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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at the high school for those gifted in science do various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
addition to subject-related activities such as those in the AP curriculum. Compared to other
extracurricular activities, overseas field research (OFR) has been recognized as costly and timeconsuming, which brings about the issue of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which may be due to
the absence of a de facto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OFR. The aim of this work is to study
the effectiveness of OFR by examining science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s of OFR. In this
work, we used 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to survey students about their awareness of OFR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OFR on students’ academic careers,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
program, and students’ suggestions for program improvement. According to the survey, students’
career decisions were not affected much by OFR. While most students were satisfied with OFR,
they also asked for more flexibility in the schedule and for an extension of free time. As a result,
we found that students experiencing OFR had positive images of OFR, although it requires a large
budget.
PACS numbers: 01.30.la, 01.40.-d, 01.40.F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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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은 AP 교육과정과 같은 교과 활동 이외에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한다. 그 중 국외
현장연구는 다른 비교과 활동에 비해서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프로그램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프로그램의 효용성 등에서 문제가 거론되기도 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국외현장프로그램의 효용성에 대한
실질적 연구가 제대로 이뤄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의 국외현장연
구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서 국외현장연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외현장연구에 참여한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과 면담을 통해 국외현장연구 프로그램이
학생의 진로에 미친 영향, 프로그램 만족도, 영재학생이 인식하는 프로그램의 개선점을 살펴보았다. 설문
결과 국외현장연구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 학생들은 국외현장연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였지만, 일정의 탄력적 운영과 자유 시간의 확대를 요구하였다. 이로부
터 국외현장연구 프로그램은 비록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프로그램을 체험한 학생들은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PACS numbers: 01.30.la, 01.40.-d, 01.40.Fk
Keywords: 국외현장연구, 과학영재고, 비교과활동

I. 서 론
지식 기반 사회인 21세기는 그 어느 때보다 지식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으며, 지식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인재
의 양성은 그만큼 더 중요시되고 있다. 피터 드러커 (Peter
F. Drucker)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자원은 지식 (knowledge) 이 확실하며, 사회의 주도적 집단
은 ‘지식 근로자’ 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 또한 최근
발표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정책에서는 출생률
저하로 인해 “아이 수가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아이들을 혁신적, 창의적 인재로 키우는 걸 준비
해야 한다.” 고 언급하였다 [2].
우리나라는 과학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과학 지식을 생
산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과학인재 양
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를 운영하
였으나 [3], 지나친 대학 입시 경쟁과 근거 법령상의 여러
제약으로 인해 과학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
영될 뿐 아니라 설립목적과는 달리 명문대학 진학률이 높은
명문 고등학교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는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4, 5]. 이에 국가에서는 전문적인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0년 영재교육 진흥법을 제정, 2002
년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을 공포하면서 초중고에서 영
재학습, 영재교육원, 영재학교 등 체계를 갖춰 운영하고 있
다 [4]. 2003년에 처음으로 부산과학고등학교를 한국과학
영재학교로 지정, 전환하면서 과학영재학교를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제안 [6]에 따라 점차로 서울과학고등학교,
경기과학고등학교, 대구과학고등학교, 광주과학고등학교,
대전과학고등학교를 과학영재학교로 지정, 전환하였다. 이
후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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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영재학교로 새롭게 개교하여 8개의 과학영재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영재학교는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영재교육 진흥법’을
따르기 때문에 과학고나 일반고와는 달리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영역 및 목적 등에 적합한 교육
과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어 교육과정의 구성이 자유롭
다. 따라서 과학영재학교는 수준이나 내용이 일반고와는
확연히 다른 교과 활동과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각 과학영재학교마다 교육과정의 세부내용에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 교과 활동, 연구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이와 같이 전문적인 과학영재를 육성하고 있는 과학영
재학교가 여러 곳에서 운영되면서, 과학영재학교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4,7–9]. 지금까지 연구
된 내용은 주로 과학영재학교의 AP(Advanced Placement)
교육과정과 같은 교과 활동이나 이를 수업할 수 있는 교사
수급과 정책적 연구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그 외
연구논문들도 주로 AP 교과 또는 수업 방식과 같은 교과
활동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 [10,11]. 반면에 학생들의 연구
활동이나 창의적 체험활동과 같은 비교과 활동에 대한 연
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영재교육을 통해 키우고자 하는 학생은 단순히 지적으로
우수한 인재가 아닌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성과 리더십
을 갖춘 과학 인재이다. AP 교육과정과 같은 심화된 교과
활동을 통해 학생이 지적 성장을 하는 것은 명확하나, 학생
의 창의성이나 리더십과 같은 인격적인 성장과 과학도로의
진로 선택은 그 외 비교과 활동을 통해 성장하게 된다 [12,
13].
특히 비교과 활동 중 연구 활동은 ‘과학인재의 육성’ 이
라는 목표를 가진 과학영재학교에서 매우 중요시하는 가장
특색 있는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과학영재학교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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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ive different overseas field research programs.
University

