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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지질학습에서 학습한 퇴적환경에 대한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언어네트워크 비교

조 규 성 정 덕 호 서 은 선 박 경 진

북 학교 북 학교 북 학교 북 학교

2)

본 연구의 목적은 야외지질학습에서 학습한 퇴적환경에 대한 언어네트워크가 과학영재와 일

반학생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각각 15명의 과학영재

와 일반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퇴적환경의 학습장소로 적절한 채석강에서 야외

지질학습을 수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야외지질학습 관찰 및 학생들의 탐구활동 보고서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렇게 수집된 보고서는 언어네트워크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야외지질학습 동안 학습된 퇴적환경에 대한 언어네트워크는 과학영재들이 일반학생에 

비해 더 크고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둘째, 과학영재는 퇴적물을 이루는 자갈의 특성을 

분급, 원마도 등의 개념과 관련지어 퇴적환경을 적절히 해석하고 있었지만 일반학생들은 퇴적

환경과 관련된 개념이 파편화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주제어: 과학영재, 일반학생, 야외지질학습, 퇴적환경, 언어네트워크

I. 서  론

영재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평균 이상의 지적 능력, 높은 

과제 집착력, 창의성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조은부, 백성혜, 2006). 이 중 과학영재는 영재의 

일반적 특성 외에도 과학적 성향, 과학 학습 능력 그리고 과학적 문제 해결력의 요소가 상호

작용하여 발현된다고 할 수 있다(김경민, 차희영, 구슬애, 2011). 1983년 경기과학고가 개교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은 지금까지도 영재의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

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전경원, 2003). 특히, 국내 영재교육 대상자의 82%가 수학 및 과학 

관련 교육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은 상당 부분 과학영재교육과 접한 

관련이 있다(김태서, 2007; 박경빈, 2012). 이처럼 과학영재교육은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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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도해 왔을 뿐 아니라 영재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강경희, 2010).
과학영재교육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그동안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한 다수의 연구가 수

행되어 왔다. 과학영재교육의 국내 동향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연구대상, 주제 및 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 중 연구대상별 동향을 살펴보면 주로 과학영재만을 대상으로 

그들이 가지는 공통성을 분석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일반학생과 과학영재들의 차이를 분

석한 연구도 낮은 비율이지만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강경희, 2010). 이 중 일반학생과 과학

영재들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로는 과학자, 과학 선호도 및 진로에 대한 인식 차이에 관한 연

구(안미정, 유미현, 2012), 창의적 문제 해결과정의 차이에 관한 연구(이수진, 배진호, 김은

진, 2007), 탐구 수행능력을 비교한 연구(정지숙, 신애경, 2007), 학습 양식 및 사고 양식에 

관한 비교 연구(박수경, 2004; 소금현, 김정민, 심규철, 2009), 언어적 특성 비교 연구(장혜자, 
김혜옥, 운현선, 조복희, 2000)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한편 과학영재를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학습하는 환경에서 나타나는 특

성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지구과학의 하위 영역인 지질학 분야는 지각

을 구성하는 암석의 생성과정 및 특징을 연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야외지질학습이 중요한 

학습 환경이 되어 왔다(류춘렬, 2009). 야외지질학습은 노두에 기록된 지질학적 현상을 관찰

하고 이것이 어떤 원인에 의해 형성되었는지 추론함으로써 지구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맹승호, 박명숙, 이정아, 김찬종, 2007). 이와 같은 야외지질학습은 학생들

이 야외에서 직접 노두를 관찰하는 활동을 통해 교실에서 학습한 내용의 이해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anner, 1995).
그러나 야외지질학습이 기본적으로 노두에 대한 관찰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학생들이 노두를 관찰하면서 생성한 관찰 지식은 관찰

자의 인지구조 혹은 이론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닌 정보와 경험의 해

석에 의해 관찰 사실이 변화될 수 있다(권용주, 정진수, 박윤복, 강민정, 2003; Tomkins & 
Tunnicliffe, 2001). 그렇기 때문에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절차를 거쳐 야

외지질학습을 하더라도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서로 관찰 및 분류, 탐구 수행 능력 및 사고 유형에 있

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이다(김경민 외, 2011; 이수진 외, 2007; 정지숙, 신
애경, 2007). 이처럼 야외지질학습이 노두의 관찰로부터 시작하여 규칙성을 발견하거나 결론

을 도출하는 등 통합적 사고력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야외지질학습을 통해 획득한 

지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특성을 비교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야외지질학습 동안 과학영재와 일반학생들이 야외지질학습에서 학습

한 퇴적환경에 대한 언어네트워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때 퇴적환경

을 연구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과학영재와 일반학생 사이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험

과 과학적 지식의 통합이 요구되는 문제가 적절하다는 선행 연구 결과 때문이다(이수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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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다시 말해 퇴적환경을 추론하는 과제는 노두에서 관찰되는 퇴적암, 퇴적구조 및 퇴적

