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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a list of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creative physicists during the growth period’ (including 8 categories and 30 items), we examined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 of elementary students
in the Science Gifted Center. Eighty-two students selected the 10 items from the list, that demonstrated their own behavioral characteristics well, and they provided concrete examples for each
selected item. The results showed that the respondents were highly selective in ‘task commitment’,
‘communication’, and ‘making’ categories. Also, some specific behavioral characteristics were found
to be especially observed only by scientifically gifted students, and scientifically gifted students
were found to have all categories of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creative physicists. Therefore,
this list can be used for identifying scientifically gifted students and for encouraging students’ daily
behavior. Female students showed more selectivity in nondynamic and artistic items, while male
students showed high selectivity in mechanical and challenging items. Finally, implications are
discussed, and ap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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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물리학자의 성장기 시절 행동특성’을 나타내는 목록 (8개 영역의 30개 항목) 을 사용하여 초등
과학 영재아들의 행동특성을 조사하였다. 82명의 초등 과학영재 학생들은 30개 목록 중 자신을 가장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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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항목 10개를 선정하여 표시하였고, 표시된 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였다. 분석 결과,
응답자들은 과제집착, 의사소통, 만들기 영역에서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일반영재와 비교하여 과학영재
에게 특별히 나타나는 행동특성들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과학 영재아들은 창의적 물리학자의 행동특성을
전 영역에서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목록이 영재 판별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며, 평소 학생의
행동 지도에도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별 분석 결과에서는 기술적이고 도전적인 항목에서는
남학생이, 정적이고 예술적인 항목에는 여학생이 높은 응답을 보여, 일반적인 남녀별 행동특성 차이를 초등
과학 영재아들에게서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의 의미와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필요한 추후 연구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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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학자들은 영재들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들을 수
행해 왔는데, Hoh [1]는 그 동안의 문헌들을 살펴본 결과,
영재는 어린 나이부터 능력을 보이기 시작하며, 강한 지각적
감수성, 지속적인 집중력, 높은 호기심, 뛰어난 기억력, 추
상화와 일반화 능력, 메타인지적 인식, 빠른 처리 능력 등과
같은 인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Clark [2]도
광범위한 문헌에 기초하여 영재들의 특성을 알아보았는데,
영재들은 인지적 특성 외에 다른 사람의 느낌에 민감하고,
유머 감각이 있으며, 성취에 대한 높은 기대감과 완벽주의
등과 같은 정의적 특성들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영재들은 인지적 특성과 정의적 특성 외에 행동적 측면
에서도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행동특성은 평소에 학
생을 관찰함으로서 비교적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영재들의 행동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도구로는 Renzulli와 동료들이 개발한 영재 행동특성 평
정척도 (Scales for Rating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Superior Students) 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3] 영역
특수적인 행동특성의 척도로 사용하거나 특히, 과학영재의
특성을 알아보거나 과학영재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사용하
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과학영재의 행동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과
학영재아의 행동을 관찰하여 그 특징을 알아내는 방법 [4,
5]과, 창의적인 과학자를 모델로 하여 그들의 행동특성을
분석하는 방법 [6–8], 그리고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 밝혀졌
던 행동특성을 종합하여 정리하는 방법 [9] 등이 있다. 과학
영재아의 행동을 관찰하거나 그러한 행동특성을 종합하여
정리하는 방법 등도 의미가 있지만 과학영재 교육의 목적이
국가의 미래를 견인할 과학인재 양성에 있다는 것에 초점
을 맞춘다면 창의적인 과학자를 모델로 그들의 행동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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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는 방법 또한 미래 과학자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과학자들의 행동특성을 조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Alencar [10]는 창의적 산출물을 보이는 뛰어난 과학자는 일에
대한 헌신적인 지속력, 열정, 그리고 독립적인 사고와 활동
등의 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다. 특별히 여성 과학자를 일반
여성과 비교한 Bachtold와 Wermer의 연구에 의하면 [11],
여성 과학자는 지적이고 신중하면서 자신감을 갖고 주도
적이고 급진적으로 도전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
오원근 [8]이 뉴턴, 아인슈타인, 보어, 하이젠베르크, 파울리
디랙 등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그들은 자연에
대한 호기심, 퍼즐이나 암호 등에 대한 관심, 수학에 대한
높은 관심, 말이 적고 생각이 많은 태도, 높은 경쟁심, 공작
과 기계에 대한 관심, 직관적 문제풀이 등과 같은 특성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MacCurdy [4]는 과학
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원인을 찾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
