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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에서는 초등 과학 영재 학생들의 과학 영재 수업에 대한 반성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4~6

학년 과학 영재 학생 20명이 작성한 총 91개의 반성 일지를 ‘생산적 반성’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반성 일지에 포

함된 수업 측면의 수를 의미하는 ‘포함 점수’의 평균은 5점 만점 중에 2.99이었으며, 학생들의 학년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상관이 없었다. 대부분의 반성 일지에는 ‘과학 영재 학생(93.4%)’ 측면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과학 영재 교수 전략 및 지

도(70.3%)’, ‘과학 내용 지식(68.1%)’, ‘과학 영재 교육 과정(57.1%)’ 측면이 포함된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과학 영재 교육 평

가(9.9%)’ 측면이 포함된 경우는 매우 적었다. 생산적 반성 수준의 지표가 되는 것으로 반성 일지에 통합된 수업 측면의 수

를 의미하는 ‘통합 점수’의 평균은 5점 만점 중에 2.84이었으며, 학년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반성 일지 중

에서 전혀 통합이 없는 경우는 6.6%, 2가지 측면이 통합된 경우는 34.1%, 3가지 측면이 통합된 경우는 39.6%, 4가지 측면이

통합된 경우는 25.3%였으며, 5가지 측면이 모두 통합된 경우는 없었다. 특히, 모든 반성 일지에서 ‘과학 영재 학생(100.0%)’

과 다른 측면들이 통합되어 있었으며, ‘과학 영재 교수 전략 및 지도(70.3%)’, ‘과학 내용 지식(65.9%)’, ‘과학 영재 교육 과

정(53.8%)’ 측면과 다른 측면이 통합된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과학 영재 교육 평가(9.9%)’ 측면과 다른 측면이 통합된 경

우는 매우 적었다. 실험 중심 수업과 이론 중심 수업의 ‘포함 점수’ 및 ‘통합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론 중심 수업보다 실험 중심 수업에서 포함 유형과 통합 유형이 좀 더 다양해졌고, 더 많은 측면들이 함께 포함되

거나 통합되는 경향이 있었다. 

주제어: 반성 일지, 생산적 반성, 초등 과학 영재 학생의 과학 수업 반성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science-gifted elementary students’ reflection of their science

classes. To do this, 91 reflective journals of 20 science-gifted elementary students were analyzed in terms of ‘productive

reflection’.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mean score of the inclusion scores, which mean the number of aspects of teaching

included, was 2.99 on a scale of 5 points and was not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grade level. Most of the reflective journals

included the aspects of ‘science-gifted students (93.4%)’. ‘Instructional strategies and instruction for science-gifted education

(70.3%)’, ‘subject matter knowledge (68.1%)’, and ‘curriculum for science-gifted education (57.1%)’ were also frequently

included. However, ‘assessment in science-gifted education (9.9%)’ was hardly included. The mean score of the integration

scores, which mean the number of aspects of teaching integrated as an index of productive reflection, was 2.84 on a scale

of 5 points and was not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grade level. 6.6% of the journals showed no integrations. 34.1% of the

journals integrated only two aspects, 39.6% of the journals integrated three aspects, 25.3% of the journals integrated four

aspects, and no journals integrated all five aspects. Especially, the integrations between ‘science-gifted students (100.0%)’ and

the other aspects were included in all journals. The integrations between ‘instructional strategies and instruction for science-

gifted education (70.3%)’ and/or ‘subject matter knowledge (65.9%)’ and/or ‘curriculum for science-gifted education (53.8%)’ and

the other aspects were also frequently included. However, the integrations between ‘assessment in science-gifted education

(9.9%)’ and the other aspects were hardly included.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experiment-

centered instruction and theory-centered instruction in the inclusion and integration scores. However, there were more diverse

inclusion and integration types, and more aspects tended to be included or integrated in experiment-centered instruction than

in theory-centered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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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초등 영재 교육은 대개 별도의 영재 교육

기관에서 엄격하고 치열한 선발 과정을 거쳐 학생들을

선발한 후 자체 개발한 교육 과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 비하여 융통성이 있다.1 이에 영재 학생들은

영재 교육에 대한 높은 교육적 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

러한 교육적 요구는 정규수업과는 차별화된 수업을 제공

함으로써 충족시켜 줄 수 있다.2−4 그러나 현재 이루어지

고 있는 많은 과학 영재 수업의 수준은 이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3,5−10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

요하다.

영재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먼저 좋은 영재 수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좋은 수업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의미 규정을 살펴보면, 좋은 수업은 ‘학습자가 재미를 느

끼고,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해주며,

교사와 학습자 간의 충실한 상호작용이 일어나 교수-학

습 효율을 극대화하는 수업’이라고 한다.11 또한, ‘수업의

실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러한 문제를 극

복하는 수업’을 좋은 수업이라고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12

즉, 수업에서는 교사의 수업 ‘지도’와 학생들의 ‘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교사와 학생이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좋은 수업이란 교사와 학생 간에 적극적

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

다. 다시 말해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결과에 대한 교사의

피드백에 의해 발전하고,13−18 교사는 자신의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와 피드백에 의해 발전할 수 있다.19−22 이렇

듯 교사와 학생은 상호유기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영재 수업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즉, 영재 수업

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사 스스로 자신의 영재 수업에

대하여 반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재 수업에 대

한 학생들의 평가와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과학 영재 수업에 대한 학생 평가와

피드백은 주로 학기말에 체크리스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수업 개선 방향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

를 얻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과학 영재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풍부한 평가와 피드백을 제공받을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학생들이 수업 후에 수업의 내용과

활동 및 학습 과정과 결과 등을 정리 또는 평가하거나 수

업 중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 등을 서술하는 반성 일지

가 유용할 수 있다. 즉 교사는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반성

일지를 분석하여 학습 과정과 결과 및 특성 등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23 또한 학생들의 반성 일지에 나타난 자신의 수업

내용과 전략 및 행동 등에 대한 유의미한 반응들을 수렴

하여 다음 수업에 반영함으로써 수업 개선에 도움을 받

을 수 있다. 학생 입장에서는 반성 일지 작성 과정에서 수

업 목표와 내용 및 전략 등에 대한 명확한 인식 기회나 자

신의 수업태도와 행동 및 학습 과정과 결과에 대한 반성

기회를 가지게 됨으로써, 향후 자신의 학습을 개선할 수

있다.24−30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교사에게 구체적인 수업

개선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반성 일지를 활

용하여 과학 영재 학생들이 과학 영재 수업을 반성 및 평

가하는 관점을 조사한다면 과학 영재 수업을 개선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부 선행연구31−35에서는 예비 및 현직 교사의 수

업 전문성 향상을 위해 ‘생산적 반성’ 관점에서 그들의 반

성 일지를 분석한 바 있다. 생산적 반성이란 수업에서 상

호작용하는 주요 측면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반성을

의미하며, 비생산적 반성은 수업의 주요 측면에 대한 통

합이나 분석 없이 단순히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반성을

의미한다.31 이러한 구분은 수업의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수업을 반성하게 함으로써 수업에 대한 복합

