전자결제/각종공문수발 전산망에 접근이 어려워 업
무의 효율성이 극히 낮아 정부가 원하는 계획을 실행하기 어렵다. 넷째로 전국의 27개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이 처한 교육적 환경과 상황은 각각 다르므로 거기에 적절하게 대
응하여 각 영재교육원의 조직과 구성, 교육프로그램 등이 특화될 필요가 있고 이들 영
재교육원 간에 교육인정제 도입이 장려될 수 있다. 실제로 영재교육원에서 진행되는 각
종 교육프로그램을 지도하는 교수들은 자신의 전공영역에서 연구와 교육에 대한 대학
의 평가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있어 영재프로그램 개발과 참여에 소극적일 수 밖
에 없다. 영재교육원 업무는 대학 본연의 업무와는 별개여서 이에 참여하는 대학교수들
에게는 현실적인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영재교육원 운영은 갈수록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절한 입법과 규정 정비로 대학부설영재교육원
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제3차 과학영재 성장지원 계획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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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영(아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1.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이 추구하는 영재교육의 목적에 관하여
- 일단 지난 오랜 시간 동안의 영재교육 개발로 인해 좋은 영재 교육 내용이 많
아졌음. 흥미 있고 알찬 내용의 수업이 많이 개발되어 있음.
- 사사연구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함. 학생들이 교수들과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건전한 의미에서의 학생 연구가 활발해 지는 계기가 되고 있음.
- 하지만 외부적 요인 (선행교육에 대한 지나친 규제 등)으로 인해 영재교육임에
도 단순한 흥미 위주의 수업을 구성하는 사례가 많음
- 또한 같은 이유로 올림피아드 출전할 만큼의 고도영재들은 배척되고 있는 현실
- 결국 사교육에서는 영재교육원이 단순히 영재고 입시를 위한 과정으로 소개되
고 있음
- 사사연구 뿐 아니라 올림피아드 교육 등 다양한 과학영재교육 개발이 필요
2. 선교육 후선발 제도에 관하여
- 영재교육으로 개발 된 좋은 교육 내용을 일부 학생들이 아닌 대부분의 학생들
이 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임
- 온라인을 통한 선교육 제도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함
- 다만 선교육을 받기 위해 ‘선발’을 하여야 하는 현재의 제도는 또 다른 영재학
교를 만드는 것에 다름 아님.
- 선교육 후선발 이후 영재원으로 들어가는 비율에 대한 지표 보다는 전체 교육
생 수를 주요 지표로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음.
3. 영재교육을 수행하는 교수들의 처우 개선에 관하여
- 미국 카네기멜론대학교는 수학올림피아드 대표팀 단장에게 모든 연구 의무를
덜어줌. 학교 및 지역 홍보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 국내에선 교수들의 봉사로 영재교육이 수행되고 있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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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삼(울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벽지 지역 초중등학생을 위한
과학영재 교육
1. 서론

가. 필요성 및 목적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울산광역시를 둘러싼 지역으로 인구에 비해 과학영재교육
수혜자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이다. 2019학년도 과학영재교육원 지원자 비율이 낮
다. 즉, 본 2019학년도 울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입학 지원자 총 303명 중 울주군 11
개읍면 소재 초중등교의 지원자는 20명에 불과하다. 또한 지원자 중 울주군 출신 초중
등학생의 경우 합격률도 전체 합격생 124명 중 6명으로 전체 신입생에서 울주군 출신
학생이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지역적․계층적 회복을 위해 울주군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영재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나. 운영방향
1)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교육대상자의 수준, 적성, 진로 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하고 충실화 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2) 울주군 학생에 적합한 지역의 특색 있는 과학영재교육 추구
3) 수학 과학 뿐 아니라 인문/예술 소양을 골고루 갖춘 창의적 미래 과학영재 양성
4) 학생 2인당 1명의 대학생 멘토 프로그램 운영
2. 운영 개요

가. 사업명 : 과학영재교육원 울주군 학생을 위한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
나. 지원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청다. 지원규모 : 5000만원
라. 사업기간 : 2020. 3. 1. ~ 2021. 2. 28.
마. 운영 과정 및 인원
반별 정원

반수

총인원

초등 심화 (초등5,6)

20명

1

20명

중학 심화 (중1,2)

20명

1

20명

2

40명

교육

과정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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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호(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최근 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과 과학영재교육원 사업과 밀접한 3차 과학영재
발굴육성종합계획은 “모두의 영재성이 발현되고 성장하는 사회”로 정리할 수 있다.
이는 혁신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학습체계, 미래사회 문제해결력 강화를 위한 프
로그램 확대, 기술발전과 융합속도에 대응하는 지원체계, 과학영재교육 성과 공유
및 확산을 전략적 세부사항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같은 전략에 기반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시행해 가
는 것이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중장기 사업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은 2018학년도부터 Incheon Science Learning
Park(약칭 ISLP)라는 자율탐구 및 사회적 문제해결형 메이커 교육 시범사업을 운
영한 바 있다. 2019년 현재까지 총 3기, 12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새로운 교육적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ISLP 프로그램은 자신의 연구주제를 스스로 제안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
을 지원함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구현해 가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
생들은 팀별, 개인별로 자신이 인식하는 생활 주변,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고자 하
는 내적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문제에 대한 원인 파악으로 접근하거나 해당 문제
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문제해결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미래사회 문제해결력”과 “문제 발견”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충족하고 있다.
더불어, 교사와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과학적 원리를 설명해 주기보다는 자료를
제시하고, 함께 탐색하며, 실험 또는 제작의 과정을 제시해주기 보다는 학습하고,
실험과 제작의 과정을 설계하며, 결론에 이르는 전 과정에 “코칭”과 “조력자”의 역
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내재적 동기 강화하고 학습의 즐거움을 배가시
킨다. 이로 인해 참여하는 학생들은 기수가 끝난 후에도 다음 기수에는 어떤 문제
를 해결할지 탐색하고, 기다리게 된다. “기다려지는 학습 과정”이 구현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물론,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 참여 학생들 중 절반정
도는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미흡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실패에서 배우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자신을 되돌아보고 공개적인 자
리에서 이를 자신 있게 밝히도록 한다.
ISLP 프로그램과 같은 흐름, 형식, 내용을 갖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뿐 아니라 정책당국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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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영(전남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지난 2018년 3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과학영재 성장지원 계획’은
‘모두의 영재성이 발현되고, 성장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혁신인재 성장
지원과 과학영재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여, 과학영재 발굴 및 성장 지원, 교육
프로그램 체계화 및 다양화, 교육지원 인프라 고도화 등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과학영재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큰 그림을 제안한 점에 의의를 두면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입장에서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사회 영재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남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서는 작년에 이어서, 오는 10월에
‘광주지역 영재교육기관 연합 창의융합캠프’를 개최하고자 한다. 광주교육대학교
영재교육원, 광주시 영재교육원, 광주시 IT 영재교육원과 협력하여 10개의
프로젝트 활동을 기획하고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게 된다. 이와 같은 1회성 행사에
그치기보다는,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갖춤으로써 학생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우수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영재교육기관에서 다른 기관에 속하는
학생들의 수강을 허용하는 수업을 미리 알려서 학생들이 신청하여 수강하고 그
시간을 인정받게 하거나, 각 기관의 우수 프로그램 운영 강사가 다른 기관을
방문하여 수업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둘째, 지역 영재고 또는 과학고, 대학 등 상급 영재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진로
탐색 및 인성 함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과학영재 성장지원
계획’에서 ‘전인교육지원 프로그램 도입’의 일환으로 ‘과학영재 멘토 풀’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 계획에서는 ‘과학기술인재 진로지원센터’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데, 과학영재교육원 학생들에게는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선배와 만나는 것이 더 의미있을 것이다. 과학영재교육원-과학고/영재고-대학교
학생들로 모둠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만나서 진로 또는 학업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과학영재교육원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되고,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은 봉사활동으로 인정받는 방안을 제안한다.
셋째,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교육의 의미에 대해 반성해보고자 한다.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서는 지역사회의 영재를 발굴하고, 대학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영재학생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최근에 본원의 경우, 선발에 응시하는 학생 수가 줄어들었고, 사사과정 학생들의
중도탈락율이 높아졌다. 과학영재교육원의 교육이 영재고 또는 과학고 진학에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학부모들이
상급학교 입학만을 바라보기 보다는, 자녀의 성장에 대해 장기적이고 폭넓은
안목을 갖추도록 안내하거나, 앞서 언급한 ‘상급 영재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과학영재교육원 학생들에게 진로와 학업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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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희망하는 학생에게 영재교육 기회 제공
- 수·과학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재능을 발견할 수 있음. 재능개발 탐색 프로그램
운영 불필요함
- 정규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는 별도의 재능개발 탐색 프로그램으로
영재 학생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함
- 온라인을 통한 영재교육 접근 기회 :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보다는 기존
개발된 프로그램 활용, 이용
1-2. 맞춤형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 모듈형 선택 프로그램 확대한다면 모듈형 단위 시간 구성하여 공개하고 모듈
단위로 영재 학생 받음. 모듈형 프로그램 이수에 대한 이수시간과 성적
제공(ABC등급)
1-3. 영재교육 프로그램 고도화 : 창의적 문제해결력, 소통, 협업, 창의성, 혁신
중심으로 프로그램 목표 및 내용 재구조화하고 사회적 책무성과 윤리의식도
포함. 영재원 컨설팅은 현재 수준으로 운영.
2-1. 영재 선발
-교사관찰추천 : 관찰 추천하는 교사의 질이 높지 않음 >> 연수 강화 및
학부모·학생 지원자 뿐만 아니라 전 학생을 대상으로 교사 추천하도록 제도화
2-2. 영재교육 진입의 유연성
- 상시 진입 가능 체계 : 늦게 진입한 학생의 수료요건 관리 어려움(시수 채우기
어려움) 수료 조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 선교육 후선발 : 온라인 영재교육 이용
3-1. 영재교육기관 연계
- 교육청 영재교육원과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의 역할 분담 필요. 제도화.
: 교육청 - 기초, 대학부설 - 심화·사사
3-2. 성과관리 연계 체제
- 영재교육성과 종단 연구 : 담당 기관 신설
- 국가는 인재 양성 측면을 강조하지만 현장에서는 수학·과학 학습에 대한
자아실현 욕구 도움주는 교육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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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5회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공동학술발표회 영재교육토론회