물의 분포 양상 등의 관찰 내용과 선행지식을 종합하여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통합적 사고

력을 요구하는 어려운 과제로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퇴적환경에 대한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야외지질학습 

동안 작성한 탐구활동 보고서를 주요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왜냐하면 탐구활동 보고서는 

야외지질학습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기존 인지구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자 형태로 나타

낸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해한 지식의 표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작성한 탐

구활동 보고서에 사용된 개념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야외지질학습을 통해 획득된 

정보가 인지구조 내에 어떤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지를 해석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은 형식의 제약 없이 학생들이 작성한 개방형 문항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질

적 분석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박경진, 정덕호, 조규성, 2013). 또한 질적 연구가 본질적

으로 연구자를 도구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의 편견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는 측면으로 

볼 때(나장함, 2006) 개념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연구자의 편견이 

개입될 소지가 적을 뿐 아니라 반복적인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질적 분석의 새로운 대안

이 될 수 있다(박경진 외,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념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는 데 적절한 분석 방법인 언어

네트워크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을 이용하였다. 여기서 언어네트워크분석은 핵심 단

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라 주어진 내용에서 중요한 의미가 발생된다고 보기 때

문에(박한우, 이연옥, 2009) 단어 사이의 의미론적 연관(semantic association)을 가장 중요하

게 취급한다(박한우, Leydesdorff, 2004; Doerfel, Barnett, 1999). 이와 같은 관점은 언어와 지

식이 단어 사이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일종의 네트워크라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Sowa, 
1984). 따라서 언어네트워크분석에서는 특정 단어와 함께 출현하는 단어가 무엇인가에 관심

을 두며, 함께 출현하는 단어의 빈도에 따라 선(link)의 굵기 차이를 두어 단어 사이의 관계 

강도를 시각화함으로써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한관종, 2003). 이와 같

은 분석 방법의 장점 때문에 그동안 일반교사와 영재담당교사의 영재성에 대한 인식 차이에 

대한 연구(정덕호, 김영미, 이준기, 박선옥, 2013), 과학영재들의 사실, 가설, 이론, 법칙 등의 

의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이준기, 하민수, 2012) 등이 수행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야외지질학습 동안 퇴적환경을 추론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탐구활동 보고서를 

언어네트워크(semantic network)로 시각화하여 과학영재와 일반학생들의 차이를 비교해 보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퇴적환경에 대한 개념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퇴적환경에 대한 언어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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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방법  차

1. 연구 상

본 연구에 참여한 과학영재는 한국지구과학회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는 한국지구과학 올림

피아드(Korean Earth Science Olympiad)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1차 선발된 자 중에서 국제

지구과학 올림피아드(International Earth Science Olympiad)에 참가할 국가대표 선발을 목적으

로 하는 한국지구과학 올림피아드 겨울학교(winter school)에 참여한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하

였다. 이들은 모두 과학영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고 1-2학년에 재학중이며, 특히 지구

과학 분야에 뛰어난 지적 능력과 과제 집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학영재로 정의하였다

(한국지구과학회, 2007). 한편, 일반학생들은 전라북도 군산시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별도의 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없는 학생 15명을 대상

으로 선정하였다. 야외지질학습 전 면담한 결과 과학영재와 일반학생들은 모두 야외지질학습

에 대한 경험은 전혀 없었으나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은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과학영재

는 한국지구과학 올림피아드 겨울학교 캠프에서 별도의 교육을 받고 있어 지구과학에 대한 

사전 지식수준은 높은 편이지만, 일반학생은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을 받지 않아 과학영

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구과학에 대한 사전 지식수준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연구 차

본 연구를 위하여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각각 시기를 달리하여 전북 부안군 변

산면 소재의 채석강 일대에서 야외지질학습을 실시하였다. 채석강 일대는 중생대 백악기 때 

형성된 비해양성 퇴적분지인 격포분지의 일부로서 여러 종류의 퇴적암, 퇴적구조가 분포할 

뿐 아니라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자갈이 쌓인 역암 층이 수십 m 두께로 쌓여 있어 분지의 

퇴적환경을 추론하는 학습에 적합한 장소이다(박재문,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야외지

질학습을 진행하는 동안 ‘중생대 백악기 격포분지의 퇴적환경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를 통

합 문제로 제시하여 여러 노두에서의 관찰 활동이 퇴적환경을 추론하기 위한 관찰 증거 수

집 과정임을 강조하였다. 현장 지도 교사는 학생들이 노두를 관찰하고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으며, 이때 관찰한 내용과 노두의 특징을 탐구활동 보고서에 최대한 자세히 

기술하도록 지도하였다. 또한 필요시 학생들이 관찰 도중 누락한 사항이나 오류는 지도교사

에 의해 바로잡아주는 보충 설명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리 단계에서 학생들이 관찰한 

내용을 토대로 통합 문제인 격포분지의 퇴적환경 특징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때 야외지질학습에 대한 전 과정은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녹음을 하였으며, 이후 전사하