적 관점을 발달시킬 수 있고,31 수업 반성의 질 제고 및 수

업 개선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시사점을 준다는 점에서

실제적이라고 주장된다.32−35 같은 맥락에서 반성 일지를

통해 과학 영재 학생들이 과학 영재 수업을 반성 및 평가

하는 관점을 생산적 반성 관점에서 분석하여 교사의 경

우와 비교한다면 교사에게 과학 영재 수업 반성이나 질

개선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교사와

학생이 수업을 반성 및 평가하는 관점이나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36,37에서 볼 때, 그 유용성은 더욱 크다. 예를

들어, 교사와 비교하여 과학 영재 학생들이 과학 영재 수

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간과한 측면이 무엇인지, 수

업의 어떤 측면들을 관련지어 수업을 평가하고 해석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이러한 관점에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

사의 반성 일지는 교사의 생각이나 느낌 위주로 작성된

반면 학생들의 반성 일지는 학생들의 실제 생각이나 느

낌이 표현된 것이므로, 수업 결과에 대해 보다 직접적이

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교사가 자신의 과학 영

재 수업에 대한 반성의 폭과 깊이를 넓힘은 물론 이를 바

탕으로 과학 영재 수업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반 과학 수업뿐만 아니라 과학 영재

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의 반성 일지를 분석한 연구는 찾

아보기 힘들며, 특히 생산적 반성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

는 없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초등 과학 영재 학생들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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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영재 수업에 대한 반성의 특징을 생산적 반성 관점에

서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

강원도 태백 교육지원청 영재 교육원에서는 영재 교육

대상 학생들을 교사 관찰·추천제에 의해 선발하고 있다.

즉, 담임교사의 추천을 통해 1차 선발하고 학교추천위원

회에서 학교별 배정 인원 내에서 학급 추천 점수에 따라

2차 선발한 후, 영재성 검사와 심층 면접을 통해 최종 교

육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다. 그리고 1년 동안의 누적 평

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진급을 희망하는 학생만이 진

급하며, 부족 인원은 앞의 과정을 통해 보충하고 있다. 선

발된 학생들은 학년 구분 없이 다양한 학년의 학생들이

함께 동일한 과학 영재 수업을 받고 있다.

이 영재 교육원에 소속된 초등 과학 영재 학생 20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4학년은 5명, 5학년은 7명, 6학

년은 8명이었다. 이들은 학년과 선발 시기에 따라 영재

교육을 받은 기간이 다르지만, 보통 4학년은 1년, 5학년

은 2년, 6학년은 3년의 영재 교육 경험이 있다. 

연구 절차

먼저 해당 영재 교육원의 과학 영재 교육 담당교사 3명

에게 연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여 동의를 얻었다. 담당

교사에게 학생들의 반성 일지 작성에 대해 안내한 후, 학

생들에게 ‘과학 영재 수업에 대한 나의 생각 쓰기’ 설문지

를 작성하도록 부탁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3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가능한 과학 영재 수업이 끝난 직

후 학생들에게 배부하여 30분 동안 작성하도록 하되 시

간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과제로 내주어 1일 이내에 작성

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수업 활

동지와 지도안 등도 수집하였다. 이에 따라, 결석하거나

과제를 하지 않은 몇몇 학생들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92개의 설문지를 수집하였으며, 학생별로는 각각 1~7부

의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그 중 1개의 설문지에는 과학

영재 수업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영재 교육원 전반에 대

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수업의

주제는 크게 물과 생활, 회전 운동 탐구, 무게 중심 탐구,

깡통 경주 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검사 도구

‘과학 영재 수업에 대한 나의 생각 쓰기’ 설문지는 학생

들의 배경 변인과 반성 일지의 2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

다. 학생들의 배경 변인 항목에는 성, 학년, 이름, 영재 교

육을 받은 기간을 적도록 구성하였다. 반성 일지 항목에

는 수업 주제와 수업 일시를 적은 후, “다음은 과학 영재

수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쓰는 공간입니다. 이번 수

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오늘 과

학 영재 수업에서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등을 포함하여

최대한 자세하게 써보세요. (형식은 자유롭고, 분량은 10

줄 이상입니다.)”라는 안내문을 읽고 반성 일지를 자유롭

게 작성하도록 구성하였다. 

분석 방법

반성 일지 분석 기준으로는, 선행연구32에서 과학 영재

교육 담당교사들의 반성 일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한

분석 기준을 이 연구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으

며, 구체적인 기준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이 분석 기준

에서는 반성 일지 분석을 위한 코딩 기준을 과학 영재 수

업의 5가지 측면 즉, 과학 영재 학생, 과학 내용 지식, 과

학 영재 교육 과정, 과학 영재 교육 평가, 과학 영재 교수

전략 및 지도별로 세분하여 제시하였다. 즉, ‘과학 영재

학생’ 측면의 하위 항목에는 과학 영재 학생의 다양한 인

지적·정의적 특성 및 수업 참여와 행동, 수행 수준 등에

관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 내용 지식’ 측면은

과학 내용뿐만 아니라 과학 탐구 과정과 과학의 본성, 실

험 방법과 결과 및 안전에 대한 지식 등으로 구성하였다.

‘과학 영재 교육 과정’ 측면의 하위 항목에는 과학 영재

수업의 목표와 방향 및 주제, 과학 영재 수업에서 다룬 내

용 및 정규 교육과정과의 연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과학

영재 교육 평가’ 측면은 과학 영재 교육 평가의 목적, 내

용, 방법, 결과 등에 관한 요소들로 구성하였으며, ‘과학

영재 교수 전략 및 지도’ 측면은 과학 영재 수업 지도를

위한 다양한 교수 전략 및 수업 운영 전략에 관한 요소들

로 구성하였다. 또한, 2가지 이상의 측면 사이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수업에 대한 해석, 대안 제시, 평가를 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규정하였다. 즉, 이 분석 기준은 과학

영재 수업 반성 과정에서 수업의 5가지 측면 중 어떤 측

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와 몇 가지 측면들을 통합하

여 생각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므로, 교사뿐만 아니

라 과학 영재 학생들에게도 적용 가능하다. 이때 과학 영

재 학생들이 수업의 각 측면이나 세부 요소를 실제로 인

지하고 반성 일지를 작성했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이 분석 기준과 선행연구32의 분석 방법을 토대로 각 반

성 일지를 분석하였다. 즉, 대체로 한 문장에 하나의 측면

이 ‘포함’된 것으로 코딩하였으며, 하나의 문장에 2가지

이상의 측면이 포함된 경우 여러 측면이 ‘포함’된 것으로

중복 코딩하였다. 수업의 5가지 측면과 직접적으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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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문장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통합’의 경우에는

문단 단위로 분석하여 한 문단에서 여러 측면이 통합적

으로 나타난 부분을 확인하고 코딩하였다. 그 후 관련된

내용으로 통합이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문단을

고려하여 최종 통합 유형을 결정하였다. 수업의 5가지 측

면 중 반성 일지에 ‘포함’되거나 ‘통합’된 측면의 개수에

따라 각각 ‘포함 점수’와 ‘통합 점수’를 Table 1의 기준에 따

라 계산하였다. 이때 각 점수가 높을수록 반성 일지에 포함

또는 통합된 수업의 측면이 많음을 의미하며, 특히 ‘통합

점수’가 높을수록 생산적 반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료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명의 분석자가 함

께 반성 일지를 반복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로는 전체 및 수업 유형별로 포함 및 통합된 측면의

개수와 항목에 따른 빈도와 백분율(%) 및 대표적인 사례

를 제시하였다. 또한 ‘포함 점수’ 및 ‘통합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제시하였다. 수업 주제와 상황, 자료

수집 방법 등이 달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인 경향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과학 영재 교육 담

당교사의 반성 일지에서 나타난 선행연구의 결과32와 비

교하여 논의하였다. ‘포함 점수’나 ‘통합 점수’와 학년과

의 관련성을 조사하기 위한 상관 분석 및 수업 유형에 따

른 ‘포함 점수’와 ‘통합 점수’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한 독

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후, 그 결과도 제시하였다. 

