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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초등 과학 영재 학생들의 과학배움과정 분석

김 정 무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과학교육전공

지도교수 신 애 경

이 연구를 통하여 초등 과학 영재 학생들이 과학 학습 과정에서 경험하는 것의 본질을

분석 및 설명하고자 하며, 이들 경험과 관련된 특성들을 확인하고 규명하고자 하였다.

인간의 경험이란 그 인간이 처해있는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과학 학습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중·소도시 규모의 초등 과학 영재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15명의 참여자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질적

연구의 한 방법인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초등 과학 영재 학생들의

과학배움과정을 근거이론 방법으로 적용한 결과 나온 여러 범주를 학생이 처해있는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으로 분류하였다. 범주의 흐름을 분석하여 초등 과학 영재

학생들의 과학배움과정을 분석할 수 있었다. 배움과정을 분석해 본 결과 학생들은

진로, 가족, 사회발전, 학업의 흥미와 같은 이유로 학습을 하고 있으며 각각의 학습

이유에 따라 어려움과 그 대처 방법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초등 과학

영재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파악하고 예상되는 학습에서의 어려움과 알맞은 대처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시사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요어 : 과학영재, 과학배움과정, 배움방법, 동기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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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로의 초대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에서는 제1,2,3차 계획에서 추진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 중심의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교육부, 2018). 그럼에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영재교육 프로그램

제공의 한계점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학생의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키며 또한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지식을 구성하는 영재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영재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영재 학생의 과학배움과정의

흐름을 유형별로 이해하는 것이 선제적 조건일 것이다.

교육은 미래 사회의 주역을 길러내는 일이므로, 미래를 내다보고 그것을 교육학적으로

해석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일은 중요하다(정영란, 이정민, 2010). 최근에는 정보와

지식의 양이 방대해지고 전파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단편적인 지식을 중심으로 한

암기 위주의 교육이나 교과서에만 의존하는 지식 전수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능력을 갖춘 학습자를 양성하기 위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여상인, 박애자, 임희준, 2007) .우리나라 학생들이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ment)나 TIMSS(Trends in International Mathmatics and Science

Study)와 같은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평균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장에서는 정답위주의 교육, 진도 나가기 위주의 수업이 아직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김성숙, 김희경, 서민희, 성태제, 2015) 이는 전통적인 교사 중심 교육으로는

학생의 창의성 발현과 다양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급격하게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대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저변에 깔리게 된 이유이다. 따라서 학습자를 교육의

주체로 보고, 기존의 인식을 뒤없는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로 학습자 중심 교육이

주창된 것이다(Duffy & Kirkley, 2003). 그러나 학습자 중심 교육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아직 학교 현장에서는 체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윤은정,

권성기, 박윤배, 2015). 이에 교사들은 교수학습 상황의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두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이어졌고,

2015개정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으로

두는 성과를 가졌다. 2015개정 교육과정의 중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기초 소양 함양을 이유로 학생들에게 동일한 교육과정을 부과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교육부, 2015). 학생의 배움과정을 이해한다면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맞춤형 선택 학습’이 가능한 교육과정이 운영의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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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에 연구자는 6학년 초등 과학 영재 학생들의 과학 배움 동기, 배움의 의미, 배움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서의

얻는 느낌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분석하여 초등 과학 영재 학생들이 과학 학습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것의 본질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초등 과학 영재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배움의 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써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중소도시 J도 J대학교 소속 과학 영재 6학년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연구이므로 연구 결과에 대해 다른 지역 영재 학생 및

일반 초등학생들의 과학배움과정을 대표한다고 보기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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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이 연구에서는 초등 과학 영재 학생들의 과학배움과정을 근거이론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하여 학습 동기, 영재 학생의 특성, 근거이론에 대한 정의들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1. 학습 동기

학생들의 과학배움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단추인 “학생들은 어떠한 이유로

과학을 공부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을 얻어야 한다. 아쉽게도 최근까지의

연구를 살펴보면 과학배움과정의 흐름보다는 분절되어 각각의 배움단계에 대한 해석이

주를 이루었다. 과학 학습 동기와 과학 학업 성취도 사이의 관련성은 그동안 여러 연구를

통해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이 입증된 만큼(이정수, 2014), 과학 학습 동기로 시작되어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서 얻게 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학습 동기의 정의와 학습 동기의 요소를 알아야 한다.

가. 학습 동기의 정의

교육 심리학에서는 학습 동기와 관련하여 오래전부터 연구되었으며 여러 모형으로

설명한다. Wigield와 Eccles(2000)는 학습 동기와 관련하여 과제 가치라는 큰 틀에서

성취가치, 내재가치, 활용가치로 분류하였다. 다른 한 편에서는 성취목표이론을 기반으로

학습 동기를 설명하기도 한다. 학습자가 성취관련 행동을 하는 이유가 곧 성취목표를

의미한다(Ames, 1992). 최근에는 사회적-학업적 목표를 통해 개인의 학업적 영역에서

벗어나 사회적 목표를 측정하는 확장된 이론도 눈길을 끈다(Dowson & Mclnerney,

2003).

결국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게 하는 의식적, 무의식적인 원인을 동기라고 정의한다.

갈증, 욕구와 같은 내적 상태를 말하기도 하며 또한 행동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학습

동기는 이러한 동기 중 하나로 학습하려는 추진력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교육심리학

용어사전”(2000)에서는 학습 동기란 학습자가 학습동인을 가지고 일정한 학습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학습 동기는 여러 조건에 의하여 유발되며, 크게 외부에서

주어지는 보상이나 유인체에 의해 학습을 하고자 하는 의욕에 의한 외적 동기와 개인의

내면에서 주어지는 자극에 의한 내적 동기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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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습 동기의 요소

정용재와 송진웅(2002)은 초등학생과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과학 학습 동기에

대하여 [그림 Ⅱ-1]과 같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과학 학습 동기를 내적 가치와 외적

가치 두 가지 대영역으로 나누었으며 내적 가치의 중위 범주로는 지식, 기능, 사고력을

외적 가치의 중위 범주로는 개인의 유용성과 사회적 유용성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학습

동기의 요소를 두 개 이상의 유형에 걸친 복합적인 관점과 단일한 관점이 있음과 과학,

기술, 사회의 관계가 강조되고 과학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이 동기

요소로부터 표현된다고 보았다.

[그림 Ⅱ-1] 과학 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유형

주. 출처 “계통도 분석법을 통한 초등학생과 초등교사의 ‘과학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관점 조사”
정용재, 송진웅, 2002,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2(4). 806-819.