여 보조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3. 자료 처리  분석

본 연구를 위한 주요 분석 자료는 야외지질학습 동안 학생들이 관찰 및 탐구 내용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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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정리한 탐구활동 보고서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탐구활동 보고서의 모든 내용을 텍스

트(text)화하여 문장 단위로 구분된 파일을 생성한 후 그 자체로 의미가 없는 조사나 접속사 

등을 제거하는 전처리(cleaning) 과정을 거쳤다. 이때 퇴적환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돌’과 ‘암석’등의 개념은 과학적 용어인 ‘암석’으로 수정하였으며, 제시어 자

신을 반복 사용한 경우는 제외하였다(박경진 외, 2013). 이렇게 전처리 과정을 거친 자료는 

한국어 텍스트분석 소프트웨어인 Krkwic(Korean Key Words in Context)을 이용하여 특정 문

장에서 사용된 개념들의 출현 빈도를 추출하였고, 문장 내 개념들이 함께 출현한 빈도에 기

초한 개념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공출현 매트릭스(co-occurrence matrix)를 산

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산출된 공출현 매트릭스를 Ucinet 6 for windows 내의 

NetDraw를 이용하여 언어네트워크로 시각화하였다.
한편 언어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개념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 빈도, 연결 중심성, 매

개 중심성, 경로길이, 군집계수 등의 분석지표를 산출하였다. 이때 사용 빈도(frequency)는 

전체 탐구활동 보고서에서 해당 개념이 사용된 횟수를 나타내며,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은 해당 개념이 네트워크 안에서 다른 개념과 얼마나 많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

타내는 지표로 사용 빈도가 높은 개념은 다른 개념과 함께 자주 등장한다는 점에서 핵심적

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박지영 외, 2013).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은 한 개념이 다른 개념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중재자(broker) 역할을 얼마나 훌륭하게 

수행하느냐를 측정하는 지표로 매개 중심성이 높을수록 전체 네트워크 사이의 정보 흐름과 

교환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김용학, 2011). 한편 경로길이(path length)는 한 개념에서 다

른 개념으로 직접적으로 거치게 되는 최단 경로 길이를 평균화한 거리를 나타낸 지표로 경

로길이가 짧을수록 직접적인 연결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군집 계수(clustering 
coefficient)는 함께 연결된 주변 개념에 대한 도를 나타낸 것으로 모든 개념에 대한 평균화

된 값을 나타낸다.
또한 전체 네트워크를 이루는 개념 중 네트워크를 서로 긴 하게 연결시켜 주는 데 중요

한 역할을 하는 허브(hub) 개념을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허브로 사용된 개념은 높은 연

결 중심성, 높은 매개 중심성, 낮은 경로길이, 낮은 군집계수를 갖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허브 개념은 각 개념에 대한 허브 점수(hub score)를 계산하여 확인할 수 있다(Sporns et al., 
2007; Bullmore & Sporns, 2009). 다시 말해 허브 점수는 위에서 제시한 네 개의 기준 값의 

합으로 산출되는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개념 중 기준이 되는 분석 지표의 상위 20%에 해

당하는 개념에 1점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개념에 0점을 부여하면 최소 0점에서 최대 4점
까지 부여받을 수 있다. 이때 허브 점수가 2보다 큰 값을 가지는 개념을 허브 개념이라 할 

수 있다(van den Heuvel et al., 2010; Heiter et al., 2012).
[그림 1]은 텍스트 자료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지도를 시각화한 언어네트워크분석의 예시

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의 A는 전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원 자료(raw data)를 나타낸 

것이며, [그림 1]의 B는 전처리 과정을 거친 텍스트 자료에서 주요 개념의 공출현 매트릭스

를 산출하여 시각화한 네트워크 지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동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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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활용된 개념으로 [그림 1] A의 밑줄 친 것에 해당한다. 여기서 개념의 출현 빈도가 

높을수록 네트워크 지도의 중앙에 위치하며, 두 개념 사이의 관계가 강할수록 서로 근거리

에 위치할 뿐 아니라 선(link)의 굵기도 두껍게 나타난다. 즉, [그림 1]의 A에서와 같이 ‘퇴
적’과 ‘퇴적물’이 함께 출현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를 시각화한 네트워크 지도인 [그림 1]
의 B에서 해당 개념이 서로 근거리에 위치해 있을 뿐 아니라 선의 굵기도 굵게 나타난다. 한
편, 동심원의 지름은 해당 개념의 중심성이 클수록 크게 표시된다(박경진 외, 2013).