높으며, 자기조절 능력이 뛰어나고, 예술에 관심이 있으며,
사회성이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교실에서 다른 학생
을 도와주는 등의 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항로
[12]는 과학영재 학생들이 일반 학생에 비해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인 물리학자들의 성장기 시절
에 보였던 주요 행동특성들이 초등 과학영재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 그러한 특성들이 과학영재의
행동특성 평정척도로 활용가능한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초등 과학영재 학생들의 행동특성을 알
아보기 위해 최근 개발된 ‘창의적 물리학자의 성장기 시절
행동특성 목록’을 활용하였는데 [13], 이는 뉴턴, 맥스웰, 패
러데이, 아인슈타인, 하이젠버그, 파인만의 성장기 시절을
조사하여, 주요 행동특성들을 추출하여 8개 영역의 30개
항목으로 구조화한 것으로, 높은 타당도와 신뢰도가 보고된
바 있다 [14]. 물론 초등 영재 학생의 행동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목록으로 이인호와 한기순 [15]의 연구도 있으나, 이
경우는 과학영재에 한정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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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용한 목록 [13]은 물리학자를 대상으로 하였을 뿐
아니라, 그들의 성장기 시절에서 나타난 행동특성을 나타
낸 것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대상인 초등 과학 영재아의
행동특성을 이해하는데 적절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과학영재 학생들의 행동특성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첫째, 과학영재뿐 아니라 과학자의 경우에도 그들
의 심리학적 및 행동적 또는 사회적 특성들을 밝히는 연구
가 최근까지도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16–18].
둘째, 특정 행동특성들은 성공적인 과학자와 상관이 있다
고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Busse와 Mansfield [19]는 370
여명의 과학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발성, 독창성, 전
문성에 대한 인정, 과제집착력이 그들의 논문 양 및 질과 양
적 상관(=.21∼.52)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Chambers
[20]는 창의적인 과학자는 그렇지 않은 과학자에 비해 더 주
도적이고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고, 이후 Feist
[21]는 이전의 관련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 창의적이고 뛰어
난 과학자는 경험에 대해 개방적이고 유연성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 Root-Bernstein, Bernstein와 Garnier
[22]는 40명의 과학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과학자의 다
양한 예술 활동, 비관습적 사고, 시각화, 운동감각 등이 성
공적인 연구 활동과 상관이 높다고 하였다. 물론 이러한
상관관계는 인과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지만, 특정
행동특성이 성공적인 과학자가 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은 할 수 있다 [19]. 이러한 가정에 따른다면,
어린 과학영재들에게 평소에 특정 행동들을 격려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창의적인 과학자들이 어린 시절
만들기를 좋아하고, 자연에 대해 높은 호기심으로 질문하기
를 좋아했다면, 어린 과학영재 학생들에게도 평소에 이러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과학영재의 행동특성은 과학영재를 선발하는 과정
에서 선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15]. 일반 학생과 비교하
였을 때 정보 영재가 어떠한 특성이 두드러지게 보이는지를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23], 정보 영재들은 어려운 문제를
끝까지 풀고, 새로운 물건을 만들고 싶어 하며, 수학을 잘하
고, 컴퓨터 및 자동차 관련 책을 좋아하는 등의 행동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과학영재 학생들이 만들기를
좋아하고 자연 현상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질문하기를 좋아
하는 특성이 있다면, 과학영재 선발과정에서 어떤 만들기를
어느 정도 하였는지, 또는 자연 현상에 대해 어떠한 호기심
을 갖고 어떤 질문을 해 왔는지를 선발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과학영재 학생들의 행동특성을 좀 더 깊이 이해하
기 위해서는 행동특성들이 다른 어떤 요인들과 관련되어
있는가를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성별이나 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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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재아들의 행동특성과 관련이 있는지, 부모의 가정교
육 방향이나 부모의 특성 등이 어린 학생들의 행동특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친구들이나 교사 또는 다른 어떤 사람
의 영향으로 특정 행동특성이 발현될 수 있는지 등을 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영재 학생의 행동특성과 관련이 있
을 수 있는 다양한 요인 들 중에서 성별에 관심을 두었다.
그 이유는 영재 및 창의성 분야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일관되지 않게 보고되어 왔기 때문이다 [24]. 예를 들면,
6학년과 10학년을 대상으로 한 McCrae 등의 연구 [25]나
인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Misra의 연구 [26]에서는 개방
성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에게서 높게 나타났지만, 다른
연구 [27]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보고가 있다. 국내에서는,
과학영재교육센터에 재학 중인 13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
로 과학에서의 창의적 행동특성 검사를 실시한 한기순 등
[28]의 연구에서는 심미안 영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얻었지만, 김명숙, 정대련과 이종
희 [29]가 중학교 2학년 영재아 66명을 대상으로 성차가
있는지를 알아본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잠재된 창의적
능력뿐 아니라 실제적인 창의적 수행에 있어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오경애와 김성
원 [30]의 연구에서도 중학교 과학영재아의 주요 특성 중
하나인 창의적 특성은 남녀의 점수 차가 작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 과학영재 학생들의 행동특성 측면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는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배경 하에 구체적인 연구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 소속된 초등학교 과학
영재아들의 행동특성을 조사하여, 어떤 행동특성들이 높게
또는 낮게 나타나는지를 조사하고, 각각의 행동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사례들을 조사하여 그 특징을 분석한다.
둘째, 초등 과학 영재아들의 행동특성이 성별로 차이가
있는지 조사한다.
셋째, 초등 과학 영재아들에게서 나타난 행동특성에 대한
결과가 초등 과학영재교육에 주는 의미와 시사점을 논의
한다.