변태진(2019)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고서에서는 과학 학습 동기에 대하여

대분류 차원에서는 지식, 등급, 경력, 사회적 유용성, 개인적 유용성, 기타로 나누었다.

대분류 차원의 하위요소로 소분류 차원을 구성하였으며 그 동기의 요소를 [그림 Ⅱ-2]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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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학생들의 과학 학습 동기 소분류 차원 분석 (변태진, 2019)

주. 출처 “고등학생들의 과학 학습 동기 분석: 과학교육 목표 탐색을 위해” 변태진, 2019,

중등교육연구, 67(3). 411-437.

기존의 두 연구를 통하여 초등학생을 연구 참여자로 한 연구와 고등학생을 연구

참여자로 한 연구가 집단에 따라 과학 학습 동기의 상위요소와 하위요소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습 동기의 정의와 요소를 토대로 “초등 과학 영재

학생”들의 과학배움과정을 두드려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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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 영재 학생

가. 과학 영재 학생에 대한 정의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르면 “영재”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교육부, 2017). 이 법은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하여 그들의 수준 및 특성에 맞추어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초등

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영재교육이 계속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영재 학생을 법적 정의로만 이해하기는 부족한 면이 있다. 실제 영재교육이

이뤄지는 현장의 영재 담당교사에게 물은 연구 결과 초등교육을 전공한 영재 담당교사가

인식하는 초등 영재 학생의 특성으로는 창의적인 학생, 과제 집착력이 강한 학생을

뽑았다(정기영, 2008).

제4차 영재교육 진흥 종합계획(교육부, 2018)에 따르면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절차의

폐쇄성과 경직성에 따른 영재교육이 제한된 기회에서 벗어나 학생 수요에 알맞게 자율

선택형 교육과정 및 정규교육과정에서의 영재교육의 기회 확대를 통하여 선발된 영재

학생만을 위한 교육에서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영재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는 법에서 명시한 이미 재능이 뛰어난 사람의 틀에서 벗어나 재능과 흥미, 잠재성 및

참여 의지가 있는 학생이 재능계발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하여 미래사회의 핵심 역량을

갖추는 것에 초점이 옮겨간 것을 의미한다.

나. 과학 영재 학생의 특성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과학적 태도를 각 영역별로 비교한 결과 하위 영역인 호기심,

수용적 자세, 비판적 자세, 협력, 자발성, 과제집착력, 창의성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높았다

(김보을, 2014). 또한 과학 학업적 열정 비교 분석(강훈식, 2021)에서도 일반 학생과

비교해 과학 공부 및 관련된 활동에 대한 중요성 인식정도, 과학 공부를 좋아하여 흥미를

느끼는 정도, 과학 공부와 관련된 활동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정도 모두가 일반학생에

비해 높음이 확인되었다.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윤서정, 강훈식, 2020)에서는 초등학교 과학 수업에서

과학영재다양하게 한다.”, “과학적 창의성의 면모를 보인다.”, “과제에 호기심을 가지고

끈기 있게 도전한다.”, “자신의 풍부한 사전 지식을 자주 표현한다.”, “실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실험 설계 및 수행 능력이 뛰어나다.”와 같이 7가지 특성으로 나타내었다.

영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영재학생의

특성으로 과학적 태도, 과학 학업적 열정 모두 높다는 것이 일치됨을 알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연구에서 과학 영재 학생의 특성 중 과학에 대하여 인지적, 정의적, 기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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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이 일반 학생에 비하여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질적연구, 해석주의, 근거이론에 관하여

가. 질적연구

최근의 연구 동향은 연구가 학교 교육 현상에 국한되지 않고 교육과 관련된 문화

현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 교육의 이해를 위하여 질적

연구 방법을 접목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인 교사는 질적연구

방법을 통해 스스로에 대한 연구와 학습을 겸할 수 있다. 특정 결과를 초래하는 변인을

찾아서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양적연구와 달리 질적연구는 현재의 경험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목표로 한다(곽영순, 2018). 일반화되고 추상화되기 전 그대로의 경험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해석하여 오히려 해법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질적연구에서 연구자료는 이야기, 방문, 관찰 등의 실제 상황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에

의해 수집된다. 연구 질문은 조작 가능한 변인들로 진술되기보다 복잡성을 지닌 그대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연구 주제가 탐구될 수 있는 형태로 진술된다. 따라서 질적연구

자료는 면담내용을 전사한 것, 관찰일지, 사진, 사적인 문서, 메모, 공식적인 기록물 등이

된다(김영천, 정상원, 조재성, 2019).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질적연구가 과연 과학적인가를 질문한다. 이는 연구의 타당성에

대한 의구심이기도 하다. 즉, 질적연구가 주관적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연구자의 내면이 곧 주관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면은

관찰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어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내면에 대한 연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소통과 교류가 가능한 영역에 속하면 충분히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곽영순, 2018). 또한 주관적인 것이 표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인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화 기호가 존재해야 한다. 그러므로 엄격한

의미에서의 주관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학문 공동체 내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엄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김영천, 정상원, 조재성, 2019). 질적연구에서는

연구의 엄격성을 연구자의 진실성과 연구자가 속한 학문공동체의 규범 준수에서 찾는다.

즉 엄격성은 존재하되 그 형태와 판단 준거가 질적연구와 양적연구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일 뿐이다.

나. 해석주의

해석주의는 질적 연구의 목적 중 하나인 이해를 기반으로 기초한다. 실재와 진실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며 이러한 관점에서 영원불변한 진리는 없으며 지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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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이지 않다고 간주한다(Lincoln, 1998). 다시 말해 그들에게 지식은 인간의 경험에

기반하며 맥락적이고 국지적이며 특수한 것이다.

해석주의 연구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규칙을 발견하기보다는 주어진 특정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하려고 한다. 실재를 이해하기 위해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가 실제 세계에 대해 지닌 견해와 지각을 이야기하고 상호작용한다(김영천,

정상원, 조재성(2019). 밖으로 드러난 행위 그 자체보다는 그러한 행위 이면에 놓인

행위자의 의미 파악에 관심을 둔다. 또한 해석주의 연구는 연구 절차와 방법, 심지어

연구 문제에 있어서 유연한 태도를 취한다. 즉, 해석주의 연구자가 자신이 미처 경험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연구

계획에 수정을 가할 수도 있다. 해석주의 연구의 결과는 기술적이고 묘사적이다. 결국

해석주의 연구의 결과는 이야기, 비유나 은유, 특수한 현상의 패턴을 드러내는 개념으로

나타난다.