[그림 1] 본 연구에 사용된 언어네트워크분석의 예

III. 연구 결과  논의

1. 과학 재와 일반학생의 퇴 환경에 한 개념 비교

본 연구에서는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야외지질학습을 실시해보고 이를 통해 

학습한 퇴적환경의 언어네트워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알아보기

에 앞서 일반학생과 과학영재가 퇴적환경을 추론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개념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학생들이 작성한 탐구활동 보고서를 Krkwic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일

반 학생들은 총 45개의 개념을 사용한 반면, 과학영재는 85개의 개념을 사용하여 일반학생

에 비해 퇴적환경을 추론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개념을 활용하였다. 또한 과학영재와 일반학

생에 따라 사용된 개념의 빈도도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영재와 일반학생들이 

사용한 개념의 빈도를 비교하기 위해 절대적 빈도와 상대적 빈도를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이때 절대적 빈도는 탐구활동 보고서에서 사용된 절대적인 빈도를 의미하며, 상대적 빈도는 

과학영재와 일반학생 상호간의 상대적 사용 빈도의 차이를 순위화한 것이다(이창길, 2010).
과학영재와 일반학생들이 사용한 개념 중에서 절대 빈도수가 높은 10개의 주요 개념을 

살펴보면 과학영재들은 ‘자갈, 불량, 분급, 원마도, 몬조나이트, 역암, 크기, 기반암, 색, 한꺼

번’ 순이며, 일반학생은 ‘자갈, 홍수, 암석, 각진, 불량, 크기, 근거리, 다양, 호수, 분급’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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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표 1>). 이때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에서 모두 절대적 사용 빈도가 높은 개념 

중 ‘자갈, 분급, 불량, 크기’의 개념이 공통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이 중 ‘자갈’은 전체 개념 

중에서 과학영재와 일반학생들이 각각 8.4%와 8.6%의 비율을 보여 가장 자주 사용된 개념

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결과는 과학영재나 일반학생 모두 노두에서 관찰할 수 있는 자갈의 

크기나 모양 등이 퇴적환경을 추론하는 데 가장 중요한 단서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더불어 퇴적물의 크기에 따라 분리되는 경향성인 분급에 따라 퇴적환경을 추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개념을 제외하면 공통적으로 사용된 개념이 

적고 절대 빈도수도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이 서로 다른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높은 사

용 빈도를 보이는 개념은 해당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특정 주

제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주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남인용, 박한우, 2007). 그렇기 

때문에 과학영재와 일반학생들이 사용한 개념의 절대적 빈도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들이 

퇴적환경을 추론할 때 중요하게 인식하는 개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순위
일반학생 과학영재

개념 빈도 비율(%) 개념 빈도 비율(%)
1 자갈 20 8.6 자갈 33 8.4 
2 홍수 20 8.6 불량 31 7.9 
3 암석 16 6.9 분급 24 6.1 
4 각진 14 6.0 원마도 24 5.6 
5 불량 13 5.6 몬조나이트 19 4.8 
6 크기 12 5.2 역암 14 3.6 
7 근거리 11 4.7 크기 12 3.1 
8 다양 10 4.3 기반암 11 2.8 
9 호수 10 4.3 색 11 2.8 
10 분급  8 3.4 한꺼번 10 2.5 

<표 1> 절대적 빈도수에 따른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주요 개념 비교

절대적 빈도가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이 사용하는 주요 개념을 해석할 수 있다면, 이들이 

사용한 개념의 차이점을 보다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상대적 빈도 분석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이창길, 2010). <표 2>는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탐구활동 보고서에 나타난 

개념의 상대적 빈도수를 비교하여 순위에 따라 10개의 개념을 제시한 것이다. 즉, 사용된 개

념 별로 빈도 비율의 차이를 계산하여 순서대로 재배열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과학영재와 

일반학생들이 사용한 개념의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다. 이때 <표 2>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과학영재의 상대적 빈도를 나타낸 개념 중 ‘자갈’, ‘한꺼번’이 음(-)의 값을 

가지는 이유는 일반학생이 사용한 빈도가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이다.
과학영재가 일반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한 개념은 ‘몬조나이트, 원마도, 역암, 

색, 분급, 기반암, 경계, 불량’ 순이며, 일반학생들은 ‘홍수, 암석, 각진, 근거리, 다양, 크기, 
호수, 퇴적’의 순으로 많은 사용을 보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과학영재가 일반학생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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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급, 원마도’의 단어를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즉, 절대적 빈도수로 살펴보

았을 때 일반학생도 ‘분급’과 ‘불량’의 단어를 사용하여 퇴적물의 분포 양상에 따라 퇴적환

경을 해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대적 빈도에서 과학영재는 ‘원마도, 분급’ 등이 높은 순

위를 보이지만 일반학생은 그렇지 못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퇴적

암 생성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퇴적구조와 퇴적물의 크기, 모양을 분급과 원마도 등의 과학적 

개념을 활용하여 퇴적환경을 해석하는 학습 내용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최변각 외, 2011). 
이를 토대로 볼 때 과학영재는 이전의 학습 경험을 통해 획득한 선행지식인 분급과 원마도 

등의 개념을 적절히 활용하여 퇴적환경을 추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일반학생들

도 분급과 원마도 등을 통해 퇴적환경을 해석하고자 하지만 상대적 빈도나 절대적 빈도가 

낮은 것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퇴적환경을 추론하는 데 중요한 개념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

로 판단된다.