모든 연구자가 공동으로 연구 결과를 해석하고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과학 교육 전문가 2인에게 자문을 받

아 수정 및 보완하였다. 

결과 및 논의

반성 일지에 포함된 측면

반성 일지에 포함된 측면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

다. ‘포함 점수’의 평균은 5점 만점 중에 2.99였으며, 학년

(r=.032, p>.05)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즉,

학년에 관계없이 초등 과학 영재 학생들의 반성 일지에

는 평균적으로 3가지 측면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가지 측면이 포함된 경우가

48.4%로 가장 많았으며, 그 중에서도 ‘과학 영재 학생’,

‘과학 내용 지식’, ‘과학 영재 교수 전략 및 지도’ 측면이

함께 포함된 경우가 17.6%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과학 영재 학생’, ‘과학 내용 지식’, ‘과학 영재 교육 과정’이

함께 포함된 경우와 ‘과학 영재 학생’, ‘과학 영재 교육 과

정’, ‘과학 영재 교수 전략 및 지도’가 함께 포함된 경우가

각각 12.1%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다른 경우는 5.0% 미

만으로 나타났다. 4가지 측면이 함께 포함된 경우도 26.4%

로 비교적 많았는데, 대부분 ‘과학 영재 학생’, ‘과학 내용

지식’, ‘과학 영재 교육 과정’, ‘과학 영재 교수 전략 및 지

도’ 측면이 포함된 경우였다(22.0%). 2가지 측면이 함께

포함된 경우도 23.1%로 많았으며, 그 중에서도 ‘과학 영

재 학생’, ‘과학 영재 교수 전략 및 지도’가 함께 포함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11.0%). 1가지 측면만 포함된 경우는

2.2%로 매우 적었으며, 5가지 측면이 모두 함께 포함된

경우는 없었다.

각 측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과학 영재 학생’ 측면은

대부분의 반성 일지(93.4%)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과학

영재 교수 전략 및 지도(70.3%)’, ‘과학 내용 지식(68.1%)’,

‘과학 영재 교육 과정(57.1%)’ 측면이 포함된 경우도 많았

다. 반면 ‘과학 영재 교육 평가(9.9%)’ 측면이 포함된 경우

는 매우 적었다. 즉, 대부분의 과학 영재 학생들이 자기중

심적인 입장에서 반성 일지를 작성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많은 학생들이 교사의 지도 방법이나 과학 영재 수업

에서 다룬 주제와 내용 및 지식 등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

고 수업을 반성 및 평가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결과들을 과학 영재 교육 담당교사의 반성 일지에

서 나타난 결과32와 비교하면, 교사와 학생의 반성 일지에

서는 공통적으로 ‘과학 영재 학생’과 ‘과학 영재 교수 전

략 및 지도’ 측면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교사에 비하여 학생의 반성 일지에서는 ‘과학

영재 교수 전략 및 지도’ 측면이 포함된 경우가 30% 정도

적게 나타났다. 또한, 교사의 반성 일지에서는 ‘과학 내용

지식’ 측면이 매우 적게 나타났던 것과 달리, 학생의 반성

일지에서는 이 측면이 60% 정도 많이 나타났으며, ‘과학

영재 교육 과정’ 측면이 포함된 경우도 15% 정도 증가하

였다. 이로 인하여, 3가지 측면이 포함된 경우가 다양하

게 나타났으며, 특히 4가지 측면이 포함된 경우가 20% 정

도 증가하였다. 이런 결과는 초등 과학 영재 학생들은 교

사와 유사하게 ‘과학 영재 학생’과 ‘과학 영재 교수 전략

및 지도’에 대한 관심이 높으나, 교사에 비하여 ‘과학 영

Table 1. Scoring system for inclusion and integration scores

Category Level Score

Inclusion
score

1 aspect of teaching included
2 aspects of teaching included
3 aspects of teaching included
4 aspects of teaching included
5 aspects of teaching included

1
2
3
4
5

Integration
score

no integration
2 aspects of teaching integrated
3 aspects of teaching integrated
4 aspects of teaching integrated
5 aspects of teaching integrated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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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교수 전략 및 지도’ 측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

음을 의미한다. 또한, 교사와 달리 ‘과학 내용 지식’ 측면

에는 높은 관심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교사와 학생 모

두 수업에서 학생과 지도 측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교사는 수업의 공급자로서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

했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학생은 수업의 수

요자로서 자기가 어떤 주제와 개념을 배웠는지를 더 중

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수업을 바라보는

교사와 학생의 근본적인 특성의 차이로 인하여 이런 결

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교사와 마찬가지로 학생들

의 반성 일지에는 ‘과학 영재 교육 평가’ 측면이 매우 적

게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교사가 수업 과정에서 평가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학생들이 평가에 대하여

생각할 기회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학

생 자체로도 학습에서 평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한편, 분류가 불가능한 1개 반성 일지를 제외하고 수업

유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Table 3), ‘실험 중심 수업(3.07)’과

‘이론 중심 수업(2.87)’의 ‘포함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1.17, p=.244). 즉, 수업 유형은 과학

영재 학생들의 반성 일지에 포함된 측면의 수에는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각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

한 결과에서도 수업 유형에 따라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러

나 ‘이론 중심 수업’보다 ‘실험 중심 수업’에서 ‘과학 내용

지식’과 ‘과학 영재 교육 평가’ 측면이 포함된 비율이

10% 정도 높았던 반면, ‘과학 영재 교육 과정’ 측면에서

는 그 반대였다. 이로 인해 ‘실험 중심 수업’에서 포함 유

형이 좀 더 다양해졌고, 더 많은 측면들이 함께 포함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결과는 이론 중심 수업에 비하여 실

험 중심 수업 상황에서 과학 영재 학생들은 ‘과학 내용 지

식’과 ‘과학 영재 교육 평가’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

는 반면, ‘과학 영재 교육 과정’ 측면에는 관심이 상대적

으로 적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이 연구의 실험 중심 수업

에서는 실험 방법이나 결과에 대한 지식이나 원리 등이

강조되고 시합 형식의 평가 방법이 종종 활용된 반면, 이

론 중심 수업에서는 과학 내용 지식 위주로 수업이 진행

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각 측면에 대한 세부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