II. 연구 방법
1. 도구
물리학자의 성장기 시절 창의적 행동특성을 과학영재 학
생들이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신원호과 박종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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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 list of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creative physicists during growth period [1].
Item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Category
I. Making

II. Experiment

III. Task committment

IV. Curiosity /Question

V. Reading /Summary

VI. Logic /Insight

VII. Artistic expression

VIII. Communication

Behavioral characteristics
I like to make things.
I make something using things around.
I am used to using a machine or a device.
I have experience making new things or devices.
I make something complicate and precise.
I like experiment/inquiry and do a lot.
I have an experimental environment and have my own laboratory space.
I do scientific inquiry using things around.
I plan and do scientific inquiry deliberately and meticulously.
I do scientific inquiry without hurry.
I like to learn on my own rather without help.
I like to solve difficult problems.
I have concentration.
I have experiences solving problems with effort for a long time.
I have may own rules/standards and hate to lose.
I am curious about natural phenomena.
I enjoy deep thinking about natural phenomena.
I am interested in profound/fundamental problems such as religion or philosophy.
I like questions and do a lot.
I do a lot of reading.
I summarize my own reading, exploring, studying and thinking.
I have a habit of taking notes in everyday life.
I like logical thinking.
I have the ability to grasp the core and understand it easily
I try to use my own method different from others.
I have talent and interest in music.
I like poem and can express like poem.
I like to understand and express by drawing.
I like discussion and debate.
I like to share ideas in the group.

연구 [13]에서 개발한 ‘창의적 물리학자의 성장기 시절 행동

Table 2. Participants of the study.

특성’을 사용하였다 (Table 1). 이는 뉴턴, 패러데이, 맥스
웰, 아인슈타인, 하이젠버그, 파인만의 성장기 시절에 두드
러지게 나타나는 행동특성을 8개 영역의 30개 항목으로 목

Grade

록화한 것이다. 개발된 목록에 대해서는 영재교육 전문가와
영재교육 지도 경험이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응답으로부

Sum(%)

5
6

No. of students(%)
Male
Female
10(12.2%)
26(31.7%)
20(24.4%)
26(31.7%)
30(36.6%)
52(63.4%)

Sum(%)
36(43.9%)
46(56.1%)
82(100.0%)

터 적절한 타당도 (응답률 평균 1.1∼1.3, ‘1’=그렇다, ‘2’=
매우 그렇다)를 확인하였고,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적용

2. 연구 대상

하여 높은 신뢰도 (Cronbach’s alpha=9.48∼9.53, Cohen’
s kappa=0.79, 두 평가자간 상관관계=0.977∼0.982)도 확
인하였다 [14].

본 연구는 대학 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재학중인 5학
년과 6학년 학생 92명 중 응답지를 제출한 82명을 대상으
로 하였다 (Table 2). 이 학생들은 교사의 관찰 결과를 바
탕으로 영재성이 있거나 과학영재로서의 잠재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담임교사가 추천한 학생들로, 소속 학교에서 별도

Understanding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Scientifically Gifted Elementary · · · – Insun Lee · Jongwon Park

선발 절차를 한 번 더 거쳐 학교장이 최종 추천한 학생들이
다. 또한 학교장 추천자들 중에서 과학영재교육원에 합격한
학생들은 과학영재교육원의 별도 선발 전형 (1단계 서류전
형과 2단계 관찰 및 면접전형)에서 지적 능력, 창의성, 리더
십 등의 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 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초등 과학영재 학생으로 가정하였다.

자료는 Microsoft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코딩한 후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카이제곱 검정 방법으로 교차분석
을 실시하였고, 기대빈도 (expected frequency) 가 ‘5’ 이하
인 경우는 Fisher의 정확도 검정 (two-tailed) 으로 정확한
유의확률을 계산하였다.