Columbia
Univ.
(CU)
City College of
New York (CCNY)

George Mason
Univ. (GMU)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
UC Irvine
(UCI)

Number of
participants

21

19

20

Research
fields

Cultural experience
program

Research subject

• How to convert environmental wastes into
useful fuels or compounds?
Biotechnology • How to minimize nitrous oxide and carbon
dioxide emissions?
• How to resolve river pollution?
Inorganic
• How to form conductive or insulating
Chemistry
thin films in the semiconductor process?
• Simulation of NASA-led alien life
exploration projects.
Astrobiology • Draw up a planetary exploration plan
according to the natural environment
of the planet.

19

Engineering

15

Computer
Science

• Radioactive control process and design of
an exploration robot on Mars
• Design Challenge: Minimize human body burden
due to effects of rocket deceleration/acceleration.
• How to build a stock prediction algorithm
based on real-time stock market?
• How to build an early detection system for
cancer cells based on cancer related data?

활동은 주로 자율연구, 현장연구, 졸업논문으로 이뤄지는데,
이중 현장연구는 방학 중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국내 대학
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국내현장연구와 국외현장연구 (또는
해외 대학 체험 학습 프로그램)로 운영된다. 국외현장연구
의 경우 과학영재학교마다 그 운영 방법과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주된 공통적 목적은 학생의
글로벌 리더십 함양이다. 이 프로그램은 단일 사업으로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으로 외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보면 해외여행에 경비지원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일반고와의 형평성 문제로 종종
논란거리가 된다 [14]. 이와 같이 비교과 활동으로 운영되는
국외현장연구에 대한 실질적 연구가 제대로 이뤄져 있지
않아 프로그램의 효용성 면에서도 문제가 거론되기도 한다.
각 과학영재학교마다 국외현장연구 종료 후 프로그램 전
체에 대해 설문지 형태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조사
하거나, 프로그램을 진행한 인솔 교사들 간의 협의회 등을
통해 차년도 프로그램에 반영을 하고 있지만 약 2주간의
국외현장연구 기간 동안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영재학생
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
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외현장연구를 수행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인식에 대해 조사하는 설문과 면담을

• New York tour
• MIT field trip
• Meeting with
seniors
attending MIT
• NASA Goddard
Space Flight Center
• New York &
Washington D.C. tour
• Smithsonian Museum
of Natural History Tour
• Griffith-Observatory
• Scripps Research
Institute
• Hollywood
• The Getty
• Universal Studio tour

실시하여, 국외현장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도모하여 국외현장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재고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국외현장연구가 영재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었는가?
연구문제 2. 국외현장연구를 수행한 영재학생들의 프로
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영재학생들이 인식하는 국외현장연구의 개
선점은 무엇인가?

II. 연구 방법
1. 국외현장연구 프로그램 및 연구 대상
과학영재학교에서 운영되는 국외현장연구 프로그램은
주로 미국의 주요 대학에서 이뤄지는 연구 활동과 미국 문
화 체험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구 소재 과
학영재학교는 국외현장연구 프로그램을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6월 중순 경부터 12박 14
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는데, 학생들은 전체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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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e-and post-survey questionnaire.
Survey

Category
Conformity
between student’s
desired major
and the choice
of the university
Expectations of the
overseas field research