해석주의 연구자는 특정한 사회 문화적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부자적 관점을

이해하려 한다. 즉, 해석주의에서 진리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의 양상 및 그것들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의 현장 작업을 통한 자료 수집과 분석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는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와의 관계를 윤리적이고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뢰도가 높아야 의미 있는 자료가 수집되기 때문이다.

다. 근거이론

근거이론은 오늘날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해석적 전략 중 하나이다. 개념과 이론에서

출발하여 연역적으로 경험자료를 해석해내는 양적연구와는 달리, 질적연구로서 근거이론은

경험자료에서 시작하여 나중에 개념과 이론을 구축해가는 귀납적 접근을 취한다. 근거

이론은 인과관계 진술을 전제하지 않으며 연구 참여자로부터 제공되는 정보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상호 연계된 일련의 개념을 찾아내고, 이러한 반복된 관계나

개념을 연계하여 하나의 전체 패턴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곽영순, 2018).

양적연구에서 발견되는 연역적 형태의 이론과는 달리, 근거이론에서는 상호연계된

부분들이나 생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전체 그림을 이루게 된다.

질적연구를 주관성이 강한 연구에서부터 객관성를 지향하는 연구까지 일련의 스펙

트럼으로 파악할 때, 현상학적 접근이 주관적 연구를 대변한다면 근거이론은 객관성을

지향하는 연구에 속한다(윤견수, 2008). 근거이론을 질적연구 가운데 객관적인 연구라고

하는 이유는 누구나 인정하는 자료수집과 분석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근거이론은

경험적인 자료를 체계적이고 귀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수집된 경험 자료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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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중간규모 수준의 이론적 틀을 개발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먼저 자료수집

단계에서 연구자는 현장에 직접 들어가 자료를 수집하며, 연구가 끝나는 시점인

글쓰기를 마치는 시점까지 자료 수집을 계속한다. 근거이론의 핵심을 차지하는 규범화

된 코딩 단계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Ⅱ-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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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근거이론의 코딩 단계



- 11 -

Ⅲ. 연구 절차 및 방법

1.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초등 과학 영재 학습자들이 과학 학습 과정에서 경험하는 것의 본질을 분석

및 설명하고자 하며, 이들 경험과 관련된 특성들을 확인하고 규명하고자 한다. 인간의

경험이란 그 인간이 처해있는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과학 학습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상징적 상호작용의

전제를 기반으로 한 Strauss와 Corbin이 제시한 근거이론방법을 따르는 것이 연구

목적을 잘 설명할 수 있으므로 [그림 Ⅲ-1]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 방법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그림 Ⅲ-2]와 같이 배움 과정의 모델을 사용하였다.

[그림 Ⅲ-1] Strauss와 Corbin의 패러다임

주. 출처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of Developing
Grounded Theory” Strauss, A.와 Corbin, J., 1998, London: Sage Publication.

[그림 Ⅲ-2] Strauss와 Corbin의 패러다임에 근거한 배움 과정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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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검증을 위하여 초등 과학 영재교육 전문가 1인과 초등 과학영재 교육

경험이 있는 초등교사 2인을 연구 과정에 참여하여 연구 방법 및 절차 전반에 대하여

검증받았다.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 6회의 사전 협의를 통해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코딩을 하는 과정에서 8회의 협의를 통해 연구

방법을 검증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인터뷰의 내용은 녹취록과 연구자의 기록을 연구 참여자에게 확인을 받고, 인터뷰

내용 이외의 영재상담기록 분석, 연구자의 메모를 이용하여 삼각검증방법을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인터뷰 내용이 애매모호한 경우 되물어 봄으로써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2. 연구 참여자 선정 및 윤리적 고려

근거이론에서 참여자 선정은 이론적으로 적합한 대상자를 인위적으로 표집하는 것이다

(Strauss & Corbin, 1998). 연구자는 더 이상 새로운 개념이 도출되지 않고 범주의

속성을 발달시키는 데 더 이상의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지 않으며 포화의 신호인 중복,

반복, 지루함이 나타나는 시점까지 이론적 표본추출을 하였다. 가능한 많은 범주를

찾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해 나갔다. 진행되면서 핵심범주와 분석을

확인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표집하였다. 한 참여자로부터의 분석결과가 다음 참여자에게

나타나는지 질문을 반영, 비교하였고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원인과 상황이 무엇인지

밝힐 수 있는 질문을 계속적으로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의 참여자는 J대학교

초등 과학 영재 심화 과정에 있는 6학년 학생으로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15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 중 여학생은 5명(33.3%), 남학생은

10명(66.7%)으로 남학생이 많았으며 대부분의 학생이 동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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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연구 참여자의 구성

순번 연구 참여자 성별 소재지

1 A 여 시 동지역

2 B 여 동지역

3 C 여 동지역

4 D 여 동지역

5 E 여 동지역

6 F 남 동지역

7 G 남 동지역

8 H 남 동지역

9 I 남 동지역

10 J 남 동지역

11 K 남 동지역

12 L 남 동지역

13 M 남 동지역

14 N 남 동지역

15 O 남 읍면지역

인터뷰 전에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보호와 연구 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연구 이외의

자료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과 참여자가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경우 익명성이나

비밀보장 및 연구 철회의 자유에 대한 내용과 연구가 종료된 후 모든 자료는 폐기될 것

임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는 14세 미만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연구 참여자와 연구 참여자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각각의 연구

참여 동의를 받았다<부록 2>.

3. 자료 수집 방법

근거이론은 연구자가 자신이 연구하려는 상황에 들어가서 참여자들의 문화와 행위

패턴에 익숙해지고 연구 참여자의 입장에서 경험을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자는

초등교사로서 8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과학동아리 활동을 조직하여 운영하는 등

영재 관련 업무를 5년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연구 참여자로부터 과학학습과정에 대한 심층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인터뷰 형식의 면담과 참여자의 영재 상담기록을 자료로 얻었다. 심층 면담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소요되었고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하였으며 대답 내용에 따라 반

구조화된 질문을 이어나갔다. 질문에 대한 정보는 <표 Ⅲ-2>와 같다. 심층면담 내용은

녹음기를 사용하여 기록하였고, 자동 전사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사하였다. 심층 면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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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고 참여자의 감정변화와 목소리 톤의 변화 등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내용과 연구자의

면접 시의 생각 등을 메모로 기록하였다.

배움단계 개방형 질문

배움의 이유
-무엇을 위하여 과학을 배웁니까?

-무엇 때문에 과학을 배웁니까?

배움의 의미 -과학을 배운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배움에서의 어려움 -과학을 배우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해결하는 이유

-무엇을 위하여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합니까?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서
-어려움이 해결되면 어떻습니까?