오원근(충북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과학영재 교육을 가능한 더 넓게 확산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계획안은 우리나라 안
에서 더 많은 영재를 발굴 육성하자는 의미에서 중요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특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영재 교육의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되게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계획도 의미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이를 뒷받
침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10여년간 정부의 과
학영재 교육 정책에서는 영재 교육의 확산을 위한 예산의 증가가 전혀 없이 기존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에 대한 여러 요구 사항만 확대하여 결과적으로는 영재교육원
의 역량을 더 약화시키는 쪽으로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새로운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역량이 더 확대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한 만큼,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의 확대가 시급하다.
또한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온라인
교육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하며 업그레이드
하는데 매우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따라서 기존의 포털 사업체처럼 광고 등의 수
익 기반이 없으면, 거의 대부분의 온라인 시스템들은 금방 사용가치가 떨어져서
역할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투입된 예산의 대부분이 콘텐츠의 개발이 아닌 이러
한 시스템 유지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과연 가장 효율적인 예산 사용이 이루
어지는 것인지도 논의의 여지가 항상 있게 된다. 그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재
실정에서 보면 대도시에서 떨어진 농어촌 지역은 인구도 매우 적고 대부분 노인이
어서 실제로 원격지에 대한 온라인 영재 교육의 실효성도 현실적으로 보변 그리
크지 않다. 결국 대부분 대도시에 있는 대상 학생들에게는 온라인 교육이 지역적
대면 교육의 보조적 수단일 뿐 아니라, 대면 교육이 가진 장점을 약화시킬 수 있
는 부작용도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충북대학교의 과학영재교육원에서는 우선 충청북도의 전 지
역에서 더 적극적인 영재교육 대상자 발굴을 위한 노력을 확대할 예정이며, 특히
소외 지역에서 교육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늘어나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계획
을 준비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교육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증대하는 점을 감
안하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본원의 여러 온라인 교육 채널의 운영을 확대하여,
온라인을 통한 과제, 토론, 강좌 등의 교육 컨텐츠 확대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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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발표

Ⅰ. 학술연구논문 - Sess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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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과학영재들의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수업 경험 분석

최재혁, 정은영(전남대학교)

본 연구는 초등과학영재들의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수업에서의 경험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2018년 C대학교 초등과학반 학생들이 작성한 24개 주제에 대한 341개의 학습결
과보고서를 분석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학생들이 매 수업이 끝난 뒤에 자신이 느낀 점과
수업에 대한 간단한 평가를 적은 것으로, 해당 진술문을 인지적, 수공적, 사회적, 정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각 요소별 관련성을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그 결과
초등과학영재들의 정서적 측면의 각 요소들이 인지적, 수공적, 사회적 측면의 요소와 관
련이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수업에 대한 초등과학영재들의 인식을 살펴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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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과학영재들의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수업 경험 분석
최재혁, 정은영
전남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Ⅰ. 서 론
영재들은 그들의 잠재적 능력을 발휘할 특별한 기회의 제공이 필요하다. 이에 그들에게
제공되는 수업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인지
적 영역과 비교하면 비인지적 영역에 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과학영재들의 대학부설 과학영재수업에서 대한 인식에서 나타나는 특징
을 인지적 영역, 사회적 영역, 그리고 정서적 영역 간의 나타나는 특징을 고찰함으로써
현재 이뤄지는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과학영재들이 수업에서 어떤 경험을 하며, 그에 대해 그들은 어떤 인식
을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윤자환과 한기순[2]의 연구에서
는 초등 단위학교 영재수업에서 ‘재미’ 요인을 탐색하였으며, 그들의 재미 인식의 구조가
영재반 선생님의 격려와 피드백, 자신감의 기회 획득, 우수한 친구들과의 교류, 알차고
유용하고 뿌듯한 느낌, 새롭고 특별한 수업, 질 높은 수업 수준 및 학습환경으로 나타났
다. PBL에서 나타나는 학습자 관점의 재미 요소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학습의 재미를 결
정짓는 요소로 인지적 측면으로 관련성, 호기심, 창의성을 사회적 측면으로 친밀감과 공
동체 의식을 정서적 측면으로 만족감, 주인의식, 기대감, 유능감, 자신감, 성취감, 도전성,
중독성으로 구분하였다[3].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재미 요소에 대한 분석틀을 기반으로 하여 2018년 C 대학
의 초등과학영재들이 수업 후 작성한 학습결과 보고서를 분석하였다. 해당 학습 결과 보
고서에는 24개 주제에 대하여 수업 후에 수업에 대한 간단한 평가 및 자신이 느낀 점을
자유롭게 적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4개 주제에 대한 341개의 진술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와 관련한 본 연구의 주요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초등과학영재들은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수업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
둘째, 초등과학영재의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수업에서 하는 경험을 인지적, 사회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각 특징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어떠한가?

Ⅱ. 본 론
1.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8년 30명의 초등과학반 영재들이 서술한 24개 주제에 대한 341개
진술문의 내용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NVIVO 12를 사용하여 각 진술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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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타나는 주요한 요소를 모두 개방적으로 코딩을 한 뒤에, 해당 코딩을 학습의 재미
요소에 대한 정준환과 강인애[3]의 요소를 참고하여 일차적으로 구분하고, 본 진술문의
특성에 맞게 일부 요소는 세분화하고 추가 요소를 도출하여 구분하였다. 그리고 난 뒤,
해당 요소들을 인지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과정요소로 정서적 측면의 요소로 구분하
여 군집분석을 하였다. 해당 군집분석은 단어의 유사도를 피어슨 상관계수를 구해 실시
하였으며, NVIVO를 활용하였다.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진술문에 나타나는 모든 요소를 개방적으로
코딩하였으며, 분석틀에 따라 분석한 뒤 도출된 분석 요소를 바탕으로 이차적으로 코딩
하였다. 또한, 각 과정이 수행된 뒤에 과학영재교육 전문가들에게 타당하게 코딩이 되었
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2.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과학영재들의 학습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수업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인지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 그리고 수공적 측면을 과정요소
로 그리고 수업에 대해 주요 느낀점인 정서적 요소를 결과 요소로 도출하였으며, 각각의
빈도수와 백분율을 [표 1]에 나타내었다.
학생들은 학습결과보고서에서 정서적 측면의 언급이 한 보고서당 약 1.57개의 언급이
있었다. 인지적 측면은 보고서당 약 0.78개, 수공적 측면은 약 0.22개, 사회적 측면은 약
0.09개의 언급이 있었다.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한 보고서에 2.67개의 요소를 언급하였다.
가장 많은 언급은 정서적 측면의 ‘재미’, ‘좋았다’, ‘자기주도’와 인지적 측면의 관련성이
20%가 넘게 언급되었다. 부정적인 언급은 거의 등장하지 않았는데, 다른 방식의 수업을
해주었으면 하는 기대(3.5%),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2.1%), 협력적 학습 기회가 제공
되지 않는 다는 것(0.9%)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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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도 백 분
요소
내용
(수) 율(%)
관련성
학습자의 경험과 관련된 과제를 하는
71 20.8
새로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어 64 18.8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고민하는
59 17.3
인지적 측면 창의성
심화
자세하게 알게 되어
55 16.1
쉬운 설명
교수님이 쉽게 설명하여 이해가 되는
13 3.8
이해가 안 되는 수업의 내용이 어려운
7
2.1
소계
269 78.9
수공
직접 만들어보거나 실험하는
39 11.4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실험하게
되
수공적 측면 새로운 실험
36 10.6
어
소계
75 22.0
긍정)
협력적으로 학습하는
28 8.2
사회적 측면 친밀감(
친밀감(부정) 협력적 학습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3
0.9
소계
31 9.1
재미
수업의 내용이 재미있거나 재미를 느낌
101 29.6
좋았다
수업의 내용에 대해 좋다고 평가
74 21.7
자기주도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어서
72 21.1
신기했다
새로운 것을 보고 신기함을 느낌
62
18.2
성취감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낸
57 16.7
흥미
수업의 내용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됨
43 12.6
기대감
다시
더 해보고 싶은
36 10.6
정서적 측면 도전성
어려운 과제로 도전을 요구하는
33 9.7
자신감
더 잘할 수 있는
14 4.1
결심
더 노력해야겠다는 결심을 하는
13 3.8
기대감(부정) 다른 방식의 수업을 바라는
12 3.5
즐거웠다
수업의 과정에서 즐거움을 경험한
11 3.2
적성
과학자가 되고 싶은
8
2.3
유능감
잘하게 되었다고 인식한
2
0.6
소계
538 157.7
합계
913 267.7
[표 1] 초등과학영재들의 대학부설 과학영재수업의 인지적, 사회적, 수공적, 정서적 측면 요소
및 빈도수(중복)
구분

이를 바탕으로 각 요소 간 관련성을 보기 위하여 각 요소가 담긴 진술문의 단어 간 일
치도(피어슨 상관계수)로 NVIVO를 활용하여 군집분석을 하였다. 12개의 군집으로 구분
한 결과, 학생들의 정서적 측면에서 나타내는 표현 양식에 따라 그 특징을 찾아낼 수 있
었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았다. 주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재미있다’라는 정서적 측
면은 수공, 친밀감 요소와 함께 한 군집이 되었는데, 이는 친구들과 함께 직접 실험을
하는 것을 재미있다고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좋았다’라는 정서적 측면은 ‘새로운’
것을 ‘심화’하여 알게 되는 인지적 측면과 ‘성취감’의 정서적 측면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기했다’라는 표현은 자기주도적인 정서적 측면과 새로운 실험이라는 수공적
측면과 연관이 있으며, ‘흥미’는 창의성의 인지적 측면과 기대감의 정서적 측면과 연관이
있었다. ‘도전성’은 ‘이해가 안 되는’ 인지적 측면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
이 낮기는 하지만, 과학자가 되고 싶은 것은 본인의 경험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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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1
2
3
4
5