Table 2. Profiles of the students’ reflection in inclusion aspect

Profile description Number (%) Total
Inclusion score

M SD

1 aspect of teaching included
L 1(1.1)

2(2.2)

2.99 .77

K 1(1.1)

2 aspect of teaching included

L, I 10(11.0)

21(23.1)
L, K 5(5.5)

K, C 4(4.4)

L, C 2(2.2)

3 aspect of teaching included

L, K, I 16(17.6)

44(48.4)

L, K, C 11(12.1)

L, C, I 11(12.1)

L, A, I 3(3.3)

L, C, A 2(2.2)

K, C, I 1(1.1)

4 aspect of teaching included

L, K, C, I 20(22.0)

24(26.4)L, K, A, I 3(3.3)

L, K, C, A 1(1.1)

5 aspect of teaching included 0(0.0) 0(0.0)

Total 91(100.0)

* Summary rows 

Includes at least L 85(93.4)

Includes at least K 62(68.1)

Includes at least C 52(57.1)

Includes at least A 9(9.9)

Includes at least I 64(70.3)

L = science-gifted student, K = subject matter knowledge, C = curriculum for science-gifted education, A = assessment in science-gifted edu-

cation, I = instructional strategy and instruction for science-gifte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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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학 영재 학생’ 측면 중에서는 ‘학습자의 이해, 탐구

능력, 창의성 수준(76.9%)’, ‘학습자의 흥미, 동기, 성향

(69.2%)’, ‘학습자의 행동(49.5%)’이 많이 나타났으며, ‘학

습자의 수업 참여(25.3%)’, ‘학습자의 의문이나 질문(19.8%)’

항목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과학 영재 교육

담당교사의 반성 일지에 나타난 결과32에 비하여 전반적

으로 높은 비율이다. 즉, 교사보다 과학 영재 학생들이 자

신의 동기적 특성과 학업 수행 수준 및 수업 참여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업을 반성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는 초등 과학 영재 학생들의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수업

에 대한 반성 과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사례이다. 

불가사의한 포크라는 탐구하기는 난 ‘저걸 어떻게 하지?

이쑤시개가 포크랑 숟가락보다 훨씬 가벼운데 그걸 컵

위에 이쑤시개도 어떻게 세우지?’ 라는 생각을 했다. 각

도도 옳기고, 위치도 바꾸고 하다보니까 됐다. 신기했다.

내가 했지만 신기했다. 이쑤시개가 반은 탔는데도 컵 위

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한 번 해보니까 아무 곳에나 다

할 때도 정말 쉬웠다. 참 놀라웠다. 역시 무게 중심이군.

날 놀라게 만들다니. 

오늘 과학 영재 수업에선 예전과 달리 유독 재미있었던

것 같다. 아마도 내가 흥미가 있었던 분야라서 그랬었던

것 같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다. 아쉬운 점으로는

실험할 때 모둠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아 힘

들었고, 시간이 없어서 또 다른 빠른 깡통의 조건을 찾

기 못해 아쉬웠다.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조건도

찾아보고 싶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진짜인지 확인하는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과학 영재 교수 전략 및 지도’ 측면 중에서는 교사의

경우32와 유사하게 ‘내용 구성(39.6%)’ 항목이 가장 많았고,

‘교구/교재 준비(22.0%)’ 및 ‘교사의 설명 및 안내(20.9%)’

항목도 비교적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항목들은

10% 미만으로 적게 나타났다. 즉, 과학 영재 학생들은 교

Table 3. Profiles of the students’ reflection in inclusion aspect by instruction types

Profile description

Experiment-centered instruction Theory-centered instruction

Number
(%)

Total
Inclusion score Number

(%)
Total

Inclusion score

M SD M SD

1 aspect of teaching included
L 0(0.0)

1(1.7)

3.07 .76

1(3.3)
1(3.3)

2.87 .78

K 1(1.7) 0(0.0)

2 aspect of teaching included

L, I 8(13.3)

12(20.0)

2(6.7)

8(26.7)
L, K 3(5.0) 2(6.7)

K, C 1(1.7) 3(10.0)

L, C 0(0.0) 1(3.3)

3 aspect of teaching included

L, K, I 11(18.3)

29(48.3)

5(16.7)

15(50.0)

L, K, C 9(15.0) 2(6.7)

L, C, I 4(6.7) 7(23.3)

L, A, I 2(3.3) 1(3.3)

L, C, A 2(3.3) 0(0.0)

K, C, I 1(1.7) 0(0.0)

4 aspect of teaching included

L, K, C, I 14(23.3)

18(30.0)

6(20.0)

6(20.0)L, K, A, I 3(5.0) 0(0.0)

L, K, C, A 1(1.7) 0(0.0)

5 aspect of teaching included 0(0.0) 0(0.0) 0(0.0) 0(0.0)

Total 60(100.0) 30(100.0)

* Summary rows 

Includes at least L 57(95.0) 27(90.0)

Includes at least K 44(73.3) 18(60.0)

Includes at least C 32(53.3) 19(63.3)

Includes at least A 8(13.3) 1(3.3)

Includes at least I 43(71.7) 21(70.0)

L = science-gifted student, K = subject matter knowledge, C = curriculum for science-gifted education, A = assessment in science-gifted edu-

cation, I = instructional strategy and instruction for science-gifte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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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수업내용 구성과 설명 및 안내, 교구/교재 준비 등에

관한 반성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반성 일지의 일부이다.

처음에는 내가 관심이 많은 화성에 대해서 배웠고 두 번

째는 물에 대한 탐구 주제 계획을 정하였다. 그리고 마

지막으로 물에 대한 동영상을 보았는데 그 동영상을 보

니 수업 내용이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았고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오늘 수업에서 아쉬웠던 점은 실험 같은

것이 없었던 점이 아쉬웠었다. 그리고 다음 수업이 정말

기대된다.

오늘 사과, 토마토, 파인애플 속에 들어있는 물을 확인한

다고 즙을 짰다. 믹서기는 다른 모둠이 쓰고 있어서 우

리는 삼베를 깔고 직접 찧은 후 손으로 즙을 짰다. 직접

자르고 빻고, 짜니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릇을 계속 씻

어 와야 되는 불편함도 있었다. 

한편, 과학적 창의성 신장 전략, 동기 유발 전략, 상호작

용 촉진 전략 등과 같은 교수-학습 전략이 과학 영재 수업

의 차별성과 효과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38,39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이 측면에 대한 반성을 적게 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는 많은 학생들이 과학 영

재 수업에서 차지하는 교수-학습 전략의 역할 및 중요성

에 대하여 충분하게 인식하지 못했거나, 교사가 교수-학

습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여 학생들이 교수-

학습 전략의 적절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적

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과학 내용 지식’ 측면 중에서는 ‘과학 내용 지식(39.6%)’

항목이 가장 많았고, ‘실험 결과에 대한 지식(26.4%)’,

‘실험 방법에 대한 지식(20.9%)’, ‘실험과 이론의 연계

(13.2%)’ 항목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수업에서 했던 실

험 방법과 결과를 되짚어 보면서 과학 개념이나 원리에

대하여 정리하거나 자신의 학습 활동에 대하여 반성했

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실험을 통

해 새롭게 알게 되는 지식을 과학 영재 수업의 중요한 요

소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에 관한

사례이다.