Contents of questionnaire
Survey format
Q1. What do you want to study in a university?
Short answer
Q2. What university do you choose for the overseas field research?
Q3. Is this university your first choice?
Selective form
Pre-survey
Q3-1. If yes, explain why?
Q3-2. If no, then what was your first choice and why?
Descriptive
Q4. What do you expect most from the overseas field
form
research?
Q1. Did you change your desired major after the overseas
Selective
Influence of the
field research?
form
overseas field
Q1-1. If yes, explain why?
research on the
Q1-2. What is the program that has most influenced your career
Descriptive
student’s career
change, and why?
form
Q1-3. If you didn’t change your desired major, explain why?
Q2. Were you satisfied with the overseas field research?
Likert 5-point scale
Q2-1. What was the most satisfying thing, and why?
Descriptive
Q2-2. What was the most unsatisfactory thing, and why?
form
Q3. Do you think overseas field research programs are
Likert 5-point
Post-survey
important among other programs run by science high school?
scale and
Satisfaction
Write down the reason for your choice.
descriptive form
of the
Q4. What was your favorite program in the overseas
overseas field
field research, and why?
research
Q4-1. What was the most unfavorable program in the overseas
field research, and why?
Q5. What do you think is better when comparing overseas
Descriptive
field research with domestic field research?
form
Q5-1. What do you think is worse when comparing overseas
field research with domestic field research?
Improvements of the Q6. If you were a teacher planning overseas field research,
overseas field research
what would you supplement?

일수 12일 중 8일은 미국 현지 대학에서 강의 수강, 연구
프로젝트 진행, 보고서 작성 및 평가까지 이루어지는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4일은 문화체험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8학년도에 이 학교 국외현장연구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에게는 사
전에 국외현장연구 프로그램 운영 전후에 설문을 실시한
다고 공지하였으며, 설문 응답에 동의하는 학생들에 한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전체 설문에 응답한 학생은 총 94명 중
73명 (77.7%) 이며, 73명 중 남녀 학생 비율은 남학생 65명
(89.0%) 여학생 8명 (11.0%) 이다.
2018년에 진행된 국외현장연구의 대학별 연구 주제 및
문화체험의 주요 운영 일정은 Table 1과 같다.
Table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학생들이 연구를 수행한
대학은 서부에 소재한 2개 대학(USC, UCI)과 동부에 소재
한 3개 대학 (CU, CCNY, GMU)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내현장연구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물리학 등 순수과학 연

구도 수행하고 있으나 2주 정도의 짧은 단기 국외현장연구
의 경우에는 특정 전공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편성하기보다
는 4∼5개의 응용과학과 공학 분야를 선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 특히 국외현장연구 참여 학생들 중 물리학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해마다 10% 내외가 되어 이 학생들만을
위한 물리학 분야를 선정하기가 쉽지는 않다. 대신에 물리
학이 기반이 되는 기계공학, 전자공학과 같은 공학 분야를
희망하는 학생이 20% 내외로 상당수 차지하여 공학 분야를
선정할 때 물리학 내용 지식이 필요한 공학 분야를 선정하
려고 노력하고 있다. 2018학년도에 편성된 연구 분야는 생
명공학 (Biotechnology), 무기화학 (Inorganic Chemistry),
우주생물학(Astrobiology), 공학(Engineering), 그리고 컴
퓨터 과학(Computer Science)이며 각 연구 분야별 세부 연
구 주제도 정해져 있었다 (Table 1). 학생들은 본인의 진로
희망과 연구 주제 등을 고려하여 참여 대학을 선택하였다.
연구 및 수업은 주로 해당 대학의 교수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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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ason for choosing the university as your first choice for overseas field research.
Relation with
my desired major
41
56.2

Reason
Numbers
Rate (%)

Provision of
interesting program
25
34.2

2. 설문 내용 및 분석
영재학교에서는 학생들 본인의 진로와 희망을 최대한 고

Location of
the university
7
9.6

Chance to meet with
a renowned professor
4
5.5

Others
10
13.7

도’(Q1∼Q3) 와 “프로그램 만족도” 를 알아보기 위한 사전
조사로서 학생들의 ‘국외현장연구에 대한 기대치’(Q4) 에
대해 알아보았다.