3. 자료 수집 방법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과학자가 가지고 있는 행동특성 목
록’을 제시하였고,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항목에 표시하
고, 표시된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쓰도록 하였다.
이때 초등학생들이 30개 항목 모두에 대해 응답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10개만 선택하여 응답하도록 하였고, 응답자가
각 영역에 골고루 응답할 수 있도록 목록의 8개 영역 정보는
제시하지 않고, 30개 항목을 일련번호로만 제시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이 과장된 응답을 할 필요 없이 솔직한 응
답을 할 수 있도록, 응답 결과가 평가나 선발 등의 목적으
로 사용되지 않고 연구용으로만 사용한다는 점을 여러 차
례 강조하였고, 또 과장된 응답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응답자 중 무작위로 5명을 선정하여 평균 15분간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학생이 응답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상황이나 내용을 표현하도록 하면서 실제 자신의
이야기인지, 과장된 이야기가 아닌지 등을 판단하였다. 그
결과, 과장된 응답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응답한 82명의 학생들은 모두 설문에 대한 동의를 하였
고, 학생의 연구 참여에 대한 학부모 동의 절차도 함께 진행
하였다. 먼저 설문지를 출력하여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
고, 응답의 편의성을 위해 출력물과 동일한 내용의 설문지
파일을 게시판에 업로드 하였다. 응답 결과는 출력물 또는
파일 형태로 회수하였으며, 설문지를 제시하고 회수하는
데에는 3일 (2017년 9월 2일부터 4일까지)이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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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결과 및 논의
1. 창의적 행동특성의 영역별 선택 학생수
Table 3에 의하면, 학생들이 선택한 항목들이 많은 영역
을 순서대로 보면, 과제집착 (185명)> 의사소통 (115명)>
만들기 (114명)> 실험 (92명)> 예술적 표현 (86명)> 독서/
정리 (80명)> 호기심/질문 (79명)> 논리/통찰 (69명) 인 것
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한 ‘과제집착’ 영역의 특징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제 집착’ 영역에 속한 항목을 선택한
학생수는 총 185명이었는데, 이는 모든 학생이 이 영역에서
자신을 잘 나타내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항목으로 약 2.3
개 (225.6%) 를 선택한 것을 의미한다. 과제 집착력은 영재
를 특징짓는 3개 주요 요소(평균 이상의 지적능력, 창의력,
과제 집착력) 중 하나로 강조되어 왔는데 [23], 본 연구에서
도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과제 집착력은 영재에게 중요한 특징으로, 과
제 집착력을 보다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3개 영역(도전
성, 몰입, 주도성)에 대해 8개 항목으로 구성된 과제 집착력
평가 루브릭을 개발한 연구 [31]도 있고, 3개 영역 (도전성,
몰입, 자기통제) 의 총 40개 문항으로 구성한 과제 집착력
평가도구에 관한 연구 [32]도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과제 집착 항목과 이들 평가 도구와 비교해 보면, ‘스스로
학습’(항목 11)은 자기통제 또는 주도성에 속하고, ‘어려운
문제 도전’(항목 12)은 도전성에 속하며, ’오랜 시간에 걸친’
(항목 14)과 ’집중력’(항목 13)은 몰입에 속하는 것으로 판

4. 분석 방법

단되었다. 그러나 ‘자신만의 규칙이나 기준이 있고 지기를
싫어한다’(항목 15) 는 기존 연구에서 볼 수 없었던 항목이

학생들이 10개 항목으로 어떤 항목을 선택하였는지, 선
택한 항목에 대한 학생수는 얼마인지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0개 항목을 선택한 것뿐 아니라, 선택한 항목
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적도록 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이
선택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함께 분석하였다. 그
리고 이러한 특징들이 남녀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
기 위해 통계 검증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이 설문에 응답한

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항목 15를 선택한 학생수가 약
44%이고. 이전 연구 [13]에서도 과학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평균 응답이 2.37(2=그렇다, 3=매우 그렇다)로
나타나, 과학영재들의 행동특성으로 무시할 수 없는 주요
항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앞으로의 초등 과학영재 학생들
의 과제 집착에 대한 연구에서는 항목 15의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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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stribution of students’ responses
Category
1. making
2. experiment
Item No.
1
2
3
4
5
6
7
8
9
10
No. of responses 55
21
14
11
13
26
6
7
22
31
(%)
(67.1†) (25.6) (17.1) (13.4) (15.9) (31.7) (7.3)
(8.5) (26.8) (37.8)
Sum(%)
114(139.1††)
92(112.1)
Category
4. curiosity /question
5. reading /summary
6. logic/insight
Item No.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No. of responses 29
6
12
32
48
18
14
24
28
17
(%)
(35.4) (7.3) (14.6) (39.0) (58.5) (22.0) (17.1) (29.3) (34.1) (20.7)
Sum(%)
79(96.3)
80(97.6)
69(84.1)

3. task committment
11
12
13
14
15
37
26
48
38
36
(45.1) (31.7) (58.5) (46.3) (43.9)
185(225.5)
7. artistic expression
26
27
28
33
20
33
(40.2) (24.4) (40.2)
86(104.8)

8. communication
29
30
57
58
(69.5) (70.7)
115(140.2)

† Among 82 students, 67.1% of them selected item No. 1.
†† This means that all students selected about 1.4 items (139.0%) in the ‘making’ category.