순위
일반학생 과학영재

개념 비율(%) 개념 비율(%)
1 홍수 7.9 몬조나이트  4.8 
2 암석 4.6 원마도  3.5 
3 각진 4.3 역암  3.1 
4 근거리 4.2 색  2.8 
5 다양 2.8 분급  2.7 
6 크기 2.1 기반암  2.4 
7 호수 2.0 경계  2.3 
8 퇴적 1.2 불량  2.3 
9 한꺼번 0.9 자갈 -0.2 
10 자갈 0.2 한꺼번 -0.9 

<표 2> 과학영재와 일반학생들이 사용한 개념의 상대적 빈도수 비교

또한 과학영재와 일반학생 상호간에 사용된 개념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은 ‘몬조나이

트’와 ‘홍수’로 나타났다. 여기서 ‘홍수’는 일반학생들이 모양과 크기가 다양한 자갈이 대규

모로 퇴적된 원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주 사용한 개념이며, ‘몬조나이트’는 과학영재들이 

역암 층을 구성하는 역의 종류를 설명하면서 사용된 개념이다. 몬조나이트는 K-장석을 많이 

함유한 중성질의 심성암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사용되지 않는 개념이지만 과학영재들

은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인 반면, 일반학생은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차이를 보

인다. 그 이유는 과학영재가 격포분지의 퇴적환경을 추론하는 데 있어 몬조나이트를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채석강에서 관찰할 수 있는 자갈은 주로 몬조나

이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격포분지의 기저에 해당하는 적벽강의 기반암과 동

일한 것이다. 이때 과학영재들은 격포분지의 기반암을 이루는 적벽강의 몬조나이트가 채석

강의 역암 층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는 이유를 퇴적환경의 변화와 관련지어 해석하고 있었

다. 다시 말해 채석강 노두에서 적벽강의 기반암과 동일한 자갈이 수십 m 두께로 쌓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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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홍수라고 해석한 것에는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에 차이가 없지만 그 근거로 과학영재는 채

석강과 적벽강을 이루는 구성 역의 유사성을 들어 설명하고 있지만 일반학생은 그렇지 못하

고 있다. 이는 야외지질학습과 같은 문제 해결과정에서 과학영재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

악하는 능력이 뛰어난 반면, 일반학생은 문제의 원인 파악을 잘 해내지 못한다는 선행 연구

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이수진 외, 2007). 이와 같은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차이는 아래

에 제시하는 학생들의 탐구활동 보고서를 통해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질문: 노두에서 관찰되는 자갈의 크기, 모양 등을 바탕으로 생각했을 때 이러한 지형이 형성됐을 

당시의 퇴적환경은 어땠을지 생각해 보자.
학생 A: 각진 자갈이 많은 이유는 근거리에서 빠르게 내려왔기 때문이다 . 이를 통해 당시의 퇴

적환경은 장마나 홍수가 일어났을 것이다. 다양한 퇴적물이 떠내려온 걸 봐선 기후변화

가 있었고 지각변동도 일어났었다.
(일반학생 A의 탐구활동 보고서 중에서…)

학생 B: 역암 층을 이루는 자갈들의 특징을 봤을 때 분급과 원마도가 불량하기 때문에 이동거리

가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이 지역이 호수의 가장자리와 육지의 경계라 추

정할 수 있다. 또한 자갈은 적벽강에 위치한 기반암과 동일한 몬조나이트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통해 기반암의 일부가 역암을 형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학생 C: 자갈이 모두 모양과 크기가 제각각인 걸로 보아 원마도와 분급이 불량하다 . 이 지역의 

자갈은 적벽강에 위치한 기반암인 몬조나이트와 같은 것인데 , 이는 기반암이 홍수 등으

로 인해 물의 양이 많아졌을 때 짧은 거리를 이동해서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
(과학영재 B와 C의 탐구활동 보고서 중에서…)

2. 과학 재와 일반학생의 퇴 환경에 한 언어네트워크 특성

과학영재와 일반학생들이 퇴적환경에 대한 추론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주요 개념의 빈

도 뿐 아니라 개념 사이의 연결 관계를 통한 의미체계를 비교하는 것은 이들의 차이를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탐구활동 보고서를 언어네트워크분석으로 분석하여 

퇴적환경에 대한 언어네트워크를 시각화하여 구조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먼저 총 85개의 개

념이 사용된 과학영재의 언어네트워크에서는 개념 사이의 선(link)의 수가 1,133개, 평균 연

결 중심성 1.4, 평균 매개 중심성 1.4, 평균 경로길이 2.1, 평균 군집계수 2.8로 나타난 반면, 
45개의 개념으로 구성된 일반학생의 언어네트워크는 개념 사이의 선의 수는 494개, 평균 연

결 중심성 3.1, 평균 매개 중심성 2.1, 평균 경로길이 1.9, 평균 군집계수는 2.7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과학영재들의 언어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개념이 일반학생에 비해 2배 가까이 많