구분
정서적 측면
인지적 측면
정서적 측면
정서적 측면
정서적 측면
6
정서적 측면
인지적 측면
정서적 측면
인지적 측면
사회적 측면
7
정서적 측면
8
인지적 측면
정서적 측면
9
정서적 측면
사회적 측면
수공적 측면
정서적 측면
10
인지적 측면
11
정서적 측면
수공적 측면
정서적 측면
12
정서적 측면
정서적 측면
인지적 측면
[표 2] 요소별 군집분석 결과

요소
결심

설명
유능감
자신감
즐거웠다
좋았다
새로움
성취감
심화
친밀감(부정)
기대감(부정)
관련성
적성
재미
친밀감(긍정)
수공
도전성
이해가 안 되는
신기했다
새로운 실험
자기주도
흥미
기대감
창의성
쉬운

Ⅲ. 결 론
초등과학영재들의 수업 후 수업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정서적 측면 요소가 157.7%,
인지적 측면 요소가 78.9%, 수공적 측면 요소가 22.0%, , 사회적 측면 요소가 9.1%로 나
타났다. 대표적으로 재미있다. 좋았다. 자기주도성, 관련성에 대한 언급이 많았으며, 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각 요소 간의 관련성을 본 결과 정서적 측면의 주요 요소
는 다른 인지적, 수공적, 사회적 측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요소의 특징
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이처럼 초등과학영재들의 정서적 측면의 특징과 그것이 다른 인지적, 수공적, 사회적 측
면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본 연구는 초등과학영재들이 과학영재교육원 수업에서 경험
하고 배우는 정서적 측면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추후 중등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를 비교·분석하고, 교육과정의 구성 및 내용의 변화와 연관
지어서도 지속해서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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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토론대회 참여과정에서 나타난
중학교 1학년 과학 영재학생들의 학습 특성 분석

전영석, 김갑수(서울교육대학교)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에 재원중인 중학교 1학년 과학 영재반 학생들의 탐구 토론에의 참
여 과정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영재학생들의 학습 특성을 파악하고 추후 지도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은 서울교육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 재학중인 중등 과학 심화반 20명이며, 본
과학영재교육원에서는 한 학기 동안 모둠별로 5개의 탐구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탐구토
론 대회를 통해 각 모둠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토의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였다.
탐구 소재는 ‘스마트폰 앱과 연동된 방사선 측정기’, ‘동영상 분석을 통한 슬링키의 자유
낙하’, ‘블루투스 온도계’, ‘데이터로거형 미세먼지 측정기’, ‘습도에 따른 솔방울의 개폐 과
정’등이였고, 구체적인 연구 주제는 모둠별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행하도록 하였다.
과학영재학교 및 과학고등학교 교사가 평가자로 참여한 탐구보고서 및 대회 진행과정의
평가 결과, 관찰 및 면담 등을 통해 영재 학습자의 특성을 도출하였으며, 이 결과를 공유
하고 추후 영재학생 지도에 필요한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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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발견 과정을 강조한 자유탐구 활동에서
과학영재 학생들의 주제 구체화 과정에 대한 사례연구

이종혁(서울대학교)

과학기술 분야를 선도할 리더로서 성장 가능성이 큰 과학영재 학생들에게는 기존과는
다른 시각에서, 남들이 도전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내는 능력이 더욱 필요하
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화학분과 사사과정 학생들의 ‘생활의 발견’ 활
동으로부터 시작된 자유탐구 활동 중 2016년의 사례를 바탕으로 탐구 주제가 어떤 궤적
을 그리며 변화해나갔는지 재구성하고, 그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학생들은 '
생활의 발견'을 재연해보는 과정에서 비형식적 탐색 실험을 수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초
기 관찰보다 더 이상하게 여겨지는 관찰을 통해 다양한 문제 후보들을 발산적으로 형성
했다. 둘째, 쉽게 재연이 가능한 생활 속 발견 사례에서 탐구를 시작한 결과, 학생들은 호
기심이라는 감정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었고 구성원 모두가 탐구 과정에 동기화되는 모
습을 보여주었다. 셋째, 학생들의 발산적 문제 탐색 과정과 교수자의 문제 수렴 과정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더 독창적이며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문제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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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발견 과정을 강조한 자유탐구 활동에서
과학영재 학생들의 주제 구체화 과정에 대한 사례연구
1

이종혁1 홍훈기1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Ⅰ. 서 론
‘과학’은 모든 학생이 과학의 개념을 이해하고 과학적 탐구 능력과 태도를
함양하여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과학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
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교과이다.
-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교육부(2015).
The formulation of a problem is often more essential than its solution,
which may be merely a matter of mathematical or experimental skill. To
raise new questions, new possibilities, to regard old problems from a
new angle requires creative imagination and marks real advances in
science
- Einstein, Albert, & Infeld, Leopold. (1966).
우리나라의 과학교육은 학생에게 주어진 문제 상황을 어떻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를 가르치는 데 많은 힘을 쏟고 있다(교육부, 2015). 과학교육을 과학
기술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인재양성 과정으로 간주한다면 '문제해결
' 중심의 교육 방식은 타당할 수 있으나, 과학사를 되짚어보면 가치 있고 창의적인
문제를 만들어 내는 ‘문제발견’ 작업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Einstein,
Infeld, 1966). 특히 과학기술 분야를 선도할 리더로서 성장 가능성이 큰 과학영재
학생들에게는 기존과는 다른 시각에서, 남들이 도전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를 만
들어 내는 능력이 더욱 필요하다.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과학영재 학생들조차 창의적인 문
제를 발견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평범하거나 혼란한 탐구 문제를 구성하는
사례가 많다(조대기, 2015). 이는 비단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6년 3월, 노벨
상 수상자를 포함한 세계적인 석학 12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학인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의 연구 역량을 평가하며 “젊은 연구진이 '선구자(first-mover)'가 아
니라 '추종자(fast-follower)'에 머무르고 있다"라며 부정적인 평가를 보고했다(서울
대학교 자연과학대학, 2015). 효율적인 ‘퍼즐 맞추기’(Kuhn, 2012)를 통한 양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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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에만 몰두하는 작금의 문화는 학생뿐만 아니라 전문 연구자에게까지 창의적인
문제발견 작업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교육의 맥락에서 조금이나마
바꾸기 위해 과학영재교육 현장에서 교수자는 어떤 시도를 해볼 수 있을까?
루트번스타인 부부(2013)는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이 욕조에 몸을 담그면서도
수면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을 때, 아르키메데스는 배수량과 물질

악한 사례를 소개하며, 역사적으로 위대한 성취를 거
두었던 인물들이 창조한 "모든 지식은 관찰에서부터 시작된다(All knowledge
begins in observation)."라고 말한다. 이때 관찰은 단순히 수동적인 '보기'와는 다르
며, 시각에만 국한된 행위가 아니라 모든 감각이 총동원되는 행위임을 강조한다.
의 밀도가 연관되어 있음을 파

예리한 관찰자들은 모든 종류의 감각정보를 활용하며, 위대한 통찰은 '세속
적인 것의 장엄함(sublimity of the mundane)', 즉 모든 사물에 깃들어 있는
매우 놀랍고도 의미심장한 아름다움을 감지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만 찾아온
다

-

Root-Bernstein, R., Root-Bernstein, M .. (2013).

향한 열정이 충만하고 문제해결 능력 및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갖춘 과
학영재 학생들이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주의 깊은 ‘관찰’까지 해낼 수 있을
까? 그리고 그 관찰로부터 해당 분야 전문가들도 인정할 수 있는 '세속적인 것의
장엄함(sublimity of the mundane)'을 끌어낼 수 있을까? 본 연구는 2016년 서울대
학교 과학영재교육원 화학분과 사사과정 학생들이 '생활의 발견' 프로그램으로부터
시작한 과학탐구의 궤적을 되짚어봄으로써 과학영재 교육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자
유탐구 활동에 제공할 수 있는 함의를 찾고자 한다.
과학을

Ⅱ. 본 론
1. 연구의 맥락
가.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사사과정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은 서울지역 중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을 대상으