둘째, ‘과제 집착’ 다음으로 많이 선택한 영역은 ‘의사

이거나, 초등 과학영재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논리적이

소통’과 ‘만들기’ 영역이었다. 즉, 각각 115명과 114명의

고 형식적인 사고단계로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해

학생이 이 영역에서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또는 초등과정에서 논리 및 통찰과 관련된 행동

생각하는 항목을 평균 약 1.4개 (각각 140.2%, 139.1%) 선

경험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과학고 학생을 대

택하였다. ‘의사소통’의 경우, 뛰어난 어휘능력을 보인다는

상으로 한 이전의 연구 [14]에서 ‘논리/통찰’ 영역이 3위로

연구 [33], 또는 과학영재들도 언어사용과 의사소통에 뛰어

높게 나타난 결과에 따른다면, 초등 과학영재 학생들에게

난 능력을 보인다는 연구 [34]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관련성

‘논리/통찰’에 관련된 행동특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과

이 있다고 본다. 또 과학영재 학생들의 설명형 또는 주장형

학영재 학생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논리/통찰 관련 행동

의사소통 능력이 일반학생들에 비해 높다는 연구 [35], 좀 더

특성이 초등 과학영재 학생의 일반적 행동특성이 아니라고

구체적으로 주장형 의사소통 능력은 좌뇌를 주로 사용하는

결론내리는 것은 성급하다고 본다.

초등 과학영재 학생이 높고, 설명형 의사소통 능력은 우뇌

넷째, 가장 낮은 응답 (69명, 84.1%) 을 한 ‘논리/통찰’

또는 통합형 초등 과학영재 학생에게 높다는 연구 [36] 등

영역을 제외하면, 총 82명의 대상자들은 나머지 4개 영역

과학영재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

(실험, 호기심/질문, 독서/정리, 예술적 표현) 에 대해서도

다. 그러나 본 연구처럼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각각 79∼92명의 학생들이 응답하여, 이들 영역에서 모든

토론과 논쟁을 즐긴다고 내용을 명시적으로 나타낸 경우는

학생이 약 1개 이상의 항목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찾아보기 쉽지 않다.

초등 과학영재 학생들은 자신을 잘 나타내는 행동특성으로

‘만들기’ 영역은 영재들의 행동특성으로는 일반적으로

7개 항목에서 각각 1개 이상의 항목씩 선택하여, 초등 과학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실험’ 영역과 함께 과학영재의 경

영재 학생들이 창의적인 물리학자의 성장기 행동특성들을

우에 특별히 부각되는 행동특성으로 볼 수 있다. 최영선,

고르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학생 개인별로

이순영과 김갑수의 연구 [23]에서도 일반 학생에 비해 초등

볼 때에는 특정 항목들은 자신을 잘 나타내는 항목이 아니

정보 학생들은 만들기를 선호한다는 특성을 보였으며, ‘만

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모든 학생이 다양한

들기’는 본 연구에서는 8개 항목 중 네 번째로 많이 선택된

행동특성을 고르게 가지고 있다는 것은, 특정 행동특성을

영역이었다. 또한 과학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전 연구

보이지 않은 학생에게도 그러한 행동특성을 경험할 수 있는

[14]에서도 4위로 나타나 초등학생들의 결과와 유사한 경

기회를 제공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성을 보였다. 그리고 ‘만들기’와 ‘실험’ 영역을 통합하여
보았을 때 그 합계는 205명으로, 한 학생이 이 두 영역에서
약 2.5개의 항목을 선택하여, 나머지 6개 영역보다 훨씬
높은 선택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초등 과학영재 학생들의 창의적 행동특성에 대한
정성적 이해

셋째, ‘논리/통찰’의 경우에는 약 15%의 학생들이 이 영
역을 전혀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논리’ 또는 ‘핵심

총 30개 항목들 중에서 초등 과학영재 학생들이 자신의

을 파악’ 등의 용어를 초등학생이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

행동특성이라고 선택하도록 한 항목은 10개씩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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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ummary of gifted students’ major creative behavioral characteristics in science.
Category
VIII. Communication

Item
30. Sharing ideas
(58)

VIII. Communication

29.
Discussion
/Debate (57)

I. Making

1. Liking make
(55)

Ⅲ. Task committment

13. Concentration (48)

Ⅴ. Reading
/Summary

20. Reading (48)

Students’ responses
It helps to generate/revise my own ideas (9) and team ideas, therefore I shared ideas in school
classroom learning (19) and in gifted center activities (4). Through this, I tried to understand/consider/advice/coordinate other ideas (4) and could find deficient aspects in my ideas (6).
As a result, I could draw good ideas and solutions (8), and got friendly with friends (2) and got
recognition for others (7).
In classroom learning or meeting (14), private learning center or contest (7) and home (2), I actively
participated in (3) and enjoyed discussing and debating through activities of listening, refuting,
persuading, and suggesting rationales (28). Through this, I could use knowledge and information
(2) and learn how to discuss and be polite (2). As a result, logical thinking, vocabulary and
knowledge acquisition were improved (4).
Using stationery/household goods (45), toys (19), recycles (15), I have made assembling/model/kit
(40) such as Lego, machine/device (22) such as robot, and household goods (20) such as pencil
stand and photo frame, and toys (6). I have made it consistently from my childhood (18), and I
like to make because I was able to make it easily (6) and feel a sense of accomplishment (13). And
I made it with thinking (11). Making helped my classroom learning (3).
I concentrate so much that I cannot hear surroundings (12) or cannot care about other things
(4), when I do favorite things such as reading (16), studying (8), experimenting (5) or making
(5). Through this concentration, understanding/memory (2) and problem solving abilities (2) were
improved.
I like reading, so I read not only fairy tales, novels, literature books (16), comics (3) but also sciencerelated books (10) at home or library. Through this, reading ability was improved (4), I was
impressed or learned from reading (3), and sometimes received an award (3). There is a side effect
of reading only books without doing what I need to do (2), in that case, parents do not let me read
the books (3). This behavior was influenced by experience that others had read books for me and
circumstance where I could easily access books from around (16).