은 것으로 보아 퇴적환경을 추론할 때 더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또한 과학영재의 언어네트워크의 선의 수가 많다는 것은 사용된 개념들이 별개로 존재

하기보다는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물망 구조를 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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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개념이 많을수록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개념 사

이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의 목적에 따라 전체 개념 가운데 

핵심 개념을 선별함으로써 언어네트워크를 단순화시킬 수 있다. 이때 핵심 개념을 선별하는 

방법은 일정 기준 이상의 빈도를 나타내는 개념을 발췌하거나 연구 주제에 따라 연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최영출, 박수정, 2011). 본 연구에서는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사전 지

식수준 차이로 인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개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과학영재와 일반학생

을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하기 위해 후자의 방식을 적용하여 핵심 개념을 추출하였다. 즉, 네
트워크를 구성하는 전체 개념 중에서 퇴적환경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개념만을 선별하는 과

정을 거쳤다. 이 과정은 여러 변수를 가진 데이터를 이용하여 보다 적은 수의 변수로 축소하

여 전체 자료를 설명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통계학의 요인 분석(factor analysis)과 유사한 

방법을 거쳐 산출할 수 있다(김용학, 2011). 즉, 언어네트워크분석에서도 고유 값(eigen 
value)를 산출할 수 있는데, 요인 분석과 동일하게 이 값이 1 이상인 개념이 전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여러 개념 중에서 설명력이 가장 높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

쳐 언어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핵심 개념을 선별한 결과 과학영재가 22개, 일반학생이 12개로 

나타나 여기서도 과학영재가 더 많은 개념이 확인되었다.

가. 과학 재와 일반학생의 퇴 환경에 한 분석 지표 차이

<표 3>은 선별된 핵심 개념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 지표를 제시한 것이다. 이때 허브 점

수(hub score)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일반학생들의 언어네트워크에서는 ‘홍수, 퇴적, 근거리’
등 3개가 허브 개념으로 확인된 반면, 과학영재들의 언어네트워크에서는 ‘자갈, 불량, 분급, 
원마도, 몬조나이트, 역암, 색’ 등 7개가 허브 개념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일반학생에 비해 

과학영재의 언어네트워크에서 허브 개념이 많이 나타난 이유는 과학영재들이 사용된 개념의 

수가 많아 그만큼 언어네트워크의 집단 크기가 크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언어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개별 단어에 대한 분석 지표에서도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은 다

른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에서 모두 ‘자갈’은 가장 높은 사용 빈도

를 보이지만 과학영재의 언어네트워크에서는 허브 점수가 4인데 반해, 일반학생의 언어네트

워크에서는 연결 중심성만 높아 허브 점수가 1로 나타났다. 즉, 과학영재와 일반학생 모두 

퇴적환경을 추론하는 과정에서 노두에 분포하는 자갈이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여 높은 사용 

빈도를 보이지만, 과학영재는 자갈이 자주 사용될 뿐 아니라 네트워크 내의 다른 개념을 연

결시켜주는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학생이 언급한 ‘자갈’은 단순히 연

결 중심성만 10으로 높아 다른 개념과 함께 자주 등장하기는 하지만 매개 중심성이 1로 평

균보다 낮아 언어네트워크 내에서 원활한 소통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학생들이 야외지질학습을 통해 자갈의 크기나 모양을 관찰하여 탐구활동 보고서

에 기술하기는 하지만 자갈의 특성을 이용하여 퇴적환경을 추론하는 과정은 잘 이뤄지고 있

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과학영재의 언어네트워크에서 사용된 ‘자갈’은 연결 중심

성이 9로 다른 개념과 함께 자주 등장할 뿐 아니라 평균 경로길이가 1.35로 거의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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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매개 중심성이 17로 매우 커 다른 개념 사이에서 중재

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보의 흐름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돕고 있다.
한편, 퇴적환경을 추론할 때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인 ‘분급’과 ‘원마도’의 분석 지표도 

과학영재와 일반학생 사이에서 차이를 보인다. 일반학생의 언어네트워크에서 ‘분급’은 연결 

중심성이 4, 매개 중심성이 1이지만, 과학영재의 언어네트워크에서 ‘분급’은 연결 중심성 6, 
매개 중심성 4이며, ‘원마도’는 연결 중심성 6, 매개 중심성 2로 나타나 일반학생에 비해 더 

높은 값을 보였다. 이런 결과를 위에서 언급한 ‘자갈’의 분석 지표와 비교해 볼 때 과학영재

들은 자갈과 함께 분급 또는 원마도의 개념을 적절히 사용하여 퇴적환경을 추론하고 있지만, 
일반학생은 자갈의 관찰 특성을 분급, 원마도와 연관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 학생 과학 영재