<표 Ⅲ-2> 배움단계에 따른 개방형 질문

영재 상담기록은 연구 참여자의 장래희망, 영재교육원의 입학 계기, 좋아하는 학습의

형태, 학습의 수준, 진학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자신의 특기와 장점,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이루고 싶은 것을 물어봄으로써 연구자에게 하여금 연구 참여자의 기본 정보를 파악하고

인터뷰 내용의 이해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였다.

심층 면담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참여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형식에서 후기에는

이론을 유도해 내기 위해 이론적 표본추출과 함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초점을 둔

면담이 이루어졌다. 심층 면담은 참여자로부터 새로운 내용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각각의 연구 참여자의 진술을 지속해서 비교 분석하여 포화에 이를 때까지 진행되었다.

자료를 수집하면서 비교 분석을 동시에 시행하였다. 자료수집과 분석에서 떠오른

생각들과 개념들을 계속해서 메모하면서 진행해 나갔으며, 분석을 통한 이론을 정형화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자료 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관찰, 자료의 수집, 자료의 조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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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로부터의 이론 형성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자료 간의 끊임

없는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각 단계는 순환적으로 반복되기도 하였다.

각 분석단계는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는 개방코딩의 과정으로 근거자료를 통해

현상에 이름을 붙이고 개념을 도출하고 범주화하는 단계이다(Strauss & Corbin, 1998).

자료를 읽어가며 자료의 내면적 의미와 표면적 의미를 파악하고 다른 자료와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개념을 추출하였으며, 유사한 개념끼리 묶는 범주화 작업을 하였다.

예를 들면, 원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하면서, 영재 학생들의 과학학습과정 중 동기요인으로

“부모님의 기대”, “부모님에 대한 동경”, “직업”, “미래에 대한 대비”, “인류애”, “사회발전”,

“호기심”, “배움의 즐거움”과 같이 개념을 도출하였고 이 개념들은 “가족에 의한 학습

동기”, “외재적 학습 동기”, “내재적 학습 동기”라는 상위 범주로 통합되었다.

2단계는 축코딩 단계로 각 범주들 간의 관계를 좀 더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인과적 조건, 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의 근거이론의

틀에 맞추어 분석하면서 각 범주를 연결하였다. 중요한 점은 사건의 역동적 흐름이므로

범주간의 관련성에 엄격한 제한을 두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앞서 1차 코딩의 결과로

나온 “부모님의 기대”, “부모님에 대한 동경”의 상위 범주를 “가족에 의함”으로 설정한

것과 같은 작업을 하였다.

3단계는 선택코딩의 단계로 코딩의 마지막 단계이다. 모든 범주 간의 관계를 통합적

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이야기 윤곽을 기술하였고, 이러한 이야기 윤곽을 통해 가장

핵심적인 범주를 도출하였다. 2차 코딩 결과 나온 중위 범주를 상위 범주로 묶고 다시

상위 범주 간의 흐름을 살펴보는 절차를 거쳤다. “가족에 의함”에 속해 있는 학습자는

“외적동기”라는 상위 범주에 속해 있으면서 “성적”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서는 “칭찬”이라는 결과를 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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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이 연구에서는 초등 과학 영재 학습자들이 과학을 배우는 과정을 알아보고 유형에

따라 분석하였다. 15명의 연구 참여자와 함께한 심층 면담 결과 원자료로부터 413개의

개념을 추출할 수 있었다. 이 개념들을 근접 개념으로 범주화한 결과 25개의 소범주가

나타났으며, 10개의 중범주로 묶을 수 있었다. 각각의 과학배움과정에서 코딩한 결과는

다음 <표 Ⅳ-1>와 같다.

<표 Ⅳ-1> 과학배움과정 2단계 코딩 결과

범주
빈도(회)

대범주 중범주 소범주

과학을 배우는 이유

내적동기

지식의 이해 42

84
기존의 경험 4

개인적 유용 17

절대적 즐거움 21

외적동기

가족에 의함 6

30
목표성취 수단 11

사회적 성장 5

상황적 즐거움 8

과학 배움의 의미

학습자의 내면 성장과 이해 27 27

학습자의 외면
목표성취의 도구와 수단 8

14
삶에서의 도움 6

과학을 배우면서
겪는 어려움

물리적 이유

시간 부족 6

32학습환경의 미비 14

도와줄 사람의 부재 12

정서적 이유
친구와의 갈등 23

27
가족과의 갈등 4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이유

내적동기

지식의 이해 9

47가치와 보람 22

절대적 즐거움 16

외적동기
의무감 3

10
인정 7

어려움을 해결하고

난후의느낌코딩결과

내면의 만족감
개인의 성장 11

28
절대적 즐거움 17

외면의 만족감
상황적 즐거움 8

14
관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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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을 배우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초등 과학 영재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과학을 배우는 이유에 대하여 1단계 코딩 결과

8가지 범주로 나타낼 수 있었고 2단계 코딩 결과 내적동기와 외적동기 2가지 윤곽으로

기술할 수 있었다.

내적 동기는 학습과제를 성취해야 할 이유가 학습자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어떤 과제를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로서 이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동기는 지식의

이해, 기존의 경험, 개인적 성장, 절대적 즐거움이 나타났다.

반면 외적 동기는 지시나 성취의 결과가 주는 보상을 기대하는 것과 같이 학습과제를

성취해야 할 이유가 학습자의 외부에 있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 나타난 외적 동기는

가족에 의함, 목표성취의 수단, 사회적 성장, 상황적 즐거움으로 나타났다.

<표 Ⅳ-2> 과학을 배우는 이유 코딩 결과

범주
빈도(회)

대범주 중범주 소범주

과학을 배우는 이유

내적동기

지식의 이해 42

84
기존의 경험 4

개인적 유용 17

절대적 즐거움 21

외적동기

가족에 의함 6

30
목표성취 수단 11

사회적 성장 5

상황적 즐거움 8

또한, 초등 과학 영재 학생들은 내적동기가 외적동기에 비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일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용재와 송진웅(2002)의 과학 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결과와는 달리 두 개 이상의 유형에 걸친 복합적인 관점이 단일한

관점보다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변태진(2019)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나타난 등급과 경력 범주의 학습 동기가 초등 과학 영재 학생들에게서는

보이지 않았다.

각 범주에 따른 초등 과학 영재 학생들과의 설문과 면담에서 응답한 이야기를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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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적동기

1) 지식의 이해: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그러기 위해서 과학을 배워요”

지식의 이해는 과학 주제에 대한 지적 호기심 차원으로 과학의 배움을 접근한 것이다.