선택한 항목들 중에서 50%(41명) 이상의 학생이 선택한

명의 작은 사례이지만, 만들기를 할 때 사고활동을 같이

항목은 1, 13, 20, 29, 30이었다 (Table 3). 즉, 초등 과학

한다는 응답도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실제로 파인만

영재 학생들의 약 절반 이상이 아이디어 공유 (항목 30) 와

(Richard Phillips Feynman) 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는데,

토론 및 논쟁을 즐기고 (항목 29), 만들기를 좋아하며 (항목

그는 만들기와 고치기를 잘해서 동네의 라디오를 수리해

1), 집중력이 있고(항목 13), 독서를 즐기는(항목 20) 행동

주곤 하였는데, 파인만이 라디오를 수리하는 장면을 본 사

특성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 5개 항목에 대해서

람은 “그 애는 생각으로 라디오를 고치지”라고 하였다고

학생들이 기술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한다 [37]. 즉, 파인만이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던 이유는

그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Table 4와 같이 하나의 문장으로

파인만은 원인을 생각하고, 부속의 작동원리를 생각하면서

정리하였다.

라디오를 수리하였기 때문이다.

Table 4의 내용을 보면, 초등 과학영재 학생들이 어떤

과제 집착의 경우에 초등 과학영재 학생들이 집중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들을 하며,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

상황을 보면, 사고활동(책읽기나 공부)뿐 아니라 행동적인

는다고 생각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것 (실험이나 만들기, 또는 좋아하는 활동 등) 에서도 집중

아이디어 공유의 경우 (항목 30), 초등 과학영재 학생들은

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집중할 때 다른 소리가 안

학교나 영재교육원에서 자신의 생각을 보완하고 수정하기

들리거나 다른 일에 신경 쓰지 못할 정도로 깊이 한다는

위해 아이디어 공유를 하며, 그로 인한 직접적인 효과 외

사례를 통해 집중의 정도도 어림해 볼 수 있다.

에도 친구와 친해지고 인정을 받는 등의 부가적인 효과도
있다고 하였다.

한편, 독서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과학 관련 책을 읽는다
는 사례가 적은 특징을 보였다. 이는 과학영재 학생이라고

또 ‘만들기’의 경우를 보면, 과학적인 내용의 만들기 외

하더라도 아직 초등학생이고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에도 일상생활과 관련된 생활용품이나 완구 등의 만들기도

관심을 갖고 균형 있는 정보와 지식에 접할 수 있다는 측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변의 사물을 이용하여 만

면에서 오히려 장점일 수 있다고 본다. 가끔 과학영재의

들기를 한다’는 항목 2(Table 1) 에 대한 응답률이 약 25%

경우에는 과학지식과 과학적 경험에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이므로 (Table 3), 초등 과학영재 학생들은 꼭 과학적인 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과학에서 새로운 발견을

용의 만들기뿐 아니라, 주변의 것에 관심을 갖고 일상적인

할 때 다른 곳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귀추적(abductive)

것을 만든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1

사고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38,39] 과학영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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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Gender differences in characteristics of creative
behaviour by domain (male n = 30, female n = 52).
Category
Making
Reading/Summary
Artistic expression

No. of students(%)
Male
Female
51(34.0†)
>
63(24.2)
21(23.3)
<
59(37.8)
22(24.4)
<
64(41.0)

p††
0.039*
0.024*
0.012*

† Number of male students is 30, and there are 5 items
in ‘Making’ category, therefore maximum number of students who selected items in ‘Making’ category is 150. So
34% is calculated by 51/150*100=34%.
†† Probability of significance using Fisher’s exact test (2tailed). *p < .05

에게 과학 외의 분야에 대한 다양한 관심과 경험은 중요하
다고 본다.
Table 4에서 정리된 학생의 응답들은 과학영재 학생들의
행동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면담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도 있다. 예를 들어, 만들기를 소재로 면담을 한다면, 어떤
만들기를 했었는지, 무엇을 이용하여 만드는지, 언제부터
만들기를 즐겼으며, 만들기를 하면서 사고활동을 하는지,
만들기로 통해 어떤 도움을 받는 지 등을 질문하면서 보다
심층적인 면담을 할 수 있을 것이다.
Table 4의 5개 항목은 대상자 중 약 50% 이상의 학생이
선택한 항목들인데, 이와 같이 학생들이 많이 선택한 항목이
무엇인지 알면, 이들 5개 항목을 중심으로 과학영재 학생의
행동특성을 기록/평가를 할 수도 있다. 즉, 30개 항목이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선택한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과학영재 학생들의 행동특성
을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 초등 과학영재 학생들
이 기술한 행동적 사례를 정리한 내용은 박종원의 홈페이
지에 (https://jwpark94.wixsite.com/jwpark) 에 PDF 파
일로 제시하여, 초등 과학영재 학생들을 이해하기 위한 기
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이 내용을
보면, “자신만의 실험 공간 (방) 이나 (5명) 실험대 (책상) 를
(1명) 갖고 있으며, ...”라고 하여, 초등 과학 영재아들이 자
유롭게 실험이나 만들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실험공간을
선택한 학생이 82명 중 6명에 불과하여 일반적으로 그러한