개념
사용
빈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경로
길이

군집
계수

허브
점수

개념
사용
빈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경로
길이

군집
계수

허브
점수

홍수 20 10 10 1.33 1.09 4 자갈 33 9 17 1.35 0.61 4
퇴적 8 14 18 1.27 0.75 4 역암 14 4 6 1.55 1.10 3
근거리 11 6 8 1.40 1.24 2 불량 31 7 4 1.69 1.11 2
자갈 20 10 1 1.69 1.87 1 분급 24 6 4 1.65 1.27 2
호수 10 3 6 1.71 0.97 1 원마도 22 6 2 1.69 1.37 2
암석 16 8 4 1.47 1.46 0 몬조나이트 19 3 8 1.75 1.00 2
각진 14 7 2 1.58 1.66 0 색 11 3 7 1.76 0.68 2
불량 13 7 2 1.56 1.96 0 기반암 11 2 4 1.69 1.33 1
크기 12 6 0 1.84 2.54 0 암석 9 2 6 1.75 0.99 1
다양 10 6 6 1.53 1.40 0 퇴적 9 3 6 1.79 1.22 1
한꺼번 8 4 1 1.64 2.44 0 화강암 8 2 2 1.85 0.94 1
분급 8 4 0 1.67 2.45 0 크기 12 3 2 1.74 1.69 0

<표 3> 과학영재와 일반 학생들의 퇴적환경에 대한 개념 빈도 및 분석 지표

나. 과학 재와 일반학생의 퇴 환경에 한 언어네트워크 구조  특성 차이

[그림 2]는 일반학생들의 선별된 12개 개념들의 연결 관계를 시각화한 언어네트워크이고, 
[그림 3]은 과학영재들의 22개 개념들에 대한 언어네트워크를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허

브 개념은 언어네트워크의 주요 위치를 점하고 있으면서 네트워크 내의 여러 개념을 서로 

긴 하게 연결시켜 주거나 정보의 흐름 및 교환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이준기, 하
민수, 2012). 그러나 일반학생들의 허브 개념은 언어네트워크의 외각에 치우쳐 있어 정보의 

흐름이나 주위 개념과 연결시켜 주는 허브(hub)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반해, 과
학영재들의 허브 개념은 언어네트워크의 중앙에 위치하면서 인접한 주위 개념과 연결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등의 구조적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은 차이는 과학영재들이 허브

로 사용된 개념은 사용빈도가 높은 개념과 잘 일치한 반면, 일반학생들은 서로 차이를 보이

기 때문으로 보인다([그림 2], [그림 3]).
언어네트워크분석에서는 개념의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네트워크의 중앙에 위치하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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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일반학생들의 퇴적환경에 대한 언어네트워크(■: 허브 개념)

[그림 3] 과학영재들의 퇴적환경에 대한 언어네트워크

이 있는데, 일반학생의 경우 허브 개념으로 사용되지 않은 자갈(20회), 암석(16회) 등이 높은 

사용 빈도를 보인 반면 허브 개념은 홍수(20회)를 제외하고 근거리(11회), 퇴적(9회) 등은 다

른 개념에 비해 낮은 사용 빈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과학영재들은 자갈(33회), 불량(31회), 
분급(24회), 원마도(22회), 몬조나이트(19회), 역암(14회), 색(11회) 등 허브 개념이 전체 개념 

중에서 가장 높은 사용 빈도를 보여 퇴적환경을 설명할 때 핵심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와 같은 결과는 허브 개념이 언어네트워크에서 정보의 흐름이나 다른 단어와의 연결이 잘 

이뤄주도록 도와준다는 측면으로 볼 때 과학영재는 격포분지의 퇴적환경 변화 원인을 허브 



야외지질학습에서 학습한 퇴적환경에 대한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언어네트워크 비교

893

개념을 활용하여 적절하게 해석하고 있는 반면 일반학생들은 사용 빈도가 높은 개념이 퇴적

환경을 추론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언어네트워크는 구성하는 개념 사이의 연결 강도에서도 차

이를 보인다. 연결 강도는 한 문장 내에서 함께 출현하는 빈도를 기반으로 도출되는 결과라

고 볼 때 위에서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보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일반학생들의 언

어네트워크에서는 ‘자갈-퇴적-크기’가 가장 강한 연결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각진

-암석’이 강한 연결을 보이고 있었다. 반면, ‘홍수’는 사용 빈도는 높았지만 ‘자갈-퇴적-크기’
와는 상대적으로 약한 연결 상태를 보이고 있었으며, ‘분급-불량’도 다른 개념에 비해 약하

게 연결되어 있었다. 한편, 과학영재들의 언어네트워크에서는 사용 빈도도 높고 허브 개념으

로 사용된 ‘자갈-분급-불량-원마도’가 가장 강한 연결 강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런 개념들

이 주위의 다른 개념들과 비교적 약한 연결 강도를 보이고 있었다.
한편, 일반학생의 언어네트워크에서는 ‘호수’를 제외한 모든 개념의 동심원이 크게 나타