려하여 국외현장연구 대학을 선택하도록 하였으나, 인원이
한쪽으로 너무 몰리는 경우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한 대학

1) 희망하는 진로 및 전공 분야의 일치도 (Q1∼Q3)

교의 최대 배정 인원을 22명으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제한
조건으로 인해 일부 학생들은 본인의 희망 진로와는 무관한
대학으로 배정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
선택한 해외 현장연구 대학이 본인의 희망 진로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사전설문 Q1, Q2, Q3), 학생들이 국외현장연
구를 통해 무엇을 기대하는지(사전설문 Q4)를 알아보고자
사전설문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종료 후 (1) 학생의 진로에
미친 영향(사후설문 Q1), (2) 국외현장연구에 대한 영재학
생들의 만족도 (사후설문 Q2∼Q5), (3) 영재학생들이 인식
하는 국외현장연구에 대한 개선점 (사후설문 Q6) 에 대해
조사하였다. 사전, 사후설문지 문항의 내용과 질문 형식은
Table 2와 같다.
설문지의 제작과 설문 결과 분석에는 과학영재교육 경
험과 과학영재교육 기관 운영 경험이 풍부한 과학영재교육
전문가 3인이 참여하였다. 설문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전에 과학영재학교 재학생 중 설문 대상 이외의 일부 학
생들에게 설문을 실시하여 문항 내용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지를 조사한 후 수정하였다. 설문 문항 중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모두 서술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
다. 또한 설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설문을 분석하며
설문만으로 학생들의 인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부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일부 학생과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면담 내용은 녹음, 전사되었다. 서술식으로 작성된 설문결
과는 각 문항의 특성에 맞춰 분류한 후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본인의 희망 전공에 대한 설문 (사전설문 Q1) 에 대해 학
과를 정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한 학생이 30명(41.1%), 학과
를 정한 학생들 43명 (58.9%) 의 경우에는 컴퓨터 및 공학
관련 분야 17명(23.3%), 생명과학 관련 분야 10명(13.7%),
물리학 6명 (8.2%), 화학 관련 분야 6명 (8.2%), 수학 2명
(2.7%), 자유전공 2명(2.7%)순이었다. 국외현장연구를 위
해 선택한 대학 (사전설문 Q2) 이 본인이 1순위로 선택한
대학인지(사전설문 Q3) 묻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학생
이 69명 (94.5%), ‘아니오’ 라고 응답한 학생이 4명 (5.5%)
으로 설문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이 본인이 희망한 대학
으로 배정이 되었다. 학생들이 사전설문에서 1순위 대학을
선정하는 이유 (사전설문 Q3-1) 는 Table 3과 같으며 일부
학생들은 선정 이유를 2가지로 중복 응답하였다.
희망 대학을 1순위로 선택한 56.2%의 학생들이 ‘본인이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와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응답하였고,
34.2%의 학생들은 ‘대학의 프로그램이 흥미롭기 때문’으로
응답하였다. 그 외 일부 학생들은 ‘대학이 동부에 위치하기
때문’ 과 ‘저명한 지도 교수’ 등으로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과학영재학생들은 국외현장연구 대학을 선정함에 있어 본
인의 희망 전공에 맞추거나, 대학의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를 우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인의 희망 전공
(사전설문 Q1) 과 1순위 희망 대학 (사전설문 Q3) 을 100%
일치시킬 수 있다면 좋았겠지만, 국외현장연구에서 제공하
는 연구 분야는 5개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는
나오지 못했다. 참여 학생들의 희망 전공은 아주 다양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전공을 섭외할 필요가
있으며, 미리 학생들의 선호 전공을 취합하여 대학을 결정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1. 사전설문 결과 및 논의
국외현장연구를 수행하기 전 실시한 사전설문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학생의 진로에 미친 영향” 을 알아보
기 위한 사전 조사로서 ‘희망하는 진로 및 전공 분야 일치

2) 학생들의 국외현장연구에 대한 기대치 (Q4)
학생들이 국외현장연구를 통해 기대하는 바 (사전설문
Q4) 로는 ‘미국에서의 연구 경험을 통해 연구 능력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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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Overseas field research satisfaction.
Satisfaction
Numbers
Rate (%)

Very satisfied
34
46.6

Satisfied
32
43.8

시키고 싶다’ 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중 40명 (54.8%) 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영어 능력의 향상’과 ‘미국의 문화체험’
으로 응답한 학생이 전체 응답자 중 21명 (28.8%) 이었다.
과학영재학생들은 과학영재학교에서 운영하는 1학년 국내
현장연구와 2학년 자율연구를 통해 국내 대학 교수님들과의
연구 수행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비록 2주 정도의 짧은 기간이지만 미국의 유명 대학 교수
님들과 직접적 만남을 통해서 연구 활동을 체험하여 연구
능력 향상을 기대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에 나가는
기회이므로 영어로 소통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문
화체험활동으로 시야를 넓히려는 학생들이 많았다.