증빙 산출물, 교사 추천서 등의 서류를 1차로 평가하여 1.5
배수를 선발한 후 2차로 심층면접을 통해 한 분과당 20명씩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정보과학 등 총 6개의 분과 신입생을 선발한다. 신입생으로 선발된 학생
들이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연간 100시간 이상의 분과별 심화과정 교육에 참여한다.
1년간의 심화과정 교육이 종료되면 재원생 중에서 진급 희망자를 모집하여 수업참
여도 및 탐구계획서 평가 후 최종적으로 사사과정 진급자를 선정한다. 사사과정 진
로 자기소개서,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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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자가 중학교 3학년이 되면 대학교수와 대학원생 조교의 지도하에 팀을 이루어 1
년간 80시간 정도의 과학탐구 활동을 수행하는데, 우수 연구팀은 연말에 27개 대학
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이 참가하는 '전국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사사과정 연구성
과 발표대회’에서 연구성과를 발표할 기회를 얻는다. 평일에는 학생들이 주로 학교
활동에 참여하므로 대부분의 과학영재교육원 활동은 주 1~2회 토요일에 진행된다.
나. 연구 동기
터 2018년까지 4년간 화학분과 사사과정 탐구를 지도했다. 첫해
인 2015년에는 과학영재교육원 지침에 따라 학생들이 직접 탐구 주제를 제안하여
수행하는 자유탐구(open inquiry) 형식으로 지도했으나(Martin-Hansen, 2002), 학생
들은 하나같이 과학적 주제라기보다는 당장 일상생활에 활용하기를 원하는 공학적
모델을 제안했다(Schauble, et. al., 1991). 또한, 공학적 모델을 선호하다 보니 요리
책 식 실험(cookbook recipe)처럼 설계가 잘 갖춰진 탐구만을 시도했는데, 이는 과
학자(scientist)라기보다는 실험실 기술자(lab technician)의 모습에 가까운 것이었다
(Bell, et. al., 2003).
2016년 사사과정 교육이 시작되기 전,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참신하고 창의적인
탐구 주제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해보았다. 그리하여, 탐구 성과를 일상생활 또는
산업 현장에 어떻게 응용할지에 대한 논의는 최대한 배제하고 전문 과학자들이 과
학탐구 과정에서 경험하는 ‘정서’에 초점을 맞추어(Jaber, Hammer, 2016), 자신의
일상생활 호기심을 자유롭게 탐색해볼 수 있는 ‘생활의 발견’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생활의 발견'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생활 속 호기심에서 출발한 관찰을 모두 모아
서 공유하고 토론에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사사과정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
에서 호기심을 느꼈던 현상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사사과정 구성
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일정한
형식에 맞게 자신의 '발견'과 잠정적인 해석을 업로드하면 교수자와 학생들은 온라
인 및 오프라인에서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오프라인 토론 과정에서 학생들은 실제
현상을 재현하는 실험을 해보기도 하고, 조금씩 조건을 바꾸어가며 탐색적인 실험
을 해볼 수 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3년간의 화학분야 사사과정 과학
탐구는 모두 학생들의 '생활의 발견'에서 출발한 탐구이다. 일견 미숙하게 느껴지는
학생들의 관찰에서 출발한 3년간의 탐구는 전국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연구성과
발표대회에서 각각 화학분야 1위, 2위, 2위의 성적을 거둘 정도로 전문가들로부터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연구자는 2015년부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생활의 발견’에서 출발한 3년간의 사사과정 탐구 사례 중 분석의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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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더하기 위해

<표 1>과 같이 첫해인 2016년의 사례만을 분석하였다.

<표 1. 2016년 자유탐구 개요>

연도
2016

생활의 발견 사례
껍데기로 스마트폰
터치가 가능하다.

계란

최종 탐구 주제
액체의 유전 상수에 따른
스마트폰 터치 반응

참여 전국대회
학생 수 순위
6명

1위

료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학생들이 과학영재
교육원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중간발표 자료, 최종발표 자료, 최종보고서 등의 산출
물이다. 둘째는 학생들이 문제발견 과정 및 탐구 과정에서 생산하여 구글 드라이브
에 저장한 정리되지 않은 비공식 자료다. 공식적인 제출 자료에는 기록되지 않은
학생들의 다양한 발견 사례, 시행착오, 그리고 탐구 주제의 변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셋째는 교수자가 과학탐구를 지도하며 기록한 기록물이다. 교수자의 관점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조언을 건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학생들의 반응을 기록했다. 또
한, 교수자의 조언이 탐구 방향을 어떻게 정교화하는데 기여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세 종류의 자료를 통해 과학영재 학생들의 과학탐구가 어떤 궤적을 그리며 변
화해나갔는지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탐구 주제, 즉 학생들이 발견한 문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가치 있는 문제로 변화해나갔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재구성
한 탐구의 궤적으로부터 영재교육 분야에 제안할 수 있는 함의를 찾고자 했다. 즉
학생 ‘개인’이나 문제발견 전략, 또는 프로그램의 효과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분석에 활용한 자

3. 연구결과
가. “계란 껍데기도 스마트폰에 터치가 된다”라는 발견 보고와 탐색 실험
프로그램의 취지를 소개한 뒤 5월 초까지 약 한 달 동
안 6명의 학생이 총 10개의 발견 사례를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였다. 이 중에서
학생들의 관심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진 발견은 4월 초에 업로드된 “계란 껍데기도
스마트폰에 터치가 된다”(이하 ‘계란 발견’)라는 제목의 영상이었다. 한 학생이 <그
림 1>과 같이 삶은 계란을 먹으며 스마트폰을 조작하다가 무심코 삶은 계란으로
스마트폰을 터치했더니 터치 반응이 일어났음을 촬영한 것이다. ‘계란 발견’에 대해
‘신기하다’라는 반응을 보인 학생이 제안자를 포함하여 4명이 있었지만, 나머지 2명
의 학생은 “삼성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원리가) 나와 있겠다”라며 그다지 관심을 보
이지 않았다. ‘계란 발견’에 대해 흥미를 보이지 않은 학생들은 자연스레 다른 발견
사례에 눈을 돌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탐구를 수행했다.
2016년 3월, ‘생활의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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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계란 껍데기도 스마트폰에 터치가 된다” 발견 사례>
‘계란 발견’의 원리를 탐구하고자 했던 학생들이 가장

먼저 수행한 활동은 인터넷

폰 터치의 원리’를 검색한 것이다. 학생들은 스마트 기기의 대표적인
터치 방식인 감압식 터치와 정전식 터치의 차이를 알게 되었고, 스마트폰 터치에
활용되는 정전식 터치의 원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색하였다. 하지만 정전식 터치
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는데 왜냐하면 대학교
때 배우는 ‘유전체’(dielectric material)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사실 ‘계란 발견’이 처음 보고된 4월 초부터 학생들은 유전체에 관한 인터넷 자료를
파편적으로 수집하기는 했으나, 중학생 수준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었으므
로 생산적인 토론으로 지속되지는 못했다.
‘스마트폰 터치의 원리’와 함께 학생들은 ‘계란의 구조’도 탐색했다. 이 또한 학생들
에게 난해하게 다가오긴 마찬가지였는데, 겉보기에는 단순히 하나의 껍데기에 불과
했지만, 그들이 찾은 <그림 2>와 같은 학술 자료에서는 세부 구조로 하나하나 쪼
개서 소개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으로 ‘스마트

<그림 2. 계란 껍데기의 구조(Hincke, et al, 2012)>
-55-

었

큐티클’(cuticle)과 같은 용어는 학생
들이 들어본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탐구 주제 거리라고 인식될 정도로 낯
설게 다가왔다. 계란 껍데기의 특성 중에서 학생들에게 그나마 친숙한 용어는 ‘다공
성’과 ‘탄산칼슘’이라는 키워드였다. 특히 계란 껍데기가 ‘탄산칼슘’이 주성분이라는
사실로부터 탄산칼슘과 스마트폰 터치가 서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생들
은 탄산칼슘을 주성분으로 하는 또 다른 물질인 ‘분필’을 활용해 <그림 3>과 같이
터치 여부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분필은 터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는 학
생들이 처음에 ‘계란 발견’을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이유와도 맞닿아있는데, 그들은
계란 껍데기의 주성분이 이미 탄산칼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탄산칼슘은 “전
기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학생들은 계란 껍데기와 ‘전기전도
성’의 관계를 찾기 위해 ‘탄소화된 계란 껍데기’(Yang, Qi, & Ma, 2002) 연구 등 영
어 자료까지 찾아보며 점점 호기심을 키워나갔다.
이뿐 아니라 용어에 대한 어려움도 있 는데, ‘

<그림 3. 분필을 이용한 실험>

나. ‘계란 발견’ 탐구의 획기적 진전
실험은 재연 실험이 무척 간단하고 결과를 금방 확인할 수 있어서 학
생들은 호기심을 유지하며 각종 자료를 조사하고 여러 비정형화된 탐색 실험을 수
행하였다. 이들의 탐구가 획기적으로 진전하게 계기는 6월 초의 활동 중에 학생들
이 ‘계란 발견’과 관련하여 특별한 실험 설계 없이 계란 껍데기를 가지고 놀던 중
우연히 계란막의 역할을 재발견하게 되면서부터였다. 계란 껍데기 안쪽에는 계란막
이 붙어있는데 손재주가 좋은 학생 한 명이 <그림 4>와 같이 핀셋으로 세심하게
이 계란막을 벗겨낸 것이다. 흥미롭게도 계란 껍데기 안쪽의 막을 벗겨내자 더 이
상 껍데기는 스마트폰 터치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다. 오히려 분리한 계란막이 스마
트폰과 터치 반응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학생들은 지금까지 스마트폰과 직접 맞닿는
‘계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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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칼슘층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계란막이 스마트폰 터치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림 4. 계란막을 제거하는 방법>

실

졌
또래 아이들이 그
러하듯 탐구 활동을 하다 보면 학생들은 잠시 실험은 내팽개치고 간식을 먹으러 가
는 등 자유시간을 갖기 마련인데, 핀셋으로 잘 분리한 계란막을 실험실에 방치한
채 학생들이 한 시간 정도를 밖에서 놀다가 온 것이 우연한 발견의 계기였다. 실험
실에 돌아온 학생들이 마저 하던 실험을 재개하자 지금까지 터치가 잘 되던 계란막
이 스마트폰과 더 이상 터치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학생들
은 그 이유를 고민하다가 한 시간 동안 실험실에 방치된 계란막이 수분을 잃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학생들이 계란막에 물을 적셔 촉촉하
게 만들어주자 이전처럼 터치 반응이 잘 일어났고, 심지어 계란막을 벗겨내어 터치
가 되지 않던 계란 껍데기 내부에 약간의 물을 담자 마치 계란막이 붙어있는 것과
같이 터치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학생들의 탐구 초점이 더 이상 계란
껍데기가 아니라 물의 성질로 전환된 순간이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 의 발견은 더욱 우연히 이루어 다. 여느