이 범주에 속한 학생들은 과학을 학습할 때의 이유로 지식을 축적하는 데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답을 들을 수 있었다.

참여자 A: 여러가지 현상에 대해 탐구하고 연구하여 그런 것을 기록하고 싶어요.

참여자 K: 기초 지식을 쌓아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어요.

참여자 C: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고 그러기 위해서 과학을 배워요.

초등 과학 영재 학생들은 내적동기의 비율이 외적동기의 비율보다 많으며 그중에서도

지식의 이해라는 범주에 속해 있는 연구 참여자가 가장 많았다. 이는 일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학 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관점조사(정용재, 송진웅, 2002)에서 나타난

과학의 외재적 가치를 내저적 가치보다 중요시 한 결과와 반대되는 결과이다. 이 차이는

연구 참여자 집단인 과학 영재 학생들의 특성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2) 기존의 경험: “과학축전에 참여해 보니 과학 공부를 하고 싶어 졌어요.”

하위 범주 중 기존의 경험은 학습자의 삶의 과정 중 겪게 되는 경험이 곧 학습 동기로

이어진 것이다. 연구 참여자의 답변을 분석해 보면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고 매체를

통한 간접적인 경험으로도 과학배움의 동기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과학

지식적 경험뿐만 아니라 메이킹 활동이 과학학습에 동기가 되는 것이 보여진다.

참여자 G: 과학 실험 관련 유튜브를 보면서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참여자 O: 천문대에서 여러 행성을 보고 나서 과학을 배우고 싶었어요

참여자 L: 예전부터 조립하거나 만드는 활동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과학 공부를 해요.

이 범주에 속한 학생들은 기존 고등학생들의 과학 학습 동기를 분석한 변태진(2019)

의 연구 결과에서는 나오지 않은 범주로 고등학교 학생들과 비교하여 초등학교 영재

학생들의 특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3) 개인적 유용: “제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개인적 유용의 범주는 일상생활에서의 적용, 안전 등이 포함된다. 학생들은 과학의

배움의 이유로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위하여, 실생활에 사용되는 과학을 알기 위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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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답변을 하였다.

참여자 J: 생활 속에서 필요한 과학적 지식과 여러 문제 또는 불편함을 해결할 때 도

움을 주기 때문에요

참여자 B: 일상 생활에서 과학은 모든 곳에 적용되어 있기 때문이죠

위와 유사한 답변들이 과학이 일상 생활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과학을 공부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과학적 문제 해결력과 관련성이

있으며 성취기준에서도 실생활에서의 적용이 강조되는 점이 학습자의 말로 표현되는

것이 의의가 있다.

4) 절대적 즐거움: “과학을 배우는 것은 즐거워요”

절대적 즐거움은 학습자 자신의 흥미나 즐거움에 관련된 것으로 외부에서 제공되는

특정한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범주를 설정하였다. 이 범주에 속한 학생들은

“과학을 배우는 것이 재미있어서”, “과학적 측면에서 일을 해결하고 알아내는 것이

즐거워서”와 같은 대답을 한다. 직접 학생들의 답변을 빌리자면 다음과 같다.

참여자 B: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서 과학이 가장 재미있어요.

참여자 M: 관련한 다양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 재미있고 신기해서 과학을 배워요.

이 집단의 느끼는 즐거움은 어떤 상황이나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이 아니라 스스로

깊이 학문을 이해하여 얻어지는 자득적 즐거움이며, 절대적 즐거움이다. 특히, 배움

자체에서 흥미를 느끼는 절대적 즐거움을 내적 동기로 가지고 있는 학습자들은 배움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해결하기 위한 동기로서 절대적 즐거움을 뽑은 것이 시사점을

준다.

나. 외적동기

1) 가족에 의함: “부모님에게 인정 받으면 행복해요”

인정욕구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인정욕구는 교육 심리학에서는 비합리적 신념의

하위요인으로 보며 끊임없이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신념이나 행동에 대해서 동의를

얻거나 확인을 받고 싶은 욕구로 정의된다.

참여자 D: 쌍둥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따라서 같이 다니다 보니까 하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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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B: 언니도 과학 영재를 하기도 했었고 언니가 하는 모습을 보고 하게 됐어요.

참여자 F: 처음에는 부모님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다가 점차 재미가 있어서요.

부모님의 권유로 학습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연구 참여자와 생활하는 형제자매의

영향을 받아 학습을 시작하기도 하였다. 특히 참여자F의 경우에는 외적동기인 가족에

의해 학습동기가 시작되었지만 내적동기인 절대적 즐거움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2) 목표성취 수단: “CEO가 되고 싶어요”

목표성취 수단은 학습자의 목표성취 수단으로써 과학을 사용하기 위해 과학을 배우는

것이다. “과학배움”을 자신의 “꿈”이나 “진로”와 관련하여 이유로 한다면 목표성취

수단으로 과학을 배우는 이유의 범주에 넣었다.

참여자 K: 꿈이나 이루고 싶은 것을 달성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참여자 N: 제 꿈이 과학 교사이기 때문이에요.

참여자 F: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꿈을 이루기 쉽게 도와주는 과정이기 때문이지요.

위와 같은 답변이 이 집단에 속한 연구 참여자들에게서 나왔다. 근접 개념의 범주로

일상생활에서의 적용으로 답변하였다면 개인적 유용으로 분류하였으며 목표성취 수단과

상위 범주에서 내적동기와 외적동기로 차이를 두었다.

3) 사회적 성장: “미래를 밝혀주는 손전등 같은 거에요”

사회적 성장은 과학 기술의 발전, 환경 및 생태계보호 등이 포함된다. 교육 심리학의

사회적-학업적 목표 모형에 부합하는 것으로, 초등 과학 영재 학생들의 학습이 개인의

능력 발전이라는 관점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요인이 학습 동기로 이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참여자 C: 인류를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 과학을 배워요

참여자 E: 인류가 발전 할 수 있었던 것은 편리함을 찾다 보니깐 기술이 발전해요.

참여자 O: 미래가 발전하고 있는 이유가 다 과학 덕분이잖아요.

이 범주에 속해 있는 연구 참여자들은 과학과 기술의 밀접한 관계를 인지하고 있으며,

과학을 배움으로써 기술발전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인류 및 사회 발전을 희망하고 있다.