무게 중심은 일상에서 많이 활용된다. 장난감에서는 오

뚝이가 대표적이다. 왜냐하면 한 쪽으로 넘어뜨려도 무

게 중심 쪽으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이다. (중략) 배도 무

게 중심이 맞지 않게 만들어지면 뜰 수도 없고 사람도

태우지 못 할 것이다. 무게 중심은 항상 우리 곁에 있다.

그런데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이 깡통을 만들기 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무엇

인지 생각했다.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①은 내용물의

유무다. 그 이유는 무게차가 있기 때문이다. ②는 지름의

길이다. 왜냐하면 긴 것이 더 빠르게 갈 것 같기 때문이

다. 깡통의 빠르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무게다.

실험을 해 본 결과 무거운 게 빠르게 구른다. 우리가 그

린 설계도는 빠른 깡통은 철이고 긴 깡통에 물을 넣은

다음 고무찰흙으로 뚜껑을 닫는다. 느린 깡통은 알루미

늄이고 짧은 깡통에 오돌토돌하게 고무찰흙을 붙인다.

안에는 내용물을 넣지 않는다.

‘과학 영재 교육 과정’ 측면 중에서는, ‘수업의 목표, 방

향, 주제(50.5%)’ 항목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수업에서

다룬 과학 내용 지식(17.6%)’ 항목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반면, ‘수업에서 다룬 과학 탐구 과정 지식’과 ‘정규교육

과정과의 연계’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많은 학생들이

과학 영재 수업의 목표와 방향 및 주제에 대해 많은 관심

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생의 입장에서 수업

에서 다룬 과학 내용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번 시간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물체의 무게

중심을 찾는 과정을 통해 무게 중심에 대한 의미를 알고,

무게 중심에 관심을 가지는 교육을 받았다. 이번 시간에

는 다양한 물체의 중심을 잡아보고 ‘돌아라 당근 접시’,

‘불가사의한 포크’ 등의 활동을 하면서 무게 중심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오늘은 실험보다 이론을 주로 하였는데 각 이론들마다

공통적인 주제가 일상생활에서의 무게 중심이었다. 여러

이론과 실험이 있었는데 그 중 내가 가장 놀랍게 보았던

것은 받침점과 무게 중심의 위치 관계에 대한 실험, 이

론이었다. 

‘과학 영재 교육 평가’ 측면 중에서는 ‘평가 결과(8.8%)’와

‘평가 방법(4.4%)’ 항목이 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과

학 영재 학생들이 학습 평가에 대해서 크게 의식하고 있

지는 않지만, 학습 평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평가 방법

이나 결과에 대하여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과학

영재 학생들이 평가 방법이나 결과에 대하여 비교적 민

감하게 생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먼저 한 계란을 깨뜨리지 않고 세우기가 어떻게 잘 세울

지 궁금했다. 그래도 계란이 무게 중심이 맞았는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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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으로 세워서 좋았다. 그 다음으로 동전 올리기인데,

동전을 종이로 올리기이다. 내가 아쉬웠던 점은 모둠 당

1명만 뽑힌다는 거였다. 2명 이상 뽑았으면 잘 할 수 있

는데 아쉬웠다.

반성 일지에서 나타난 통합 수준

반성 일지에서 나타난 통합 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통합 점수’의 평균은 5점 만점 중에 2.84

이었으며, 학년(r=.084, p>.05)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

관이 없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혀 통합이 없는 경

우는 6.6%, 2가지 측면이 통합된 경우는 34.1%, 3가지 측

면이 통합된 경우는 39.6%, 4가지 측면이 통합된 경우는

25.3%였으며, 5가지 측면이 모두 통합된 경우는 없었다.

즉, 학년에 관계없이 초등 과학 영재 학생들의 반성 일지

에는 대체적으로 2~4가지 측면, 평균적으로 3가지 측면

이 통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모든 반성 일지에

서 ‘과학 영재 학생(100.0%)’과 다른 측면들이 통합되어

있었으며, ‘과학 영재 교수 전략 및 지도(70.3%)’, ‘과학

내용 지식(65.9%)’, ‘과학 영재 교육 과정(53.8%)’ 측면과

다른 측면이 통합된 경우도 많은 편이었다. 그러나 ‘과학

영재 교육 평가’ 측면과 다른 측면이 통합된 경우는 9.9%

로 매우 적었다. 

먼저 2가지 측면이 통합된 경우를 살펴보면, ‘과학 영

재 학생’과 ‘과학 영재 교수 전략 및 지도’ 측면의 통합

(19.8%)과 ‘과학 영재 학생’과 ‘과학 내용 지식’ 측면의 통

합이 비교적 많았다(11.0%). 다음은 각각의 사례인데, 첫

번째 사례에서는 교사가 준비한 교구와 교재의 문제로

인하여 겪은 어려움과 아쉬움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수업 시간에 배운 지식에 대하여 자

신의 언어로 표현한 후 그 지식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변화를 주었다고 반성하고 있다.

[L과 I의 통합]

경사면 만들기는 하드보드지가 잘 잘라지지 않아서 힘들

었고, 더블콘은 콘 모양 2개의 크기가 잘 맞지 않아서

붙이는 것이 어려웠다. 그래서인지 경사면은 울퉁불퉁했

고, 더블콘도 이상한 모양이 되었다. 그래도 더블콘이 위

로 올라가는 것이 신기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동생

과 함께 완벽한 더블콘과 경사면을 만들어 동생에게 보

여 주고 싶다.

Table 4. Profiles of the students’ reflection in integration aspect

Profile description Number (%) Total
Integration score

M SD

No integration 6(6.6) 6(6.6)

2.84 .89

2 aspects of teaching integrated

L, I 18(19.8)

31(34.1)

L, K 10(11.0)

K, C 4(4.4)

L, C 3(3.3)

L, A 2(2.2)

3 aspects of teaching integrated

L, K, I 12(13.2)

36(39.6)

L, K, C 11(12.1)

L, C, I 10(11.0)

L, A, I 2(2.2)

L, C, A 1(1.1)

4 aspects of teaching integrated

L, K, C, I 19(20.9)

23(25.3)L, K, A, I 3(3.3)

L, K, C, A 1(1.1)

5 aspects of teaching integrated 0(0.0) 0(0.0)

Total (repetition checked) 95(104.4)

* Summary rows 

Integrates one or more aspects with L 91(100.0)

Integrates one or more aspects with K 60(65.9)

Integrates one or more aspects with C 49(53.8)

Integrates one or more aspects with A 9(9.9)

Integrates one or more aspects with I 64(70.3)

L = science-gifted student, K = subject matter knowledge, C = curriculum for science-gifted education, A = assessment in science-gifted edu-

cation, I = instructional strategy and instruction for science-gifte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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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과 K의 통합]

나는 평소에 물을 자주 많이 먹지 않는 편이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건강하게 해주는

지 알게 되었다. 만약 물이 없다면? 식물이 살 수 없다.