영역에서는 남학생 (34.0%) 의 응답률이 여학생 (24.2%) 응
답률보다 높았고, ‘독서/정리’ 영역과 ‘예술적 표현’ 영역
에서는 남학생(23.3%, 24.4%)보다 여학생(37.8%, 41.0%)
응답률이 높았다. 이 3개 영역에 대한 성별 차이는 Fisher
의 정확도 검정 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p < .05). 그러나 이 외의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성별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남학생은 기술적
인 분야 (만들기) 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이고, 여
학생은 정적 (독서/정리) 이고 감성적인 측면 (예술적 표현)
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남녀별 차이를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30개 항목
중 8개 항목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 (p < .05) 를
보였다(Table 7). 즉 기계 사용에 익숙하고(항목 3) 어려운
문제 해결을 좋아하며(항목 12), 자연현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다는 (항목 16) 행동특성은 남학생 응답수가 더 많았고,
주위 물건을 이용한 탐구(항목 8), 꼼꼼한 실험(항목 9), 내
용 정리(항목 21)와 메모(항목 22), 그리고 그림 사용(항목
28) 과 관련된 행동특성은 여학생 응답수가 더 많았다.
Table 7의 결과로부터, 남학생은 기술적이고 (만들기, 기
계사용) 도전적인 것 (어려운 문제 선호, 호기심) 에서 높은
응답을, 여학생은 정적이고 (주변 사물 이용, 꼼꼼한 실험
수행, 독서, 정리와 메모) 감성적 측면에서의 행동특성 (그
림 표현) 에서 높은 응답을 보여, 일반적인 성별 차이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초등 과학영재 학생들에게서도 볼 수
있었다.
창의성에 있어서 성별 차이를 연구한 김명숙, 정대련과
이종희 [29]에 의하면, 과학영역의 창의적 수행에서 과학
영재 집단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지만, 한
기순 등 [28]의 연구에서는 ‘정교성’과 ‘심미안’ 영역에서
여학생의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꼼꼼한’ 실험 수행, 그
리고 감성적 측면에서의 행동특성에서 여학생이 높은 응답
을 보인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과학적 호기심’
을 묻는 문항에서는 남학생의 점수가 여학생과 비교하여
더 크게 나타난 연구결과 [28]는 ‘호기심’에서 높은 응답을
보인 이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창의성
검사 결과를 통해 나타난 성별의 차이가 과학영재 창의적
행동특성에서도 유사한 패턴으로 보이는 사례가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공간이 부족하다는 특징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3. 초등 과학영재학생의 행동특성에 대한 성별 비교
과학 영재아들의 과학 행동특성에 대한 영역별 응답이
남녀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Table 6), ‘만들기’

본 연구에서는 초등 과학 영재아의 행동특성을 ‘창의적
물리학자의 성장기 시절 행동특성’을 통해 알아보았다. 이
를 위하여 대학 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초등심화 과정에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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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Gender differences in characteristics of creative behaviour by item (male n = 30, female n = 52).
Item
3. I am used to using a machine or a device.
12. I like to solve difficult problems.
16. I am curious about natural phenomena.
8. I do scientific inquiry using things around.
9. I plan and do scientific inquiry deliberately and meticulously.
21. I summarize my own reading, exploring, studying and thinking.
22. I have a habit of taking notes in everyday life.
28. I like to understand and express by drawing.

No of students(%)
Male
Female
9(30.0%†)
>
5(9.6%)
15(50.5)
>
11(21.2)
15(50.0)
>
14(26.9)
0(0.0)
<
7(13.5)
4(13.3)
<
18(34.6)
3(10.0)
<
15(28.8)
1(3.3)
<
13(25.0)
7(23.3)
<
26(50.0)

χ2

df

p

5.584
7.311
4.432
4.389
3.944
6.308
5.626

1
1
1
1
1
1
1

0.018*
0.007**
0.035*
(0.044*)††
0.036*
0.047*
0.012*
0.018*

† Among 30 male students, 30% of them selected item No. 3.
†† Probability of significance using Fisher’s exact test (2-tailed). *p < .05, **p < .01

중인 과학 영재아를 대상으로 창의적 행동특성을 조사하였

행동특성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학생 A

다. 학생들은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항목이라고 생각하

에게 부족한 영역의 행동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는 10개 항목을 전체 30항목 중에서 선택하여 표시하도록

격려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행동특성

하였고, 표시된 항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쓰도록

이 창의적 과학자가 되는데 영향을 준다고 가정할 수 있기

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얻은 주요 연구 결과 및 시사점을

때문이다 [22].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 학생들을 모두 영재라고 가정하였다.