다. 구체적인 탐구 문제의 점진적 형성
껍데기가 아니었음을 깨닫고는 여름방학
기간인 8월부터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활동에서 계란 껍데기 이외에 다양한 재질의
막을 이용하여 <그림 5>와 같이 물을 채워 스마트폰 터치 반응을 확인하였다. 막
의 재질로 활용한 것은 실험실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고무풍선, 폴리 글러브, 나이
트릴 글러브를 선택하였다. 특히 풍선을 선택한 이유는 학교에서 풍선 막을 통해
기체가 빠져나갈 수 있음을 배웠기 때문에 다공성 막의 한 종류로 계란 껍데기 또
는 계란막과의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험 결과, 계란 껍데기, 고무
풍선, 폴리 글러브, 나이트릴 글러브 모두 공기를 채웠을 때는 터치 반응이 일어나
지 않았지만, 물을 채운 경우 예외 없이 터치 반응이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학생들은 계란 껍데기 대신 실험실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실험 준비도 간편
학생들은 탐구에서 중요한 요인이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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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글러브만을 이용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손가락도 일종의 물이 채워진
장갑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손가락에 의한 결과 왜곡을 최소화하
고자 두꺼운 목장갑을 세 겹씩 끼고 실험을 하는 등 손에 의한 터치 반응을 없애고
자 변인 통제를 하는 노력도 보여주었다.
한

<그림 5. 물을 채운 폴리 글러브의 스마트폰 터치 반응>

폰 터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전기전도도’와의 연관성을 떠올렸다. 계란 껍데기와 전기전도도는 연결이 되
지 않았지만, 물과 전기전도도는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학생들
은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액체를 요청했고, 조교였던
나는 실험실에서 구할 수 있는 초순수, 메탄올, 에탄올, 아세톤, 아세토나이트릴, 소
금 등을 준비해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액체의 전기전도도와 스마트
폰 터치는 그다지 상관관계를 찾기 어려웠다. 예컨대 소금물과 초순수를 비교하더
라도 전기전도도가 매우 낮은 초순수는 여전히 터치 반응이 잘 일어났다. 반면, 순
수한 에탄올은 물론 소금을 녹인 에탄올은 터치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 문제 상
황에 봉착한 학생들은 다시 탐구의 원점으로 돌아가 ‘스마트폰 터치의 원리’를 찾아
보고 ‘유전체’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이때부터 학생들
은 자발적으로 대학교 물리 교과서를 빌려와 토론하고, 조교인 나에게 과학적 개념
에 대한 해설을 부탁했다. 그리고 다양한 유전 상수를 가진 유기용매 목록
(Smallwood, 2012)을 보여주며, 이 중에서 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용매를 준비해달
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유전상수와 스마트폰 터치 반응의 관계는 <표 2>와 같이
명료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탐구 결과, 실험에 사용한 스마트폰은 특정 유전
상수 이상의 액체와는 터치 반응을 하고, 이하의 액체와는 터치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월 초, ‘계란 발견’이 보고된 후 5개월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액체의 유전 상수에 따른 스마트폰 터치 반응”이라는 제목의 탐구 주제가 설정된
순간이었다.
학생들 모두는 물의 존재가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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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유전상수와 스마트폰 터치 반응의 관계(최종보고서에서 발췌)>

폴리 글러브를 채운 액체
(유전상수 오름차순 정렬)
Diethyl ether
Methylene Chloride
i-Propanol
Acetone
Ethanol
Diethylene glycol
Methanol
Acetonitrile
Ethanediol
Water

유전상수
(20℃)
4.3

전기전도도
(S/cm)

터치 반응
여부

3.0E-16

x

1 .3

8

4.3E-11
6.0E-08

20.6

5.0E-09

x

22.

1. E-09

x

6.0E-0

o

9.1

4
31.7

4

7

x
x

32.6

1.5E-09

o

3 .5

6.0E-10

o

1.2E-06

o

5.5E-0

o

7
37.7
79.7

8

라. 탐구 결과의 응용 방법 고안
뚜렷한 경향성을 보여주는 결과를 도출하자 사사과정 교육 종료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11월에는 학생들이 스마트폰 터치의 경계가 되는 유전상수 값을 찾아내길 원
했다. 처음에 그들이 나에게 부탁한 것은 <표 2>에서 터치 경계가 되는 에탄올의
유전상수(22.4)와 에틸렌글리콜의 유전상수(31.7) 사이의 유전상수를 가지는 여러 종
류의 액체를 준비해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요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청
이었기 때문에 나는 학생들에게 두 종류의 유기용매를 혼합하여 평균적으로 특정
유전상수를 가지는 혼합용액을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Jouyban,
Soltanpour, Chan, 2004).
            

:

액의 유전 상수, : n 용액의 몰분율)

(  n 용

유전상수 값을 가지는 혼합용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학생 수준에서는 다루
지 않는 몰분율의 개념이 필요했지만, 그 이외에 혼합 실험 자체는 이미 영재교육
원 활동 중 경험해본 작업이었으므로 학생들은 나의 설명을 듣고 서로 토론을 하면
서 초순수와 에탄올을 혼합하여 스마트폰 터치의 경계가 되는 유전상수가 28 부근
임을 찾아낼 수 있었다.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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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상수를 가지는 혼합용액 만드는 활동에 익숙해지자 나는 더 나
아가 특정 용액의 유전상수를 알아보는 방법을 고안 해보자고 제안했다. 예컨대 유
전상수가 낮아 터치 반응이 일어나지 않던 용액에 물을 계속 섞다 보면 어느 순간
은 터치 반응이 일어날 것이고, 이때 물의 혼합 비율을 알 수 있다면 이를 역산하
여 특정 용액의 유전상수를 유추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본 실험은 실험보
고서 제출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안정적인 실험 결과를 얻기에는 시간이 빠듯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실험 결과를 얻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결론적으로는 특정 용
매의 유전상수를 알아내는 방법은 가능성의 영역으로만 소개하고 최종적인 탐구를
학생들이 특정

마무리했다.

<그림 6. 미지용액의 유전상수 추측 방법(최종 발표자료에서 발췌)>

Ⅲ. 결 론
1. 논의 및 결론
터 출발한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화학
분과 사사과정 학생들의 탐구 궤적을 살펴보았다. 학생들의 탐구 궤적이 보여주는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꼽아볼 수 있다.
첫째, 학생들은 '생활의 발견'을 재연해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식화된 가설
설정 없는 비형식적 탐색 실험을 수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초기 관찰보다 더 이상
하게 여겨지는 관찰을 통해 다양한 문제 후보들을 발산적으로 형성했다. 비형식적
이상으로 2016년에 ‘생활의 발견’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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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실험에만 몰두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과학에서 원하는 정량적인 결과를 얻
어내기 어려울뿐더러, 이로 인해 자칫 영재교육 과정에서 요구하는 산출물을 만들
어 내지 못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이상하다’라는 정서적 반
응만으로도 탐구를 지속적으로 이어갔으며, 오히려 산출물 생산이라는 목표보다는
호기심에 기반한 정서적 반응이 탐구를 지속시키는 거의 유일한 원동력이라고 해석
할 수 있을 정도였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비형식적 탐색 실험은 초기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예를 들어 핀셋으로 계란
막을 벗겨내는 작업이라든지, 의도하지 않게 바짝 마른 계란막을 만들게 된 사례를
통해 ‘계란 발견’의 패러다임은 ‘계란 껍데기’에서 ‘액체’로 전환될 수 있었다.
둘째, 탐구 산출물의 생산을 목표로 체계적인 연구를 설계하는 데서 탐구를 시작
하지 않고 쉽게 재연이 가능한 생활 속 발견 사례에서 출발한 결과, 학생들은 호기
심이라는 감정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었고 구성원 모두가 탐구 과정에 동기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016년 사사과정은 정규 활동 시간이 80시간이었으나, 탐구에
참여한 6명의 학생은 평균 89시간을 활동에 참여했다. 즉 정규 활동 시간을 넘겨서
까지 자발적으로 연구실에서 추가적인 실험을 하거나 자료 조사를 한 것이다. 특히
처음 ‘계란 발견’의 보고 사례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2명의 학생도 비형식적
탐색 실험을 통해 자신이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예상이 맞지 않음을 알게 되자 점점
흥미를 갖게 되었으며, 나중에는 다른 학생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자료를
조사하고 실험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생활의 발견’에서 출발한 탐구
주제가 Allchin(2014)이 자유탐구의 약점으로 지적한 '모든 학생, 특히 그룹으로서의
동기 부여가 어렵다'라는 점을 극복할 수 있는 한 방법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학생들의 발산적 문제 탐색 과정과 교수자의 문제 수렴 과정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더 독창적이며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문제를 형성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관찰한 현상을 이상하게 느꼈던 이유에 대해 점차 과학
적인 질문으로 바꿔나갈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계란의 구조’를 조사하며
‘큐티클’과 같이 여러 생소한 용어와 개념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나는 교수
자로서 세부 구조 각각에 지나치게 초점을 두지 말고 일단 주어진 조건 속에서 구
분 가능한 요소들만 추려낼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은 계란 껍데기와 그
안의 막은 눈으로 구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 둘을 분리하여 실험하는 다음
단계의 탐색 실험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학생들이 발견 사례와 관련이 있을지 모
를 수많은 정보와 질문을 쏟아내는 과정에서 교수자는 과학적 탐구를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적절한 가지치기를 통해 학생들이 탐구 가능한 수준의 범위로 질문을 한
정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한 가지 방향으로 학생들을
몰고 가거나, 반대로 너무 넓은 범위의 질문을 모두 수용하여 탐구의 방향성을 잃
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과정이 무척 중요했다.
인 탐

2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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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과는 달리 온전히 연역과 귀납만으로 이루어지는 논리
학이 아니다. 본 연구결과는 창의적 문제발견을 위해서는 가설연역적 사고에 앞서
귀추적 사고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귀추는 특정한 사실이나 법칙, 가설
을 추론하여 어떤 현상이나 관찰 내용을 설명하거나 발견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따
라서 과학적 발견과 창조적인 추리의 역할을 한다(Magnani, 2001). 이는 초기 자유
탐구 단계에서 정형화된 가설을 먼저 세우고 탐구를 수행하는 가설연역적 방법 일
변도에서 벗어나, 우선 목적 또는 응용에 얽매이지 않는 탐색적인 탐구를 장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과학적 탐구는 수학적