그래서 초식동물들이 죽고, 육식동물들이 죽고, 인간도

머지않아 죽을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물 대신 음료를

먹는다더라도 음료는 물이 아닌데다가 카페인이 들은 음

료는 먹은 만큼 수분이 빠져나가게 할 것이다. 물을 자

주 먹지 않으면 건강도 많이 나빠지고, 죽을지도 모른다.

나도 앞으로 물도 자주 먹어야겠다. 아마 아토피도 없어

지고 피곤함도 줄어들 것이다. 물 한 컵의 기적이란 대

단하다.

그 외에도 ‘과학 내용 지식’과 ‘과학 영재 교육 과정’ 측

면의 통합(4.4%), ‘과학 영재 학생’과 ‘과학 영재 교육 과

정’ 측면의 통합(3.3%) 및 ‘과학 영재 학생’과 ‘과학 영재

교육 평가’ 측면의 통합(2.2%)이 나타났으나 비율은 상대

적으로 낮았다. 

3가지 측면이 통합된 경우는 ‘과학 영재 학생’, ‘과학 내

용 지식’, ‘과학 영재 교수 전략 및 지도’ 측면의 통합

(13.2%), ‘과학 영재 학생’, ‘과학 내용 지식’, ‘과학 영재

교육 과정’ 측면의 통합(12.1%), ‘과학 영재 학생’, ‘과학

영재 교육 과정’, ‘과학 영재 교수 전략 및 지도’ 측면의

통합(11.0%)이 주로 나타났으며,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실험의 실패 요인을 준비물과 실험

방법에서 찾는 모습 및 실험을 통해 알게 된 사실 등을 서

술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수업 주제에 대해 서술

하고 자신의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실험 방법과 결과를

설명한 후 수업 주제와 실험 결과에 대한 자신의 흥미도

를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 사례에서는 수업 주제와 구성

및 교구 활용에 대해 자신의 흥미와 이해 측면에서 반성

하고 있다.

[L, K, I의 통합]

사과, 토마토, 파인애플의 수분을 측정했는데, 우리의 실

험에서는 토마토가 가장 수분이 많았어야 하지만 가장

조금밖에 나오지 않았다. 아마도 우리의 실험 실패 요인

은 삼베에다가 걸러서 많이 나오지 않은데다가 토마토를

손으로 짜다보니 잘 나오지 않은데 그런 이유로 잘 나오

지 않았던 것 같다. 사과를 짤 때에는 실험이 잘 되었지

만, 물에 희석하여 무게를 재다가 모두 버려져 무게를

제대로 재지 못했고, 파인애플을 짤 때에는 귀찮아서 제

대로 하지 못했다. 이번 실험에서 느꼈던 점은 모든 생

물은 그만큼 물이 막대하게 필요하다는 것, 식물과 동물

이나 둘 다 물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 등이다.

[L, K, C의 통합]

먼저 더블콘을 만들어야 한다. 더블콘이란 원뿔 두 개를

붙여놓은 것을 말한다. 그리고 경사면이 필요하다. 경사

면은 너무 경사가 높지 않게 만들어야한다. 이 더블콘을

경사면 아래쪽에다가 올리면 더블콘이 위로 스스로 올라

간다. 그 이유는 더블콘은 중력에 영향을 받아 무게 중

심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처음에는 더블

콘의 가운데 부분을 받치고 있지만, 경사면이 벌어져 있

기 때문에 받치고 있는 접점이 더블콘의 양쪽 옆으로 이

동하게 된다. 따라서 더블콘의 무게 중심이 점점 내려온

다. 이 실험을 하면서 엄청 신기했다. 손을 대지 않았는

데 위로 올라가는 더블콘과 경사면이 정말 신기하고 멋

졌다.

[L, C, I의 통합]

화성에 물이 있었던 흔적을 발견했다는 것부터 물 응용

실험까지 배웠다. 화성에 물이 있었던 건 뉴스나 교과서

에도 나와서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유인물과 자료가

나와서 많이 신선했다. 또 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도 유

인물에 포함된 만화를 통하여 더 쉽게 알고 이해할 수

있었다. 물 응용 실험은 동영상 자료로 보았는데 건강하

지 않았던 네 사람이 한 달 동안 물을 마시고 건강이 좋

아지는 등의 변화를 보였던 것이 기억에 남았다. 하지만

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가 주제였던 것 같은데 점점 주

제에서 벗어나는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물 응용실험이

47분짜리인데 다 보지 못하여 아쉬웠다. 

이 외에도 ‘과학 영재 학생’, ‘과학 영재 교육 평가’, ‘과

학 영재 교수 전략 및 지도’ 측면의 통합(2.2%)과 ‘과학 영

재 학생’, ‘과학 영재 교육 과정’, ‘과학 영재 교육 평가’ 측

면의 통합(1.1%)이 일부 나타났다. 

4가지 측면이 통합된 경우를 살펴보면, ‘과학 영재 학생’,

‘과학 내용 지식’, ‘과학 영재 교육 과정’, ‘과학 영재 교수

전략 및 지도’ 측면의 통합(20.9%)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즉, 다음 사례에서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알게 된 지식과

함께 수업의 주제와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아쉬움

과 요구 사항을 표출하고 있다.

[L, K, C, I의 통합]

무게 중심의 탐구2에서는 지금까지 한 무게 중심의 1에

서 한 활동을 좀 더 추가적으로 심화적으로 해보았다.

강원도 백지도의 무게 중심 찾기와 더블콘 빠르게 움직

이게 하기가 있었고 물체의 안정성 설명하기도 있었다.

무게 중심의 활용에서는 거꾸로 도는 팽이, 균형 잠자리

만들기가 있었다. 또 중심 잡는 오토바이도 만들어 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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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그것은 모두 무게 중심을 이용한 물체이다. 원래

오뚝이도 만들어야 하지만 시간이 없어 그것은 숙제로

내 주셨다. 나는 그 점이 아쉬웠다. 나는 한 가지 주제로

더 심화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원한다. 그리고 좀 더 원

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다. 또 보다 구체적인 실

험을 원한다.

그 외에는 ‘과학 영재 학생’, ‘과학 내용 지식’, ‘과학 영

재 교육 평가’, ‘과학 영재 교수 전략 및 지도’ 측면의 통

합(3.3%), ‘과학 영재 학생’, ‘과학 내용 지식’, ‘과학 영재

교육 과정’, ‘과학 영재 교육 평가’ 측면의 통합(1.1%)이

나타난 경우도 일부 있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사례에서

는 실험 방법과 결과를 나름대로 정리하고 이를 통해 알

게 된 지식, 교사의 수업 구성과 학생들의 탐구 수행 수준

및 이와 관련된 평가 결과에 대한 만족감과 아쉬움 등을

서술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수업 주제에 대한 자

신의 예상과 실험을 통해 알게 된 지식 및 이로 인한 이후

학습 행동, 평가 결과에 대한 교정 행동과 만족감 등을 표

출하고 있다.