환경요인과 개인내적 요인의 상호 작용을 일어나 발현되고 영재교육을 통해 전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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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를 통해 사회공헌의 형태로 발현될 수 있다는 점이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4) 상황적 즐거움: “과학 시험을 보고 점수가 높으면 즐겁기 때문이에요”

점수에 대한 성취욕구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자아 효능감이나 자기 결정 및 점수

동기가 연결되나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단지 시험을 치르기 위한 동기로 연결된다.

이 범주에 속한 연구 참여자들은 “시험”이나 “문제”라는 키워드가 주로 언급되었다.

참여자 K: 문제를 빨리 풀고 시험을 보는 게 좋아요.

참여자 I: 어려운 시험이 더 재미있어요. 풀고 나면 더 기분이 좋고요.

상황적 즐거움을 학습 동기로 삼는 학습자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학습의 지속이

어려워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상황적 즐거움만을 단일 동기요소를 가지고 있는 학습자가

있다면 복합 동기요소가 생길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며 다른 동기요소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2. “과학을 배운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교육, 가르침, 배움의 의미는 많은 어른 연구자들의 과제였다. 정작 교육을 받는,

가르침을 받는, 배움을 받는 학습자들의 입장을 살펴보기는 어려웠다. 이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과학을 배운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2단계 코딩 결과 3가지 소범주로 나타낼 수 있었다. 학습자 내면에서 배움의 이유를 찾는

연구 참여자들은 하위요소로 성장과 이해를 배움의 의미로 꼽았다. 반면 학습자의

외면에서 배움의 의미를 찾는 연구 참여자들은 목표성취의 도구와 수단, 삶에서의

도움을 배움의 의미로 표현하였다.

<표 Ⅳ-3> 과학 배움의 의미 코딩 결과

범주
빈도(회)

대범주 중범주 소범주

과학 배움의 의미

학습자의 내면 성장과 이해 27 27

학습자의 외면
목표성취의 도구와 수단 8

14
삶에서의 도움 6

연구 참여자들은 과학을 배우려는 의미와 과학을 배운다는 의미를 혼동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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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추가 질문을 통하여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각 범주에 따른 초등 과학 영재

학생들과의 설문과 면담에서 응답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학습자의 내면

1) 성장과 이해: “기초 지식을 쌓아서 우리 사회를 이해하게 해주는 것이요”

성장과 이해의 범주는 학습자의 지식,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것으로 배움의 의미를

지닌다. 지식의 하위 요소로 자연 현상, 기계 작동, 사회 현상의 원리 이해가 배움의

의미로 답변받았다. 사고력의 하위요소로 논리적 사고, 창의적인 생각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참여자 C: 몰랐던 과학에 관한 지식을 새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참여자 N: 과학을 배운다는 것은 저한테 깨달음을 주거나 저의 지식을 더 넓혀주죠.

참여자 I: 과학을 배운다는 것은 사물의 원리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위와 같이 대표되는 대답들이 바로 성장과 이해의 범주에 속해 있는 개념들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배움의 의미를 단순히 지식의 이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이해를 통한 자신의 성장을 많이 언급하였다.

나. 학습자의 외면

1) 목표성취의 도구와 수단: “상품을 과학적 지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목표성취 도구와 수단은 일련의 배움과정이 하나의 도구로써 사용됨을 의미한다.

학습자가 스스로 세운 진로, 성적, 경제적 이익과 같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과학 배움을 이해하고 있다.

참여자 A: 제 꿈이 제빵사인데요 과학을 배운다는 것은 제빵사가 되게끔 해줘요.

참여자 H: 과학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에요.

참여자 F: 과학을 배우면 과학 시험에서 성적이 잘 나온다는 거에요

2) 삶에서의 도움: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삶이에요.”

배움의 의미를 삶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표현한 응답을 묶어 보았다. 학습자의

삶 속에서 배운 것을 적용시킨다는 의미가 부여된다. 학습자의 목표 성취 수단으로써

과학 배움을 이해하는 것과 달리 학습자의 삶 속에서 배운 것을 적용한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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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I: 사람들이 살다 보면 항상 좋지만은 않아요. 안 좋은 일에 대비하는 거예요.

참여자 L: 과학을 배운다는 것은 과학이 이제 내 삶을 책임질 것 같다.

초등 과학 영재 학생들의 이와 같은 답변들은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2015)에

제시된 교과 역량 중 과학적 참여와 평생 학습 능력, 과학적 문제해결력과 깊은 관계가

있음이 보인다.

3. “과학을 배우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초등 과학 영재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과학을 배우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2단계

코딩 결과 5가지 소범주로 나타낼 수 있었다. 5가지 소범주로 나눈 결과 시간 부족,

학습환경의 미비, 도와줄 사람의 부재, 친구와의 갈등, 가족과의 갈등으로 정리 할 수

있었으며 중범주인 물리적인 이유와 정서적인 이유로 2단계 코딩을 할 수 있었다.

<표 Ⅳ-4> 과학을 배우면서 겪는 어려움 코딩 결과

범주
빈도(회)

대범주 중범주 소범주

과학을 배우면서

겪는 어려움

물리적 이유

시간 부족 6

32학습환경의 미비 14

도와줄 사람의 부재 12

정서적 이유
친구와의 갈등 23

27
가족과의 갈등 4

물리적 이유와 정서적 이유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물리적 이유

1) 시간 부족: “실험을 하는데 결과가 나오기까지 너무 오래걸려요”

연구 참여자들이 시간 부족을 과학을 배우면서 어려움으로 뽑은 이유를 세밀하게

살펴보면, 실험 자체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 다른 활동으로 과학을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것으로 나뉘었다.

참여자 N: 학교나 학원 숙제가 많아서 과학은 학교나 영재교육원에서만 공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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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H: 시간 여유가 되면 그 문제를 좀 더 고민하고 싶은데 시간 여유가 없어서

쉬운 문제만 선택해요.

연구 참여자들이 겪는 시간의 부족은 과학 영재 학생들의 특성과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영재 학생들은 일반 학생과 비교해 과제 집착력이 높으므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선택하고 끈기 있게 푼다. 이러한 점에서 일반 학생에게 과학 배움에

있어 필요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시간 부족이 과학 배움에서 어려움

으로 겪는 학습자가 많았다.

2) 학습환경의 미비: “실험 도구가 없어 집에서 해보고 싶어도 못해요.”

물리적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연구 참여자들이 하위 범주로 학습환경 미비를 가장

많이 뽑았다. 학습자들이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실험 도구가 없음, 실험 할 적당한 장소가

없음과 같은 답변들이 나왔다.

참여자 C: 실험 도구를 빌려주는 곳은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실험이 있어도 하지

못해요.

참여자 K: 실험 도구가 없어서 VR이나 AR로 하기도 하지만 뭔가 부족해요.