<그림 7. 과학적 추론의 세 단계(Flach, & Kakas, 2000)>

유탐구를 활용한 교육이 강조했던 가설 설정에는 현실적
인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섣부르게 구조화한 가설은 특
히 경험이 적은 연구자로 하여금 가설에 들어맞는 자료에만 관심을 가지도록 편향
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가설 검증 과정과는 관련성이 떨어지나,
그 자체로 참신한 발견과 아이디어를 쉽게 놓칠 수 있다는 점이다(Firestein, 2012).
2016년 사사과정 학생들의 접근 방식을 살펴보면 "The Marshmallow Challenge"
로 알려진 활동에서 유치원생들의 접근 방식과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Wujec,
2010). 테이프, 실, 그리고 20개의 스파게티 면을 이용해 탑을 만들고 가장 꼭대기에
마시멜로를 꽂아 가장 높은 탑을 만드는 이 게임에서 유치원생들은 경영대학 학생,
변호사, CEO보다도 평균적으로 더 좋은 성적을 올렸다. 어른들이 전체적인 설계도
를 구상하고 그 설계도에 따라 한 번에 스파게티 탑을 쌓는 체계적인 방식으로 탑
을 만든 반면, 유치원생들은 일단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탑을 쌓아보며 가장 튼튼하
게 보이는 구조로부터 스파게티 탑을 조금씩 만들어나갔기 때문이다. 사사과정 학
생들 또한 처음부터 과학적인 연구 설계를 가지고 탐구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것
저것 다양한 시도를 해보며 어떤 문제에서 출발할지 탐색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점
을 상기해보면, 자유탐구 주제 설정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고찰해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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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The Marshmallow Challenge”(Wujec, 2010)>

막으로

또한 ‘모호함’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교수자는 학생들이 한정된 탐구시간 안에 최대한 낭비 없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따라서 모호한 상황
을 빨리 벗어나고자 자신에게 익숙한 패러다임에 따라 잘 정돈된 사실관계를 다루
는 선에서 탐구를 지도하려는 유혹을 받게 되는데, 이는 Klein(2013)이 통찰을 얻을
기회를 놓치는 네 가지 이유 중 하나로 지목한 ‘구체적 추론(concrete reasoning)’
방식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교수자도 여러 가지 아이디
어를 다루고 가상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것을 즐기는 ‘장난스러운 추론(playful
reasoning)’ 방식에 익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

학생뿐만 아니라 탐구를 지도하는 교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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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영재학생들의 과학탐구 포스터 작성을 위한
점검표의 개발과 적용

이인선(충북대학교), 박종원(전남대학교)

본 연구는 과학영재학생들이 자유탐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기 위한 포스터의 작성을 돕
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초등 과학 영재학생들이 작성한 25개의 포스터의 내용을 분석하여,
학생들의 포스터 작성에서 부족한 측면이 무엇인지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포스터 작성을 돕기 위해 5개 영역의 17개 항목으로 구성된 점검표를 Table 1과 같이 개발하였다.
개발된 점검표를 중등 과학 영재학생들이 작성한 14개의 포스터 평가에 적용하여 평가자간 상관관
계와 일치도(Cohen’s kappa)를 분석한 결과, 높은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점검표를 활용
하여 작성한 7개 포스터에 대한 평가결과를 대조그룹과 비교한 결과,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점검표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점검표를 활용한 학생들의 의
견에서도 포스터의 체계적 구성이 가능하고, 주요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작성 가능하며 자신들의 탐
구에서 부족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포스터 작성과 발표를 위해 추가로 고려할 점을 논의하였다.

Table 1. Checklist for helping student’s construction of science poster (Lee & Park, 2019)

영역
I. 제목

안내
탐구제목에 연구에
포함된 주요 변인이
포함되도록 한다.
2. 연구 동기에서 연구
가 나름대로 어떤 이
론에 의해 제안하게
된 것인지를 밝힌다.
II. 서론
3. 연구목적을 분명하게
따로 제시한다.
4. 가설이나 예측을 제
시할 때에는 나름대
로 근거와 이유를 제
시한다.
5. 연구방법을
결과와
구별하여 번호를 매
기면서 단계별로 작
성한다. 이때 필요한
사진이나 그림이 도
움을 줄 수 있다.
6. 연구에 포함된 독립
III. 연구방법
변인, 종속변인, 통제
변인이 무엇인지 분
명하게 제시한다.
7. 필요한 경우에 측정
변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제시한다.
1.

작성 예시
(반례) 어떻게 종이비행기가 멀리 날아갈까?
(예) 종이비행기의 날개면적과 비행거리와의 관계
(반례) 종이비행기가 날아가는 원리를 알고자 …
(예) 비행 원리에 대해서 날개의 단면적의 모양이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만, 면적이 주는 영향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날개 면적과 비행거리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
(예) 연구 목적: 종이비행기의 날개 면적을 달리 하였을
때 비행거리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반례) 종이비행기 날개 면적이 클수록 멀리 날아갈 것이
다.
(예) 낙하하는 물체의 면적이 클수록 공기 저항이 크므로,
날개 면적이 클수록 더 오래 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
예)

(

예) 독립변인: 종이비행기 날개 면적, 종속변인: 종이비행
기 비행거리, 통제 변인: 종이비행기 무게, 종이비행기 출
발 높이와 출발 속도
(예) 비행기의 날개모양을 바꾸면서 실험한 경우: 비행기
날개 모양은 사각형으로 하였고, 날개 면적은 일정하면서
가로길이와 세로길이를 바꾸어 날개모양이 다르게 하였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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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에 사용된 도구
와 함께 어떻게 측정
하였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한다.
9. 연구과정에서 사용한
가정, 특별한 상황
등에 대해서 필요하
면 제시한다.
10. 동일한 측정을 반복
한다.
11. 측정 결과는 표로
정리하고, 필요하면
표를 그래프로 제시
한다.
12. 결과를 얻기 위해
계산을 한 경우에는
계산과정이나 방법
을 요약하여 제시한
다.
13. 결과를 해석할 때에
는 나름대로의 이론
을 활용한다.
14. 결과에 대한 주요
오차의 원인을 제시
한다.
15. 주요 결과와 그에
대한 해석을 요약한
다.
16. 연구결과가 나름대
로 어떤 가치가 있
는지 제시한다.
17. 연구의 한계를 제시
하고, 앞으로 필요
한 연구도 제안한
다.
8.

IV.

V.

결과

결론

예) 비행기의 출발속도를 일정하게 하기 위한 방법: 그림
과 같은 출발장치 위에 종이비행기를 올려놓고 비행기를
동일한 길이만큼 뒤로 당겼다가 가만히 놓았다.
(

예) 비행기에 주는 외부 영향을 없애기 위해 실내 체육
관에서 실시하였다.
(

예) 000 측정을 5회 반복하고 평균값을 구하였다.
(예) 측정결과를 그냥 나열하기 않고, 표로 정리하여 제시
한다.
(예) 막대그래프(비교할 때), 꺾은 선 그래프 (변화를 알아
볼 때), 직선이나 곡선 그래프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볼
때) 중에서 적절한 그래프를 선택하여 그린다.
(

예) 비행기 속도 = (비행 거리)/(비행시간)을 이용하여 구
하였다.
(

예) 물체가 낙하할 때 공기 저항은 물체 면적에 비례한
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도 …
(예) 비행기가 직선으로 날아가지 않은 경우에 실제 비행
거리를 측정하는데 오차가 있었다.
(예) 주요 결과와 결과에 대한 해석을 번호를 매기면서
간략하게 제시한다.
(예) 비행기 면적을 어느 정도로 해야 가장 적절한지 알
수 있어, 실제 비행기 설계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예) 비행기의 처음 속도가 일정하게 않아, 비행기 출발
장치의 개선이 필요하다.
(예) 날개 면적을 크게 하려면 비행기 무게도 커지므로,
비행기 날개 무게의 영향도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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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발표

Ⅰ. 학술연구논문 - Sess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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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학생의 평가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강병련, 이민희(충남대학교)

제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추진 방향 중 하나로 지속적 영재교육을 위한 영재교육 성과
관리 체제구축이 제시되었다. 이는 영재들의 다면적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영재교육목적
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영재성과 창의성을 동일시하기도
하고 영재의 특성 중 창의성을 주요 요소로 구분하고 있는 현실에서 영재들의 창의성 평
가는 대부분 TTCT를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재의 평가를 위해 TTCT와 본
과학영재교육원의 다면적 평가를 시행하였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TTCT 지수는 학습평가, 면담평가, 관찰평가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고 교수자
의 학습평가와 지도교수의 면담평가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학습평가 수준
별 TTCT지수에 대한 ANOVA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학
습평가 수준은 높지만 TTCT지수는 낮은 학생과 학습평가 수준은 낮지만 TTCT지수는 높
은 학생의 실제 활동서술지에 대해 분석해봄으로써 영재의 평가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
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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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 지원자와 추천교사의 영재성에 대한 인식 비교

장지은, 장예슬(청주교육대학교)

본 연구는 과학영재교육원제 지원한 지원자와 추천자가 가지는 영재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비교하였다. 2017년도에 충청북도 소재 C대학의 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 지원하고 합격한 초등학
교 5학년과 6학년 과학반 학생 40명의 자기소개서와 관찰추천서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
행 연구에서 얻은 영재 행동 특성을 기반으로 연구 대상을 분석하면서 분석 도구를 개선하였다.
분석 요소는 크게 인지, 정의, 기타로 나누었고 30여개의 세부 요소로 세분하였다. 분석 결과 지원
한 학생들이 자주 언급한 영재 요소는 지적 능력, 배려(봉사), 과제집착력이었고 추천 교사가 자주
언급한 요소는 지적능력과 창의력, 통합탐구능력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생의 자기소개서는 구체
적 사례가 언급되었으나 교사 추천서는 구체적 사례는 적었고 일반적 행동 특성을 기술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학생의 자기소개서와 교사의 추천서의 영재성 요소는 30~40%정도가 중복으로 나타
났다. 연구를 종합하면 연구 대상자들은 지적 능력이 높고 과제집착이 높은 것을 영재성의 요소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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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저학년 과학영재성 판별 도구 개발 연구