[L, K, A, I의 통합]

이 실험을 할 때는 유리컵 1개와 이쑤시개 1개, 포크 1개,

숟가락 1개가 필요하다. 먼저 포크와 숟가락을 서로 끼

우고 남는 부분에 이쑤시개를 끼운다. 그리고 유리컵 위

에 이쑤시개로 무게 중심을 잡는다. 그 다음 이쑤시개를

불로 태운다. 내가 생각하기론 떨어질 것 같았다. 그런데

계속 무게 중심을 잡고 떨어지지 않았다. 이 실험을 해

서 일부분이 없어져도 무게 중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실험을 했다. ‘달걀 세우

기’, ‘당근에 바늘 꽂고 알로에 뚜껑 위에 세우기’를 했

다. 난 그 2 실험을 성공 못했다. 그런데 당근 세우는 건

아무도 하지 못했다. 달걀 세우기가 엄청 신기했다. 그리

고 한 가지 실험을 더 했는데 그것은 ‘종이 위에 동전 세

우기’다. 나는 이 실험을 제일 잘했다. 그래서 모둠 대표

로 나가 시합을 했는데 내가 이겼다. 너무 좋았다. ‘달걀

세우기’와 ‘당근 세우기’를 못해서 아쉬웠다.

[L, K, C, A의 통합]

이번에는 모둠끼리 가장 빨리 가는 토끼 깡통과 가장 천

천히 굴러가는 거북이를 만들어 대결해 보기로 했다. 처

음, 우리 모둠은 캔에 세로로 구멍을 뚫어서 붙인 “핀 깡

통”이 가장 느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직접 도전

한 후엔 굴러가지 않고 핀에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찰흙을 가득 넣은 깡통을 거북이로 하였다. (하지

만 곧 무거운 것이 빠르다고 정하여 토끼 깡통으로 하였

다.) 토끼는 한쪽에만 찰흙을 채운 깡통으로 하였다. 이

제 모둠별 시작~! 우리 모둠은 토끼는 잘 갔다. 그런데

거북이가 게으름이 많아서 자는 바람에 멈춘 채 3초를

넘겨서 ×가 되었다. 다음에도 거북이가 ×였다. 우리는

마지막에는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 조금 보수하였다. 준

비~땅! 결과, 거북이는 우리 모둠이 1등이었다. 이기니

까 기분이 아주~ 아주 좋다. 

이상의 결과들을 초등 과학 영재 교육 담당교사의 반성

일지에서 나타난 결과32와 비교해보면,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 즉, 반성의 질과 수준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초등 과학 영재 학생들도

‘과학 영재 학생’과 ‘과학 영재 교수학습 전략 및 지도’ 측

면을 관련지어 수업을 반성하는 반면, ‘과학 영재 교육 평

가’ 측면과 다른 측면들을 관련지어 수업을 반성하지 않

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교사에 비하여 과학 영재 학생

들은 ‘과학 내용 지식’ 및 ‘과학 영재 교육 과정’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른 측면들과 관련지어 수업을

반성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로 인하여 교사에 비해 과학

영재 학생들에게서 2가지 측면이 통합된 비율은 30% 가

량 줄어든 반면 3가지 또는 4가지 측면이 통합된 비율은

30% 정도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통합 유형도 더 다양해

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즉, 과학 영재 학생들은 교

사의 수업 운영 방법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지 또는 교사

의 어떤 수업 운영 방법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학습에 능

동적으로 참여하여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과제를 수행했

는지를 관련지어 생각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과학 영재

학생들이 자신의 특성과 교사의 지도 방법의 관련성에만

머무르지 않고, 수업의 주제나 내용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듯이 수업의 여러 측면들에 대한 통

합적 반성은 학습의 효과 및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을 가능하게 하여 향후 자신의 수업 태도나 자기주도학

습 등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런

결과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업 주제나 목

표 개념에 대한 통합적 반성의 경우 단순히 관련 내용을

기술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며, 수업 내용과 교수-학습 전

략이 자신의 수준에 적합한지나 자신의 고차원적 사고력

계발에 효과적인지의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못

하는 제한점이 있었다. 또한, 교수-학습 평가는 학생들의

교육 목표 달성 수준과 특성 파악, 수업 주제와 교수 전략

및 지도 방법의 적절성 등을 판단하여 수업 개선에 도움

이 되는 정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40,41 이 측면을 고려

한 통합적 반성이 부족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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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업 유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Table 5), ‘실험 중

심 수업(2.93)’과 ‘이론 중심 수업(2.73)’의 ‘통합 점수’ 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84, p=.403). 즉,

수업 유형에 따라 과학 영재 학생들의 반성 일지에서 나

타난 통합 수준은 별 차이가 없었다. 각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수업 유형에 따라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통합 유형의 수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즉,

2가지 측면과 3가지 측면이 통합된 유형은 실험 중심 수

업에서 5가지였지만 이론 중심 수업에서는 4가지였다.

또한 4가지 측면이 통합된 유형은 실험 중심 수업에서는

3가지였지만 이론 중심 수업에서는 1가지로 나타났다.

즉, 이론 중심 수업보다 실험 중심 수업에서 통합 유형이

더 다양해지고, 더 많은 측면들이 통합되는 경향이 있었

다. 이는 실험을 통한 내용 학습이라는 실험 중심 수업의

특성 상 이론 중심 수업보다 수업의 여러 측면들을 관련

지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

인다.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초등 과학 영재 학생들의 과학 영재 수

업에 대한 반성의 특징을 생산적 반성 관점에서 분석했

다. 연구 결과, 학년에 관계없이 초등 과학 영재 학생들의

반성 일지에는 대체적으로 수업의 5가지 측면 중 2~4가

지 측면, 평균적으로 3가지 측면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각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반성 일지에는

‘과학 영재 학생’ 측면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학습자

의 이해, 탐구능력, 창의성 수준’과 ‘학습자의 흥미, 동기,

성향’, ‘학습자의 행동’, ‘학습자의 수업 참여’, ‘학습자의

의문이나 질문’ 항목이 비교적 많았다. ‘과학 영재 교수

전략 및 지도’, ‘과학 내용 지식’, ‘과학 영재 교육 과정’ 측

면이 포함된 경우도 많은 편이었다. 특히 ‘과학 영재 교수

전략 및 지도’ 측면의 경우에는 ‘내용 구성’, ‘교구/교재

준비’, ‘교사의 설명 및 안내’ 항목, ‘과학 내용 지식’ 측면

의 경우에는 ‘과학 내용 지식’, ‘실험 결과에 대한 지식’,

‘실험 방법에 대한 지식’, ‘실험과 이론의 연계’ 항목, ‘과

Table 5. Profiles of the students’ reflection in integration aspect by instruction types

Profile description

Experiment-centered instruction Theory-centered instruction

Number
(%)

Total
Integration score Number

(%)
Total

Integration score

M SD M SD

No integration 4(6.7)

2.90 .92

2(6.7)

2.73 .83

2 aspects of teaching integrated

L, I 13(21.7)

24(40.0)

5(16.7)

12(40.0)

L, K 7(11.7) 3(10.0)

K, C 1(1.7) 3(10.0)

L, C 1(1.7) 1(3.3)

L, A 2(3.3) 0(0.0)

3 aspects of teaching integrated

L, K, I 8(13.3)

22(36.7)

4(13.3)

14(46.7)