참여자 M: 실험을 할 수 없어서 유튜브를 통해 영상으로만 보고 이해할 때도 있어요.

참여자 K의 말이 연구 중 인상 깊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듯 학교에 마련된

과학실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과학 실험 키트를 빌려주고 함께 쓰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초등학생의 경우 여러

형태의 조작에 의해 과학적인 사고와 문제해결이 가능한 만큼 대체제가 아닌 실물의

과학 도구를 사용한 실험이 중요할 것이다.

3) 도와줄 사람의 부재: “엄마에게 물어도 몰라요.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요.”

초등학생의 지식 습득에는 그들의 학습을 도와줄 조력자가 필요하다. 연구 참여자들

역시 자신의 학습을 도와줄 사람의 부재를 학습의 어려움으로 지적하였다.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학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 영재 교육원의 교수와 조교, 가족에게 학습에서의

도움을 요청하였고 시·공간적 문제로 인해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았다.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유튜브, 인터넷의 지식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였다.

참여자 B: 엄마, 아빠한테도 물어보고 친구들한테도 물어봐요. 그런데 모를 때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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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참여자 L: 가르쳐 줄 사람이 없을 때는 유튜브나 인터넷을 찾아 봐요.

참여자 J: 일주일에 한번 씩 화상으로 선생님을 만나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번씩 만나

다 보니깐 그때그때 물어볼 수 가 없어서 아쉬워요,

위와 같은 답변은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확보을 위해 인증 체계를

수립하려는 제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이 타당해 보인다. 또한 온-오프라인 학습

커뮤니티를 구축한다면 시공간적 제한점도 극복될 것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여 배우고 싶어도 가르쳐 줄 사람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정서적 이유

1) 친구와의 갈등: “의견이 충돌할 때 토론을 해야 해서 짜증이 나요”

이 집단은 과학과 관련된 생각을 말이나 글 등으로 주고받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과학과 핵심 역량 중 하나인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으면서 생긴 문제라 할 수 있다.

참여자 F: 혼자 하는 것이 편해요. 제 말이 맞는데 설명해야 하고 그래서 같이하면

힘들어요.

참여자 N: 같이하게 되면 힘이 센 친구 말을 들어야 해요.

참여자 D: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게 좋은데 그때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땐 힘들어요.

이러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핵심

역량으로 설정한 것과 제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에서 영재 담당 교사와 영재 학생들

에게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한 것이 타당해 보이며 그 효과에 관한 후속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

2) 가족과의 갈등: “엄마가 눈치를 줘요”

가족과의 갈등은 대부분이 가족의 기대와 학습자의 상황이 맞지 않아 생기는 경우이다.

가족과의 갈등을 겪는 학생들의 답변은 다음 아래와 같다.

참여자 E: 아빠는 주말에는 같이 놀자고 하고 엄마는 공부하라고 해요.

참여자 M: 저는 과학 실험을 하고 싶은데 이런저런 학원에 가라고 할 때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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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왜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합니까?”

연구 참여자들은 앞서 어려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결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지식의 이해, 가치와 보람, 절대적 즐거움, 의무감, 인정과 같이 5가지 소범주로

나타낼 수 있었고 2단계 코딩 결과 상위범주로는 내적동기와 외적동기 2가지 윤곽이

드러났다.

<표 Ⅳ-5> 과학 배움에 있어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이유 코딩 결과

범주
빈도(회)

대범주 중범주 소범주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이유

내적동기

지식의 이해 9

47가치와 보람 22

절대적 즐거움 16

외적동기
의무감 3

10
인정 7

각 범주에 따른 초등 과학 영재 학생들과의 설문과 면담에서 응답한 이야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내적동기

1) 지식의 이해: “어려운 이론을 들으면 이해하고 싶어요.”

과학배움과정 중의 어려움을 순수한 지적 호기심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이 범주에

속한 연구 참여자들은 배움 과정 중 어려움 해결 동기 역시 “지식의 이해” 범주에 속한

경우가 많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심층 면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생각을 표현하였다.

참여자 G: 어려운 것을 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좋고 그걸 알아서 극복하고 싶어요.

참여자 E: 어려운 것을 선택해야 이제 모르는 것을 알아가기 때문에

2) 가치와 보람: “긴 시간을 공들여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 자체가 뿌듯해요.”

가치와 보람이라는 범주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여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동기로 삼는 것이다. 학습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었

으며 공통으로 그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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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K: 제가 풀 수 있는 문제보다 어려운 문제를 선택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참여자 A: 풀 수 있는 문제를 계속 푸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어려운 문제를 풀면 제

실력이 늘어나기도 하고 도움이 돼요.

3) 절대적 즐거움: “어려운 실험이 더 재미있잖아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있어 절대적 즐거움은 어려움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이다.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 중 재미를 중요시한다.

참여자 C: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실험을 설계하고 그런 것들이 재미가 있어요.

참여자 G: 제가 모르는 것을 배울 수 있고 그런 데서 너무 흥미가 생겨요.

나. 외적동기

1) 의무감: “시험을 못 보면 엄마한테 혼나요”

의무감으로 표현된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이유는 어려움이 주어지면 풀 의무가 있다고

대답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과학을 배우는 이유에서 상황적 즐거움을 보이는 집단은

의무감을 표현하였다.

참여자 N: 시험은 주어지는 것이고 풀 의무가 있어요.

참여자 B: 다른 친구보단, 제가 과학 실험을 할 때 해결해야 하거든요.

참여자 F: 한 번 했으니깐 이때까지 해온 것을 막 망치게 두면 이때까지 해온 것들이

전부 물거품이 되는 거니깐.

2) 인정: “같이 했던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어려움을 해결하는 외적 동기 중 하나로 인정을 범주로 묶어 보았다. 초등 과학 영재

학생들에게 드러난 인정 욕구는 가족, 선생님, 친구이었다.

참여자 M: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면 아빠한테 자랑할 수 있어요.

참여자 I: 실험을 끝내고 친구들이 칭찬하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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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초등 과학 영재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겪는 주된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서 느끼는 점을

심층 면담하였을 때 1단계 코딩 결과 4가지 소범주로 나타낼 수 있었고 2단계 코딩

결과 내면의 만족감과 외면의 만족감의 2가지 중범주로 표현할 수 있었다.