이수영, 서윤경(서울교육대학교)

초등학교 1-2학년 시기는 아직 언어, 수리, 과학 분야의 영역별 발달 속도가 고르지 못하기 때
문에 영재성이 잘 드러나지 않거나 오히려 문제아로 오인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영재 잠재성을 판별하고 학생 특성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과학영재성 판별을 위한 복합적, 수행형 도구를 개발하
고 예비조사를 통해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다. 영재성 판별 도구는 Gagné(2004)의

DMGT 2.0(A differentiated model of giftedness and talent) 모형을 바탕으로 개인내적요인
(I: Intrapersonal Catalysts), 타고난 지적능력(G: Gifts), 환경적 요인(E: Environmental
Catalysts), 과학수행능력(T: Talents)의 4가지 과학재능구인으로 구성하였고, 4가지 요인을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의 지필형 설문조사, 교사의 관찰추천, 학생의 수행평가 등 다양한 검
사 방식과 대상을 통해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저학년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한 검
사도구의 중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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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관찰추천제의 연구 동향과 과제

민소원, 장원형, 홍훈기*(서울대학교)

제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이 시행되는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영재교육기관
에서 교사관찰추천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만큼,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
간의 교사관찰추천제 관련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여
교사관찰추천제에 대한 향후 과제를 전망하고자 하였다. 교사관찰추천제의 연구 동
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동시에 활용하였다. 양적 분석의
경우 범주별 현황 등을 활용하였다. 질적 분석의 경우 분석 대상으로 삼은 관련 문
헌 전문을 읽은 뒤 주요 연구 문제를 추출하였다. 과반수의 연구가 양적 연구의 형
태로 수행되었으며 교사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평가도구 개발 연구가 부
족하였다. 교사들은 학생을 관찰 및 추천할 때 인지적․정의적 영역을 모두 고려하
고 있었으나 여전히 지필평가를 근원적인 해결책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남아있었다.
차후 교사관찰추천제와 관련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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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발표

Ⅱ. 학술연구논문 및 프로그램 - Sess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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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영재들이 인식하는 과학자의 연구활동

이민혜, 서혜애(부산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과학영재들이 과학자의 연구활동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조사하는데 목적
을 두었다. 연구대상은 2019년도 대학교 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중등심화과정(물리, 화학, 생
물, 지구과학, 수학, IT수학융합)에 재학 중인 중학교 118명(1학년 91명, 77.1%; 남학생 86
명, 72.9%)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이들을 대상으로 봄학기 심화과정(3월-6월)에서 과학
탐구활동(탐구상자, 레이더게임, 관찰하고 그림그리기 등) 수업(3차시)을 실시하였으며, 수업
후 봄학기 성취도검사(6월 22일)의 개방형 문항을 통해 과학자의 연구활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수집한 응답자료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의 질적연구방법으로 응답내용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다양한 특징들을 구분하여 분류하는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수업 시 실시한
과학탐구활동은 과학탐구요소로서 관찰, 분류, 예상, 추리, 의사소통, 문제인식, 가설설정,
자료변환, 자료해석, 결론도출, 일반화 등과 수집한 자료의 규칙성 탐색, 시각화 과정, 모형
제시, 반증 등의 탐구과정을 포함하는 활동이었다.
연구결과 연구대상 118명은 과학자의 연구활동의 특징에 대해 총498개의 특징으로 응답
하였으며, 개인별 4.2(±1.7; 최소0, 최대11; 반별 물리5.1, 화학4.4, 생물3.6, 지구과학4.1,
수학4.7, IT수학융합3.6)개의 특징을 중복응답으로 제시하였다. 응답내용의 유사성에 근거
하여 분류한 결과, 상호협력하기, 관찰에 근거하여 예측하기, 관찰 내용을 설명하기, 끝까지
노력하기 등을 포함하여 10개 특징들이 나타났다. 이들이 인식하는 과학자의 연구활동의
특징들 가운데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 특징은 상호협력하기(29.5%, 147/489개), 관찰내
용을 설명하기(19.3%, 96/489개), 규칙성을 탐색하기(13.3%, 66/489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 과학영재들의 전공별 차이를 비교한 결과, IT수학융합반(42.3%, 30개), 생물반(42.3%,
30개), 화학반(32.4%, 24개), 수학반(23.4%, 22개), 물리반(22.6%, 24개)은 과학자의 연구
활동이 상호협력하여 연구결과를 생성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 반면, 지구과
학반은 관찰한 내용을 설명하기(22.0%, 18개)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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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tle Scientist’s Story Book 프로그램 운영

박종석(경북대학교)

과학영재들의 진로 지도 방안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연관하여 스토리 북을 작성하게 하였다.
Little Scientist’s Story Book이라고 명명한 이 프로그램은 3개의 스토리로 구성되었다.
Story 1 : 수업에서 성장하는 LS(Little Scientist), Story 2 : 자유탐구 수행 과정에서 성
장하는 LS, Story 3 : 꿈꾸며 성장하는 LS
학생들의 성장과 꿈 등의 스토리를 매 수업 후에 작성하게 하였고, 성실하게 작성하도록
진급과 연계하였다.
학생들은 스토리북에 수업에서 배운 것에 대한 반성적 사고와 자신이 스스로의 꿈을 향해
무엇을 하는지 기록하면서 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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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tle Scientist’s Story Book의 운영
박종석 1

1경북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Ⅰ. 서 론

과학영재교육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 선발, 교육과정, 학생 지도 등 다양한 영역이 있
고, 각각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학생 진로 지도는 다른 영역보다 여러 면에서
고심이 되는 영역이다. 보조 강사 제도를 도입해서 수업을 관찰하고 학생의 활동을 기록
하기도 하고 전공주임 교수가 반별로 상담을 하거나 전문 상담원의 상담도 실시하고 있
지만 이러한 활동으로 학생의 진로 지도를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다.
경북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서는 2018학년도에 학생의 진로 지도 방안으로 학생들의
성장을 기록하는 ‘Little Scientist’s Story Book’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 스스로가 수업에서 성장하는 모습, 자유탐구를 수행하면서 성장하는 모습, 자신의
꿈에 가까이 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등 세 가지 스토리를 작성한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의 활동을 반성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서 노력하는 태도
를 갖도록 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이 자율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
다.
Ⅱ. 본 론

‘Little Scientist’s Story Book’ 프로그램은 세 가지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
은 안내, 작성 Tip, 각 스토리별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형식과 예시를 제시하였다.
다음은 학생들에게 제시한 스토리 북이다(지면 관계로 압축 형태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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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tle Scientist’s Story Book
구 성
Story 1 : 수업에서 성장하는 LS
Story 2 : 자유탐구 수행 과정에서 성장하는 LS
Story 3 : 꿈꾸며 성장하는 LS
(안내)
여러분의 성장을 스스로 기록하는 성장 스토리 북 ‘Little Scientist’s Story Book’은 일종
의 포트폴리오 자료입니다. 3개의 스토리로 구성됩니다.
이 자료는 진급과 상담의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러므로 각 스토리의 예시를 참고하
여 성실하게 작성하기 바랍니다.
스토리 북은 원칙적으로 학기별로 작성해서 하나의 파일로 묶어 영재교육원 행정실에
메일로 제출합니다. 다만, 전공지도교수와의 상담을 위해서 상담 시 그 때까지 작성한
내용을 출력해서 제출합니다.
포트폴리오 작성 TIP
① 간결하고 정확하게 정리한다.
②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여 구성한다.
Story 1 : 수업에서 성장하는 LS
수업을 마치고, 수업에서 경험한 것들을 기록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수업을 마친 당일에
기록하길 권장합니다. 수업에 대한 기록은 다음 예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
격은 예시를 따를 수 있으나 세부적 사항은 여러분이 수업 내용, 그 수업에서 자신의 성
장 등에 대한 정보를 융통성있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형식을 따르지만 여백 조정
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작성 시 표 안의 작성 안내는 삭제하세요.
(예시)
수업 주제
수업일
강사
(작성
안내:
수업
분위기,
수업
내용
수준,
수업 story 적이었던 장면, 수업 형식 등 수업 현황) 수업에서 배운 점, 수업 중 인상
안내: 수업에서 나의 행동, 수업 후 나의 변화, 수업에서 도출된 산
성장 story (작성
출물 소개와 나의 기여, 다른 사람과의 협동 등 나의 성장 관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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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2 : 자유탐구 수행 과정에서 성장하는 LS
자유탐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자유탐구를 수행할
때의 일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치 일기를 쓰듯이 자유탐구를 수행하는 과정을 ‘연구
일지’라는 것으로 기록하는데, 다음을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일기는 매일매일을 기
록하지만, 연구일지는 연구를 진행한 날만 기록하면 됩니다.
1. 연구일지는 연구가 진행될 때 마다 일기를 쓰듯이 작성해야 합니다.
2. 연구의 진행 상황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3. 자신의 탐구주제와 관련이 있는 모든 내용을 작성해야 하며, 자신의 생각이나 아이디
어 등을 있는 그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4. 연구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문점이나 문제점, 자신이 생각한 문제 해결 방법 등을 자
유롭게 작성합니다.
자유탐구 수행 과정에 대한 기록은 다음 예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격은 예
시를 따를 수 있으나 세부적 사항은 여러분이 융통성 있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형식을 따르지만 여백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작성 시 표 안의 작성 안내는
삭제하세요.
(예시)
연구제목:
공동 연구자:
연구 장소:
2018년 월 일 요일
날씨:
(작성안내: 관찰한 것, 연구하다가 추가로 궁금한 것, 연구 환경, 연구한 시간 등 연구
한 과정과 내용의 전반을 자유롭게 기술)
Story 3 : 꿈꾸며 성장하는 LS
경북대 과학영재교육원을 다니면서 여러분의 꿈은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현재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영재교육원이나 학교 수업 이외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과학 관련 읽은 책에서 배운 점이나 느낀 점, 과학 관련시설의 견학에서
배운 점이나 느낀 점, 자신의 꿈과 관련해서 과학 선생님과의 대화, 영재교육원 교수님
과의 대화, 부모님과의 대화 등 꿈꾸면 성장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록하세요. 책의 경
우는 독서 시작 일부터 마친 일까지 일정을 기록하고, 견학이나 대화 등은 해당 일을 기
록합니다. 기록은 다음 예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격은 예시를 따를 수 있
으나 세부적 사항은 여러분이 융통성 있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형식을 따
르지만 여백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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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나의 꿈
꿈에
다가가는
story
일정