2. 사후설문 결과 및 논의
국외현장연구를 수행한 후 실시한 사후설문으로부터, 국
외현장연구가 학생의 진로에 미친 영향, 프로그램 만족도,
영재학생들이 인식하는 프로그램 개선점을 알아보았다.
1) 국외현장연구가 학생의 진로에 미친 영향 (Q1)
학생들이 국외현장연구 경험으로 이전에 생각했던 그들
의 진로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묻는 문항 (사후설문 Q1) 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생 (97.3%) 은 희망 진로가 변경되지 않
았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 (사후설문 Q1-3) 로는 ‘특별히
변경될 이유가 없었다.’, ‘국외현장연구를 통해 희망하는
연구 분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2주간의
연구만으로 희망 진로 학과를 바꾸는 것은 너무 속단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아직 진로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지 않아서.’ 등의 응답이 있었다. 이처럼 8일 정도의
짧은 국외현장연구 연구 활동이 학생들의 진로 변화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심층면담 대상
자 A는 국외현장연구를 통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원래 로봇 공학에 관심이 있어 그쪽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GMU에서
Summers 교수님께 들은 설명과 나사에서의 체
험 등을 통해 우주공학 쪽에서도 로봇이 매우
필수적으로 사용됨을 알게 되고, 구체적인 진

Neutral
5
6.8

Dissatisfied
0
0

Very dissatisfied
2
2.7

로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진로를 한
국만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 또는 내가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심층면담 대상자 A)
국외현장연구를 체험한 후 희망하고자 하는 진로 학과가
변경되었다고 응답한 학생은 2명(2.7%)이었다. 한 명은 원
래 자유전공학부 진학을 희망하였으나 이공계에 한정되어
생각하던 진로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어지며 다른 학과를
희망하게 되었고, 다른 한 명은 물리 관련 학과로의 막연한
진로를 희망하다 Astrobiology로의 진학을 꿈꾸게 되었다.
진로가 변경되었다고 응답한 B학생은 심층 면담에서 이공
계 연구자를 꿈꾸다가 교수를 희망하게 되었고, 그 희망은
유학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MIT에 재학 중인 선배와의 만남을 통해 다
양한 길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과학고를 나와
이공계로의 진로만을 생각했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길이 있음을 선배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원래 교수나 교사 쪽으로는 관심이
없었으나 교수직이 흥미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MIT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너무
멋지고 대학의 전폭적인 지원이 부러웠다. 그
래서 유학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심층면담 대상자 B)

2) 국외현장연구 프로그램 만족도 (Q2∼Q5)
프로그램 만족도와 관련된 사후설문 문항은 Q2, Q3, Q4,
그리고 Q5이다. 먼저 리커트 5점 척도로 조사한 과학영재
학생들의 국외현장연구에 대해 만족하는가 (사후설문 Q2)
에 대한 답변은 Table 4와 같다.
전체 응답자 73명의 학생 중 국외현장연구에 대해 긍정적
인 응답 (매우 만족, 만족) 을 한 학생은 66명 (90.4%), 보통
이었다고 응답한 학생은 5명 (6.8%), 매우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은 2명(2.7%)이었다. 긍정적인 응답을 한 66명의 학생
들 중 서술형 문항인 사후설문 Q2-1(가장 만족스러웠던 점)
에 대해서 33명 (50.0%) 은 연구 프로그램, 25명 (37.9%) 은
문화체험 프로그램, 나머지 8명 (12.1%) 은 숙소나 친구들
과의 좋은 경험을 언급하였다. 연구 프로그램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한 학생은 심층면담을 통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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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Overseas field research importance.
Importance
Numbers
Rate (%)