L, K, C 8(13.3) 3(10.0)

L, C, I 4(6.7) 6(20.0)

L, A, I 1(1.7) 1(3.3)

L, C, A 1(1.7) 0(0.0)

4 aspects of teaching integrated

L, K, C, I 14(23.3)

18(30.0)

5(16.7)

5(16.7)L, K, A, I 3(5.0) 0(0.0)

L, K, C, A 1(1.7) 0(0.0)

5 aspects of teaching integrated 0(0.0) 0(0.0)

Total (repetition checked) 68(113.3) 33(110)

* Summary rows 

Integrates one or more aspects with L 56(93.3) 25(83.3)

Integrates one or more aspects with K 41(68.3) 18(60.0)

Integrates one or more aspects with C 30(50.0) 18(60.0)

Integrates one or more aspects with A 8(13.3) 1(3.3)

Integrates one or more aspects with I 42(70.0) 20(66.7)

L = science-gifted student, K = subject matter knowledge, C = curriculum for science-gifted education, A = assessment in science-gifted edu-

cation, I = instructional strategy and instruction for science-gifte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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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영재 교육 과정’ 측면의 경우에는 ‘수업의 목표, 방향,

주제’, ‘수업에서 다룬 과학 내용 지식’ 항목이 비교적 많

이 나타났다. 그러나 과학 영재 교육 평가의 목적, 내용,

방법, 결과 등과 관련된 ‘과학 영재 교육 평가’ 측면이 포

함된 경우는 매우 적었다. 한편, 통합 수준에 대한 결과에

서는 학년에 관계없이 초등 과학 영재 학생들의 반성 일

지에는 대체적으로 2~4가지 측면, 평균적으로 3가지 측

면이 통합되어 있었다. 특히, 모든 반성 일지에서 ‘과학

영재 학생’과 다른 측면들이 통합되어 있었으며, ‘과학 영

재 교수 전략 및 지도’, ‘과학 내용 지식’, ‘과학 영재 교육

과정’ 측면과 다른 측면이 통합된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과

학 영재 교육 평가’ 측면과 다른 측면이 통합된 경우는 매

우 적었다. 수업 유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 수업 유형은

반성 일지에 포함 또는 통합된 측면의 수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이론 중심 수업보다 실험 중심 수

업에서 포함 유형과 통합 유형이 좀 더 다양해졌고, 더 많

은 측면들이 함께 포함되거나 통합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결과는 초등 과학 영재 수업 개선과 관련하여 다

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첫째, 교사와 학생이

과학 영재 수업을 반성할 때 관심을 가지는 수업 측면이

다소 다름을 확인하였으므로, 수업 반성과 질 개선을 위

해 교사는 학생이 관심을 가진 수업 측면에 대한 적극적

인 고려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교사에 비하여 학생들은

과학 내용, 실험 방법과 결과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과

학 영재 수업의 목표와 방향 및 주제, 과학 영재 수업에서

다룬 내용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업의 다른 측면

들과 관련지어 수업을 반성하는 경향이 있었다. 초등 과

학 영재 교육 담당교사들은 과학 영재 교육 과정에 관한

지식 및 과학 내용 지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6,10,39 이 측

면들과 다른 측면들을 연관지어 수업을 반성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32 교사는 이 측면들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업을 반성 및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생산적 반성 측면에서 과학 영재 학생들의 부족

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즉, 많은 과학

영재 학생들이 과학 영재 수업의 주제와 내용, 교수-학습

전략과 평가 전략의 적절성을 자신의 다양한 인지적·정

의적 특성 계발과 관련지어 통합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수업 주제와 내용 및 교수-학

습 전략은 과학 영재 수업의 효과를 결정짓는 데 중요한

요소이고,38,39,42 교수-학습 평가는 수업 효과 진단 및 수업

개선을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40,41 따라서 과학 영재 학생

들에게 이 측면들 간 또는 이 측면들과 수업의 다른 측면

들 간의 생산적 반성을 유도할 수 있는 기회나 안내를 제

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반성 일지

작성 전에 과학 영재 학생들에게 이 측면들을 포함한 생

산적 반성의 중요성 및 방법을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반복 지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 간 또는

교사와 학생들 간의 토의를 통해 생산적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43

셋째, 이론 중심 수업보다 실험 중심 수업에서 학생들

의 과학 영재 수업에 대한 반성 수준이 다소 높았으므로,

교사는 수업 개선을 위해 이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실험 중심 수업을 실시한 후에 학생들의 반성

일지를 참고한다면 자신의 과학 영재 수업 개선에 유용

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실험 중심 수

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한 후 학생들에게 반성 일지

를 작성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다 다양한 관

점에서의 수업 유형에 따른 반복 연구를 진행하여 과학

영재 수업 개선을 위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과학 영재 학생들의

반성 일지를 생산적 반성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교사

의 수업 반성 및 개선을 위한 정보 수집 방안으로 유용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교사가 자신의 반성

일지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반성 일지를 생산적 반성 관

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한다면 자신의 과학 영

재 수업 개선 및 수업 전문성 발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반성 일지 작성 과정은 학생의 학습 개선에도 도

움을 주므로,24−30 교사의 교수적인 측면에서의 분석 기준

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적인 측면에서의 차별화된 분석

기준을 마련하여 학생의 반성 일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

다. 이를 통해 학생의 수업 반성에 대한 또 다른 특징과

교육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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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과학 영재 학생들의 반성 일지 분석 기준

수업의 제 측면 코딩 기준 

과학 영재 학생(L)

• 학습자의 흥미, 동기, 성향
• 학습자의 선지식이나 경험 
• 학습자의 의문이나 질문
• 학습자의 수업 참여

• 학습자의 행동
• 학습자의 인지적 발달 수준
• 학습자의 이해, 탐구 능력, 창의성 수준

과학 내용 지식(K)
• 과학 내용 지식
• 과학 탐구 과정 지식 
• 과학의 본성에 대한 지식 

• 실험과 이론의 연계
• 실험 방법에 대한 지식 
• 실험 결과에 대한 지식 
• 실험 안전에 대한 지식 

과학 영재 교육 과정(C)
• 수업의 목표, 방향, 주제
• 수업에서 다룬 과학 내용 지식

• 수업에서 다룬 과학 탐구 과정 지식
• 정규교육 과정과의 연계

과학 영재 교육 평가(A)
• 평가 목적 
• 평가 내용 
• 평가 방법 

• 평가 시기
• 평가 결과 
• 평가 방법이나 도구의 적합성 

과학 영재 교수 전략 및 지도(I)

• 내용 구성
• 창의성 신장 전략
• 동기 유발 전략 
• 상호작용 촉진 전략
• 교사의 설명 및 안내 

• 교사의 행동
• 교구/교재 준비 
• 학급 통제
• 시간 배분
• 실험 안전 지도
• 기타 수업 운영

통합

5가지 측면 중 2가지 이상을 연관시켜 수업을 이해하고 있으며 
• 학생 자신의 의사결정이나 주장에 대한 이유나 근거가 제시된 경우
• 수업의 효과/결과에 대해 평가하는 경우
• 수업에서 일어난 일을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 수업의 여러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