<표 Ⅳ-6> 어려움을 해결하고 난 후의 느낌 코딩 결과

범주
빈도(회)

대범주 중범주 소범주

어려움을 해결하고 난
후의 느낌 코딩 결과

내면의 만족감
개인의 성장 11

28
절대적 즐거움 17

외면의 만족감
상황적 즐거움 8

14
관계 6

각 범주에 따른 초등 과학 영재 학생들과의 설문과 면담에서 응답한 이야기를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가. 내면의 만족감

1) 개인의 성장: “제가 조금 더 발전한 것 같아 좋아요.”

개인의 지식적, 기능적 능력이 증대되어 만족감을 얻는 연구 참여자들을 개인의

성장이라는 범주로 묶어 보았다.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에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참여자 K: 제가 나중에도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안심되어요.

참여자 J: 제가 스스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그만큼 알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참여자 D: 몇 시간 동안 공부하고 그다음에 해결됐을 땐 그때는 궁금한 게 다 풀리는

것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참여자 E: 모르는 것을 알 때마다 이런 실험도 할 수 있고 이런 관련한 다양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재미있고 신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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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대적 즐거움: “성공하면 성취감 같은 것 덕분에 좋아요.”

내면의 만족감 중 하나인 절대적 즐거움은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서 느끼는 점을

가치, 보람, 성취감 같은 단어들로 표현된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즐거움과 달리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집단이다.

참여자 C: 그냥 이렇게 긴 시간을 공들여가지고 못할 법도 한 그런 것을 해결했다는

것 자체가 뿌듯

참여자 G: 어려운 것을 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좋았다는 느낌을 들고 해결되고 나면

성취감 같은 것이 들어서 재미를 느껴요.

참여자 H: 성공하면 성취감이 되게 짜릿해요.

나. 외면의 만족감

1) 상황적 즐거움: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자랑해요.”

상황적 즐거움은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서 특정 상황이 주어졌을 때 즐거움을 느낀다.

특정 상황의 인정 욕구와 관련이 되어 있었으며, 주변으로부터 결과에 대해 인정해

줄 때 즐거움이 발생하였다.

참여자 M: 자랑하고 인정받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인정받으면 다음에 더 공부하고

싶어져요.

참여자 L: 저는 그냥 남이 저를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O: 뿌듯한 걸 막 주변에 알리거나 그래요. 사람들에게 자랑을 좀 해요.

상황적 즐거움에 속해있는 연구 참여자들은 어려움의 해결 동기로서 인정의 범주에 속한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 동기를 해소하고 싶어 상황적 즐거움을

중요시하였다. 외면의 만족감이 주어졌을 때 더 공부하고 싶다는 대답을 반대로 생각

해보면 “상황적 즐거움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학습을 중단 할 것 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 관계: “친구들과 서로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외면의 만족감 중 하나인 관계는 어려움을 겪고 나서 연구 참여자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짐으로써 만족감을 표현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선생님, 부모님, 친구들과

같이 주변 인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중요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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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L: 부모님이나, 그냥 친구. 친구들, 같이 했던 친구들이 잘해줘요.

참여자 D: 애들 의견이 부딪치면 답답한데 나중에 해결되면 기분이 좋아요. 다시 친구

들과 친해지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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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여정을 마치며

1. 결론

“초등 과학 영재 학생들의 과학 배움과정은 어떠한가?”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통해

얻은 응답 내용과 이유를 유형별로 근거이론에 맞춰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범주 간

관계를 찾을 수 있었다.

주. 화살표의 두께는 영재 학생 응답 빈도수와 비례함.

[그림 Ⅴ-1] 초등 과학 영재 학생들의 과학배움과정 3단계 코딩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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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을 살펴보면 배움의 이유 단계에서 최상위 범주인 내적동기와 외적동기

로부터 각각 어떻게 배움의 단계의 최상위 범주로 언급된 빈도율을 화살표의 두께와

비례하여 나타내었고, 배움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려진다. 내적동기를 가진 집단은

학습자의 내면에서 배움의 의미를 탐색하고 정서적인 이유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동기는 학습을 위한 동기처럼 내적동기가 작용하였다.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서는 내면에서 주어지는 만족감을 느낀다고 표현하였다. 반면 외적동기를

가진 집단은 학습자의 외면에서 배움의 의미를 찾으며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동기 또한 외적 동기를 갖는다. 그리고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서 외면에서 주어지는 만족감을 중요시한다. 배움의 이유와 배움에서의 어려움이

연결된 흐름을 보면 내적동기와 외적동기 모두 정서적 어려움이 환경적인 어려움보다

크게 나타난다. 정서적 어려움의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 과학적 탐구활동에서 다른

학생과 생기는 마찰로 이는 초등 과학 영재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이 과학적 문제

해결에 있어 뒷받침되고 있지 않음으로 사료된다.

2. 제언

이상의 연구를 통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연구에서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 과학 영재 학생마다 배움과정이 뚜렷하게 다르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제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및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맞춤형프로그램’을 학습자에게

적용시키려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맞춤형 프로그램을 교과의 성적을 기준으로

나누어 진행하려는 경향이 있다. 학생의 배움과정을 이해하고 보았을 때 비로소 꿈과

끼를 키우는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지고,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가 이루어지는

만큼 영재학생 선발에 있어 개인에 배움과정 유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는 중소규모도시에 있는 J대학교 초등 과학 영재 6학년 학생들을 대상

으로 배움과정을 탐색해 보았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지역과 환경의 초등

과학 영재 학생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일반학생과 다른 학년의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 초등학생과 초등영재학생의 배움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셋째, 이 연구는 과학배움과정을 살펴본 것이다. 배움과정 유형에 따라 “어떤 학습

프로그램과 환경을 초등 과학 영재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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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and explain the nature of what

elementary science advanced students experience in the science learning process,

and to ascertain and clarify characteristics related to these experiences. Since

human experience takes place within the personal, social, and cultural context in

which the human is place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science learning in the

same context.

This study was conducted on 6th-grade students of elementary science advanced

students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5

participants who were willing to voluntarily participate in the study, and the

grounded theory, a method of qualitative research, was applied in the process. The

various categories resulting from applying the grounded theory method to the

science learning process of elementary science advanced students were classified

into the personal, social, and cultural contexts in which students were placed. By

analyzing the flow of categories, it was possible to analyze the scienc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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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of elementary science advanced students.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learning process, students are learning for reasons such as career, family, social

development, and academic interest, and difficulties and how they handle them were

different depending on each learning reas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implications for identifying the learning motives

of elementary science advenced students and providing expected learning difficulties

and appropriate coping method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research participants

from elementary science gifted students in J region on a small and medium-sized

city scale to examine the science learning proces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of

realistic content programs to other grades and other subjects.

Key word: scientifically gifted students, science learning processes, motivation

the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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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페들렛,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한 코딩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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