Very
37
50.7

Important
32
43.8

“나는 PPT를 만들면서 Enceladus 식민지화와
100,000 명의 사람들이 가서 살기 전까지의 계
획과 순서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타임라인
을 그렸는데 구체적으로 식민지화 계획을 세
우다보니 정말 프로젝트의 실현이 불가능하지
않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
든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물리, 천문뿐만
아니라 생물, 화학 지구과학까지 다양한 과학을
융합해보는 귀한 경험이었다.”(심층면담 대상
자 C)
그 외에도 국외현장연구에 대해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으
로 연구 프로그램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UCI에서 관심
이 있었지만 지금껏 배울 수 없었고 독학하기도 힘들었던
컴퓨터 과학 분야의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모듈을 실제로
배우고 응용해 보았던 것’, ‘CCNY의 무기화학 교수님께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실험을 하게 내버려두시는 듯 하면서
도 하나의 일관된 주제에 대해 각 조가 탐구하게 만드시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이론 설명도 좋았다’ 등과 같이 연구
프로그램의 장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가장 만족스러운 점으로 응
답한 학생들은 ‘미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면서 견문을
넓힐 수 있었으며 더 넓은 세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게 되었다’ 고 언급하였다. 심층면담을 한 학생
D는 국외현장연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만족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미국이라는 다른 나라의 문화와 관광지, 대학
등을 탐방할 수 있었던 기회 자체가 주어졌다는
것이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것들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한국 안에
서만 살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배경으로 많은
경험을 쌓고 많은 것을 보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해준 프로그램이었다.”(심층면담
대상자 D)
국외현장연구의 다양한 프로그램들 중 불만족스러웠던
점 (사후설문 Q2-2) 에 대한 응답으로 불만이 전혀 없다고
답한 학생은 10명 (16.4%), 다소 긴 수업시간이나 과도한
과제와 같은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을 제시한 학생이 10

Neutral
4
5.5

Unimportant
0
0

Not important at all
0
0

명(16.4%), 식사가 입에 맞지 않거나 자유 시간의 부족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 대한 불만을 제시한 학생이53명 (72.6%)
이었다.
국외현장연구가 과학영재학교에서 운영되는 여러 프로
그램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사후설문 Q3에 대한
응답은 Table 5와 같다.
비록 해당 학생들이 과학영재학교 전체 6학기 중 3학기
만을 경험한 학생들이므로 과학영재학교에서 제공하는 프
로그램들을 모두 경험하진 않았다는 한계가 있으나, 94.5%
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국외현장연구를 중요한 프로그램으
로 인식하였다. Table 5의 결과는 국외현장연구의 만족도
(사후설문 Q2) 조사 결과 (Table 4) 와 거의 동일한 결과를
보여줌을 알 수 있다. 즉, 학생들은 국외현장연구를 다른
비교과활동에 비해 중요하게 생각하며, 프로그램 만족도
자체도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심층면담 대상자 B와
E는 국외현장연구 프로그램을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하였다.
“미국식 교육 제도를 직접 경험해봄으로써 원래
알고 있던 어떤 개념들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더
확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
었던 것 같다. 이는 연구를 하거나 공부를 할 때
꼭 필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심층면담 대상자
B)
“국외에 나가서 명망 있는 대학교의 연구실에
직접 방문, 해당 대학교수에게 강의를 듣고 연
구를 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된다. 이에 더불어
향후 세계로 뻗어 나갈 인재로의 성장을 꾀하는
영재학교 학생으로서 타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오는 것 역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심층면
담 대상자 E)
국외현장연구 중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에 대한 답변(사후
설문 Q4) 으로 미국에서의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대학 탐방
중 선배와의 만남으로 답한 학생이 45명(61.6%), 연구 프로
그램으로 답한 학생은 20명(27.3%)이었다. 8명(11.1%)의
학생들은 무응답 혹은 휴식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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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았던 프로그램(사후설문 Q4)에 대한 답변은 가장 좋았던
점 (사후설문 Q2-1) 에 대한 답변과 비슷하게 연구 프로그
램보다 문화체험과 선배와의 만남을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
램으로 선택하였다. 사후설문 Q2-1과 Q4에서 공통적으로
연구 프로그램의 만족도보다 문화체험에 대한 만족도가 높
은 이유는 학생들의 희망 전공과 국외현장연구 프로그램이
제공한 연구 분야가 큰 일치를 보이지 않았던 사전설문과
일관된 답변을 얻었다. 연구 활동보다는 문화체험에 대한
인상이 더 깊게 남아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과학영재학교는

에 대하여 조별로 깊이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심층면담 대상자 F)
“매 challenge가 끝날 때마다 있었던 영어 발표
와 선생님들의 피드백이 가장 좋았다. 영어로
발표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더 가질 수 있게
해 주었고, 미국 뿐만 아니라 나이지리아, 인도,
멕시코에서 오신 선생님들과의 소통을 통해 영
어로 소통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거의 해결해
주었다.”(심층면담 대상자 G)