학생들은 제시된 형식과 예시를 참고로 수업이나 자유탐구 후에 각각의 스토리를 작
성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서 책을 읽거나 꿈과 관련해서 노력한 점을 부정기적으로 기록
하였다. 스토리 북 작성에 성실함을 요구하기 위해서 진급하는데 참고한다는 안내를 사
전에 공지하였다. 이에 학생들이 작성한 스토리 북은 학생 진급에 참고하였고, 전공주임
교수가 상담을 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제출된 스토리 북의 기록은 아주 간단한
사례로부터 매우 성실하게 작성된 사례까지 다양하였다. 일부 학생들은 스토리 북 작성
을 부담스러워 한 것 같았다. 일부 학생들의 스토리 북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도 있었다.
다음은 특정 학생들이 작성한 스토리 북의 일부를 임의로 제시한 것이다. 간단한 사례
와 성실하게 작성된 사례를 예시로 제시한다.

(수업에서의 성장 스토리)

(자유탐구에서의 성장 스토리)

(꿈꾸며 성장하는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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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서의 성장 스토리)

(자유탐구에서의 성장 스토리)

(꿈꾸며 성장하는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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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경북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서 학생들의 진로 지도를 위해서 운영한 ‘Little
Scientist’s Story Book’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진로 지도를 외부적 조작이 아닌 학생 스
스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다만 학생들이
스스로 작성하는 데 있어 부담을 가지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려
되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매 수업을 반성적으로 사고
하고, 자유탐구 과정을 점검하며, 자신의 꿈을 완성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성장하는 학생들이 더 높은 꿈을 가지고 스스로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Little Scientist’s Story Book’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경북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Little Scientist’s Story Book’ 프로그램 및 학생 기록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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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과학자의 어린 시절 행동특성의 중요성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식 비교

이인선(충북대학교), 박종원(전남대학교)

이 연구는 창의적 과학자의 어린 시절 행동특성의 중요성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식을 조
사하고, 그룹 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과학영재 학생 145명과 학부모 112명,
그리고 과학교사 48명에게 '창의적인 과학자가 가지고 있는 행동특성' 30개 항목 중 미래의 과학자가
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10개 선택하고 중요성의 정도에 따라 1위에서 10위까지 순위
를 매기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 학부모나 교사의 인식이 학생의 인식과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특히, 학생은 교사나 학부모에 비해 기계나 도구의 사용, 정밀하고 여유 있는 만
들기, 탐구 등과 같은 활동적인 측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교사나 학부모는 학생에 비해
호기심, 독서, 핵심파악, 내용정리, 지속적 학습과 같은 과학에 대한 관심과 사고 및 학습적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 차이를 보면, 학부모는 질문, 스스로
학습, 내용정리와 같은 학습적 측면을 교사에 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교사는 호기심, 깊은 사
색과 같은 과학에 대한 관심과 사고적인 측면을 학부모에 비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교사와 부모에게 어떠한 측면에서 창의적인 행동특성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
한지 논의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학생의 창의적 행동특성을 계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
다.

Table 1. A list of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creative physicists during growth period (Shin & Park, 2015)

영역

항목번호
1

I.

만들기

2
3
4
5
6

II.

탐구/실험

7
8
9
10
11

III.

과제 집착력

12
13
14
15
16

IV.

호기심/질문

17
18
19

행동 특성 항목
만들기를 좋아한다.
주변 사물(물건)을 이용하여 만든다.
기계(도구)나 장치를 이용에 익숙하다.
새로운 것(장치)을 만든다.
만들 때, 복잡하고 정밀하게 만든다.
실험/탐구를 좋아하고, 실험/탐구를 많이 한다.
(실험환경을 갖추기를 좋아하고,) 나만의 실험공간이 있다.
주위 물건을 활용하여 탐구를 한다.
실험을 할 때는 신중하며, 꼼꼼하게 계획하여 수행한다.
탐구/실험할 때 서두르지 않고 여유가 있게 한다.
도움받기 보다는 스스로 학습하기를 좋아한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좋아한다.
집중력이 있다.
어떤 문제를 오랫동안 노력하여 해결한다.
자신만의 규칙이나 기준이 있고 지기를 싫어한다.
자연현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다.
자연현상에 대해 깊게 생각하기를 즐긴다.
종교/철학 등 심오한(본질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다.
질문을 좋아하고 많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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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독서/정리/메모

20
21
22

VI.

논리/통찰

23
24
25

VII.

예술적 관심/표현

26
27
28

VIII.

의사소통

29
30

독서를 많이 한다.
독서, 탐구, 공부, 생각한 내용을 스스로 정리한다.
일상생활에서 메모하는 습관이 있다.
논리적 사고를 좋아한다.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다.
남들과 다른 자신만의 방법을 (추구하고) 사용 한다.
음악에 재능과 관심이 많다.
시를 좋아하고 시처럼 표현할 수 있다.
그림으로 나타내어 이해하거나 표현하기를 좋아한다.
토론과 논쟁을 좋아한다.
모둠에서 아이디어를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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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발표

Ⅱ. 학술연구논문 및 프로그램 - Sess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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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사사과정에서 공학도구의 사용
부덕훈(충남대학교)

수학 사사과정 탐구과정에서 주제에 따라 Mathematica, Microsoft Excel, GeoGebra 등
의 공학도구를 사용하였다. 수학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공학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학생들
에게 매우 생소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수의 계산을 계속해야하고 가능한 많은 계산이 필
요한 주제의 경우 공학도구를 사용함으로서 좀 더 효율적으로 탐구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공학도구를 사용하여 다양한 계산을 실시하고 계산 결과를 분석하여 일반적인 성질을
찾아내었으며, 이러한 성질이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성질인지 공학도구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검증하였다. 검증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러한 성질이 일반적으로 성립
함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도록 하였다. 수학적인 증명이 매우 어려워서 최종단계에서 제외
된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 성질들을 증명할 수 있었다.
Mathematica는 순환마디의 길이와 특성 등을 탐구할 대를 사용하였다. 컴퓨터에 내장
되어있는 계산기는 유효숫자가 소숫점 이하 15자리까지이므로 순환소수의 순환마디의 길
이가 수백, 수천자리가 되는 경우의 계산은 불가능 하였다. 수학 전문 프로그램인
Mathematica는

이러한

제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다양한

계산을

할

수

있었다.

Mathematica를 사용함으로서 순환소수의 성질에 대한 가설을 많이 만들 수 있었으며 수
학적인 증명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었다.
Microsoft Excel은 Beatty 수열에 대한 성질을 탐구하는 과정에 사용되었다. 무리수

   에 대한 Beatty 수열         ⋯ 은 가우스 정수의 수열이므로
Microsoft Excel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었다. 
  
   의 Beatty 수열을 계산하여 수
열의 항의 분포를 분석하여 성질을 찾아내는 과정에 Microsoft Excel의 강력한 계산 능력
이 도움이 되었으며 수학적인 증명에 대한 힌트도 얻을 수 있었다.
GeoGebra는 Voronoi 다이어그램의 성질을 탐구할 때 사용되었다. 평면 위의 네 점

    ,              을 생성점으로 하는 Voronoi 다이어그램에 의한 네
점     ,      ,     ,     을 꼭짓점으로 하는 정사각형

⃞  의

Voronoi 분할의 모양과 넓이를 관찰하였다. GeoGebra를 이용하여 정사각형

⃞  와

Voronoi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Voronoi 분할의 넓이를 계산하였으며 생성점의 위치에 따른
성질들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분할의 넓이를 이용하여 Voronoi 게임이라는 2인 게임을
만들었으며 승리전략에 대하여 탐구하였다. Voronoi 게임을 위한 게임판을 GeoGebra를 이
용하여 만들었으며 Voronoi 게임의 탐구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
사사과정 탐구 활동에 수학적 공학도구를 사용함으로서 여러 가지 계산을 진행할 수 있
었으며, 수학적인 성질과 문제를 찾아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수학 탐구 과정은
학생들의 수학적 관찰력, 수학적 사고력, 창의력 등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과학
실험과 같은 형태의 관찰에 의한 수학탐구를 통하여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크게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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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의 새로운 모델 : 폴리매스 및 메이커 영재교육
최수영(아주대학교)

최근 과학계 흐름은 융합을 강조하는 추세이다. 과학교육 및 영재교육에서도 다양한 분야
를 아우르는 융합 교육, 즉 STEAM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융합 교육은
단순한 소재 개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양하게 개발된 소재는 학생들의 흥미
유발에는 효과적이라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학문적 추상화 과정에 이르지 못하는 경
우가 많아 영재교육으로서의 의미가 퇴색하는 경우가 많다.
본 강연에서는 융합 교육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그것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념을 제
시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아주대학교 영재교육원이 추구하고 있는 다음 두 가지 영재교육
방향 및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집단지성 기반의 폴리매스
2. 융합교육 기반의 메이커 영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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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과학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사례
박상태(공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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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연구 주제 활동 지원 프로그램
이정훈(인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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