난 반면, 과학영재들은 허브 개념인 ‘자갈, 역암, 분급, 불량, 원마도’ 등이 크게 나타났다. 언
어네트워크의 동심원의 크기는 중심성 값에 비례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그 크기가 클수록 핵

심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일반학생들은 퇴적환경을 추론하는 과

정에서 사용된 개념 대부분을 핵심 개념으로 사용하지만, 과학영재들은 특정 개념만을 핵심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학생들은 노두에서 관찰한 

퇴적물의 특성을 학습자의 인지구조 내에서 적절한 처리과정 없이 관찰 내용을 그대로 기술

하고 있는 반면, 과학영재들은 분급, 원마도 등의 과학적 개념과 관련지어 퇴적환경을 추론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IV. 결론  제언

본 연구에서는 전북 부안군 소재 채석강 일대에서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야외

지질학습을 실시해보고 이를 통해 학습된 퇴적환경에 대한 언어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개념과 

이들 사이의 구조적 특성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야외지질

학습 동안 학생들이 작성한 탐구활동 보고서를 언어네트워크로 시각화하여 개념 사이의 구

조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영재의 언어네트워크는 일반학생에 비해 사용된 개념의 수, 개념 사이의 선의 

수가 많아 크고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과학영재들의 언어네트워크를 구성

하는 개념의 수가 많은 것으로 보아 퇴적환경을 추론할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선의 수가 많다는 것으로 보아 퇴적환경을 추론하는 데 사용된 개념들이 

별개로 존재하기보다는 서로 긴 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과학영재들은 허브 개념이 가장 높은 사용빈도를 보인 단어와 일치한 반면, 일반학

생들은 허브 개념과 높은 사용 빈도를 보인 개념이 서로 차이를 보인다. 허브 개념이 언어네

트워크에서 정보의 흐름이나 다른 개념과의 연결이 잘 이뤄주도록 도와준다는 측면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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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과학영재들은 야외지질학습을 통해 학습된 여러 개념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반면 일

반학생들은 퇴적환경 관련 개념들이 파편화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격포분지의 퇴적환경을 추론하기 위해 과학영재와 일반학생 공통적으로 노두에 분

포하는 자갈의 특성을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퇴적환경을 해석하고 있지만 언어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은 서로 다른 차이를 보였다. 과학영재들은 퇴적환경을 추론하는 문제 해결과정

에서 분급, 원마도 등의 선행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퇴적물 분포 특성에 대한 규칙성

을 발견함으로써 퇴적환경을 해석한 반면 일반학생들은 학습자의 인지구조 내에서 적절한 

처리 과정 없이 관찰 내용을 그대로 기술하는 데 그치고 있다.
위의 결과로 볼 때 채석강에서 야외지질학습을 하면서 획득된 퇴적환경에 대한 언어네트

워크는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탐구활동 보고서의 개별 내용만을 분석했다면 과학영재와 일반학생 모두 자갈의 관찰 특성

을 바탕으로 퇴적환경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언어네트

워크의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과학영재와 일반학생들은 서로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언어네

트워크분석은 학습자가 보이지 않는 특정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여 개념 구조를 형성

하고 있는지에 대한 특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연구대상에 따른 차이를 비

교하기도 적합하다.
또한 학생들이 작성한 탐구활동 보고서와 같은 질적 자료를 단어의 사용 빈도나 여러 분

석지표를 산출하여 양적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질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의 장점 때문에 언어네트워크분석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과학

영재교육에 적용한 사례는 많지 않다. 또한 영재교육에 대한 연구가 단지 과학영재에만 국

한한 것이 아니라 수학, 예술 등 여러 분야를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교과별 영재 특성을 

시각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네트워크분석을 여

러 학습 상황에 적용하여 영재들의 특성을 분석하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가 다양한 크기와 모양을 가진 자갈이 퇴적된 채석강 일대에 국한해서 수

행한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퇴적환경이 다른 모든 장소에서의 야외지질학습 결과로서 일반

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장소에서 야외지질학습을 실시해 보고 

언어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비교할 수 있다면 야외지질학습 동안 나타나는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특징을 보다 명확히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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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ison of the Learning Semantic Network about 
Sedimentary Environment between Science Gifted Students 

and Non-Gifted Students through Geological Field Tr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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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difference of semantic network about 

sedimentary environment between science gifted students and non-gifted students through 

field trip. The fifteen high school science gifted students and non-gifted students were 

participated in the field trip for this study. The geological field trip was performed in 

Chaseokgang, which suitable learning place for sedimentary environments. Data included field 

trip observation and students’ inquiry activity reports. The inquiry activity reports were analyzed 

using the semantic network analysis metho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semantic network of science gifted students was larger and complex structures than that 

of the non-gifted students. Second, science gifted students were interpreted that changes of 

sedimentary environment was connected with the sorting and the roundness. On the other 

hand, semantic network of non-gifted students were become fragmented because they were 

not interpreted sedimentary environment related to scientific concepts.

Key Words: Science gifted students, Non-gifted students, Field trip, Sedimentary environment, 

Semantic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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