특성상 일반고에서 진행하는 수학여행과 같이 단체로 친구
들과 함께 여행을 가는 기회가 거의 없고, 학업량과 연구
활동이 많아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기 어렵기 때문에 친구
들과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가장
선호하였다고 판단된다.
미국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대학 탐방 중 선배와의 만남이
가장 좋았다고 응답한 심층면담 대상자 B와 F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선배님들이 말하는 대학 생활을 들으며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MIT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도 날카로운 교수님들
의 전문성에 대해 너무 멋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나도 그러한 길을 걷고 싶다는 생각
을 하게 되었다.”(심층면담 대상자 B)
“미국에서의 여행일정을 마치고, 인천공항에서
아빠가 해준 말이 떠올랐다. ‘넓은 세상에서 많
은 걸 보고 느끼고 왔으면 좋겠다.’ 이젠 그 말
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 알 것 같았다. 그라운드
제로에서는 교훈을, 스미소니언 협회에서는 지
식과 문화를, 타임스퀘어와 록펠러 센터에서는
문명을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심층면
담 대상자 F)
연구 프로그램은 학생들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도록 유
도하고, 영어로 함께 토론하며 소통하는 수업으로 학생들
의 문제해결력 향상과 글로벌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연구 프로그램이 가장 좋았다고 응답한 F,
G 학생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Astrobiology 연구에서는 교과서나 일반적인
책에서 접할 수 있었던 지식보다 지도교수님이
NASA의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만큼 최근
에 발견된 정보까지 우리에게 넓은 폭의 지식을
전해주었다. 특히, 생명이란 무엇이고, 그를 찾
기 위해서는 어떠한 단서들을 잡아내야 하는가

국외현장연구를 수행하며 가장 싫었던 프로그램으로 28
명 (38.4%) 의 학생들은 ‘동굴 체험’, ‘하수 처리장 방문’ 등
과 같이 본인들의 기대치보다 낮은 일부 문화체험 프로그램
을 언급하였다. 25명(34.2%)은 ‘없음’으로 응답을 하였고,
18명(24.7%)이 연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언급하며 발표
준비 시간이 부족하였다는 응답과 ‘간이 정수기 만들기’ 와
같은 영재학교 학생들의 수준에 맞지 않는 일부 수준 낮은
연구 프로그램을 언급하였다. 2명 (2.7%) 의 학생은 모든
프로그램이 다 만족스럽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연구 대상 학교는 1학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1주일 정도
국내 대학에서 국내현장연구를 수행한다. 이에 국외현장연
구에 대한 만족도 평가의 또 다른 일환으로 국외현장연구를
국내현장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더 좋게 생각되는 점(사후설
문 Q5) 을 설문하였는데, 33명 (45.2%) 의 학생들이 국외현
장연구를 통해 미국의 자유로운 연구 분위기나 교수님과의
더 많은 상호작용 등을 통해 본인이 더 적극적으로 연구에
임할 수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였고, 21명(28.8%)의 학생은
미국 문화체험을 통해 견문이 넓어졌음을, 10명 (13.7%) 의
학생이 연구 기간이 길다는 것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 외
‘유학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외국에 나가서
좋았다’, ‘외국인과의 대화를 통해 영어실력이 향상되었다’
등과 같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친구들과 함께 오래도록 기억할 아름다운 추
억들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을 뿐만 아니라 물
리학과 천문학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다. 또한 나의 진로에 대
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미래의 과학도로서의 역량을 더 키워야겠다고
다짐하는 정말로 소중한 시간이었다.”(심층면
담 대상자 C)
“식견이 넓어지고, 다양한 진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국내의 연구 프로그램은
항상 느낄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지만, 해외
에서의 연구 프로그램에서는 내 진로 관련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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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 요구하는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으며 그
방안도 더 많아졌다.”(심층면담 대상자 D)
그에 반해 국외현장연구가 국내현장연구에 비해 더 나
쁘게 생각되는 점 (사후설문 Q5-1) 에 대해서는 “없음”(25
명, 34.2%), “시차와 장시간 이동 등으로 인한 피로 누적”
(12명, 16.4%), “영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움”(7명, 9.6%),
“개인부담 경비가 큼”(5명, 6.8%), “식사가 맞지 않음”(3
명, 4.1%) 등을 언급하였다. 또한 평소 한국에서 수행한
연구 수준에 비해 낮아 그로 인해 일부 실망하는 학생들 (8
명, 11.0%)도 있었다.
국외현장연구와 국내현장연구에 대한 절대적인 만족도
비교는 어려우나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수행했던 연구 프로
그램의 질적 수준은 국내현장연구가 국외현장연구에 비해
높았고, 국외현장연구는 국내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해외
대학에서 외국 학자들과의 직접적인 연구 활동과 영어로 의
사소통하는 체험을 통해 글로벌 능력을 배양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3) 영재학생들이 인식하는 국외현장연구 프로그램의
개선점 (Q6)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국외현장연구 프로그램을 기획하
는 교사라면 어떠한 부분을 보완하겠는가?’ 라는 프로그램
개선과 관련된 질문(사후설문 Q6)에 대해서 다양한 응답이
있었으나, 32명 (43.8%) 의 학생이 일정 문제와 자유 시간
확대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리고 교수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으로 응답한 학생이 5명 (6.8%),
그 외에는 ‘일지 쓰는 것을 보완한다.’, ‘과제를 줄인다.’ 와
같은 소수의견이 있었다.
“워싱턴 D.C. 에서 자연사 박물관이나 항공 우
주 박물관 등에 갔을 때, 관람할 시간이 약 2
시간 정도 있었던 것이 매우 아쉬웠다. 정말 볼
것이 많고 박물관 종류도 많은데 2시간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다 보려니 정말 촉박했고
대충 보게 되었다. 이 시간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심층면담 대상자 B)
“국외현장연구에서 거의 정해진 일정을 따른다
는 듯한 느낌이 들었었다. 국외현장연구에서는
첫 5일 정도는 정해진 플롯을 따르면서 미국의
문화에 대하여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
하지만 그 이후에는 학생들의 취지에 맞추어서
유기적으로 탐방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심층면담 대상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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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는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문화를 충분히 체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가져 이에 대해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출하였다고
판단된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 중 하
나인 국외현장연구가 과학영재학생들의 진로에 미친 영향,
프로그램의 만족도, 그리고 학생들이 인식하는 프로그램의
개선점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미국에 소재한 5개 대학에서
국외현장연구를 체험한 대구 소재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과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
였다.
첫째, 국외현장연구를 통해 대부분의 학생들 (97.3%) 은
진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는 사전설문
Q1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본인의 희망 전공과 국
외현장연구 연구 주제가 일치해서”라는 응답이 많았다. 그
리고 일부 학생들은 “아직 희망 전공을 정하지 않아서”, “2
주간의 짧은 연구 활동으로 결정하기 어려워서” 등으로 응
답하였다. 이로부터 국외현장연구 프로그램에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될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은 국외현장연구를 수행하기 전 사전설문에
서 국외현장연구를 통해 ‘연구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다’ 는
응답자가 54.8%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영어 능력 향상’과
‘미국의 문화체험’ 을 28.8%의 학생들이 응답하였다. 그리
고 사후 조사한 국외현장연구에 대한 만족도(사후설문 Q2)
와 중요도 (사후설문 Q3) 조사 결과 90%가 넘는 학생들이
긍정적인 응답을 하여, 학생들이 국외현장연구를 다른 비
교과 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며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전설문에서는 연구 활동에 대한 기대가 컸던 반면에 실제
국외현장연구에서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을 묻는 질문(사후
설문 Q4) 에 대해서는 연구 활동 (27.3%) 보다는 문화체험
활동 또는 선배와의 만남 (61.6%) 을 더 많이 선호하였다.
연구 활동보다 문화체험에 대한 인상이 더 깊게 남아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과학영재학교 특성상 학업량과 연구 활동이
많아 친구들과 함께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기 어렵기 때문에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가장 선호하였다고 판단된다. 국외현
장연구와 국내현장연구에 대한 비교를 묻는 문항(사후설문
Q5) 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수행했던 연구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은 국내현장연구가 국외현장연구에 비해 높았고, 국외
현장연구는 국내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해외 대학에서 외
국 학자들과의 직접적인 연구 활동과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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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는 미국 문화체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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