첫째,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초등 과학영재 학생들은 ‘논

더구나 참여 학생이 82명으로 많은 것도 아니었다. 따라

리/통찰’을 제외한 7개 영역의 행동특성을 고르게 가지고

서 만일 참여 학생이 영재라는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창의적인 물리학자가 성장기 시절에서

위의 결론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

보였던 행동특성들을 초등 과학영재 학생들도 일반적으로

구에 한계가 있고, 따라서 보다 많은 영재학생을 대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며, 본

용한 창의적인 물리학자의 성장기 행동특성 목록은 과학

연구에서 나타난 행동특성을 일반학생의 경우와 비교하거

교사가 과학 분야에서 창의성과 영재성을 보이는 학생들을

나,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영재판별 도구를 적용하여 판별

판별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 실제로 신

결과와 행동특성을 비교하는 등의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원호와 박종원 [14]의 연구에 의하면, 과학 고등학교 학생을

하겠다.

대상으로 목록을 이용하여 학생의 행동특성을 점수화하였

둘째, 창의적인 물리학자의 성장기 행동특성들 중에서

을 때, 점수가 낮은 점수에서 높은 점수로 고르게 분포되어

초등 과학영재 학생들은 ‘과제 집착’ 영역이 가장 두드러진

나타나 학생들의 행동특성 정도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하였다.

행동특성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제 집착’ 영역에 속한 ‘자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목록은 과학 영재아들의 추천

신만의 규칙이나 기준이 있고 지기를 싫어한다’는 행동특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학영재교육원이나

성은 44%의 학생들이 선택하여 비교적 높은 행동특성으로

과학 고등학교 등에서 교사 추천서를 요구하는 경우에 본

나타났다. 지기 싫어하는 특성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자

연구에서 사용한 목록에 기초하여 학생의 구체적인 행동특

신이 부각되어 보이기를 원하는 특성으로도 볼 수 있는데,

성을 기술해 주는 것이다. 이때 30개 항목을 모두 사용할

이러한 특성은 과학자의 특성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 예를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 빈도가 높게 나타난 항목을 우선

들면, Mansfield & Busse [40]에 의하면, 창의적인 과학자는

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또 과학영재교육원이나

전문가로부터의 인정 욕구가 강한 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과학 고등학교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목록을 제시하면서

그러나 이러한 특성이 기존의 과학영재 학생의 행동특성

학생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항목을 몇 개만 골라 구체적인

연구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아, 이러한 행동특성을 앞으로

사례를 적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과학영재의 행동특성과 관련된 연구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

물론 목록에서 제시한 30개의 행동특성이 개인적으로는

가 있다고 본다.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 A는 ‘만들기’나 ‘과제집착’

셋째, 이 외에도 일반 영재의 행동특성과 달리 과학영재

등에서 높은 행동특성을 보이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특별한

학생에게 특별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행동특성으로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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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들이 있었는데, ‘의사소통’ 영역에서 아이디어를 공유
하고 토론과 논쟁을 즐긴다는 행동특성과 ‘만들기’ 및 ‘실험’
영역이 그렇다. 물론, 일반적으로 영재 학생들은 언어 및
어휘 능력이 뛰어나다는 특성이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어
왔지만,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아이디어 공유와 토론
및 논쟁이 두드러진 과학영재 학생들의 언어 관련 행동특
성이라는 것을 보이고 있다.
넷째, 상대적으로 ‘논리/통찰’ 영역이 초등 과학영재 학생
에게 낮은 행동특성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탐색해 보았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이
‘핵심을 파악한다’라든가 ‘논리적’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직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논리적 사고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또는 초등과정에서 논리 및 통찰과 관련된 경험 자체가 작
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선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논리 및 통찰에 관련된 행동특성이 3위로 높게
나타나, 이러한 특징이 나이에 따라 나타나는 특징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을 잘 나타내는 행
동특성을 체크할 뿐 아니라, 체크한 항목에 대한 자신의 사
례를 쓰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초등 과학영재 학생의 행동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항목별 특성을 보다 많은 학생을 대상으
로 모아 본다면, 초등 과학영재 학생들의 행동특성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과학영재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적인 지도와 격려가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째, 행동특성에 있어서 성별 차이를 보인 항목들이
있었는데, 즉, 기술적이고 도전적인 항목에서는 남학생이
높은 응답을 보였고, 정적이고 감성적 측면에서는 여학생
이 높은 응답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일반학생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성별 차이로 보여, 일반학생의 성별 차이가
과학영재 학생에게도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상으로 초등 과학영재 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적 행동
특성을 조사한 주요 결과와 시사점, 앞으로의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이 외에도 본 연구에서 수행한 연구
방법은 대상을 달리하여 수행할 수도 있다. 즉, 중학생 및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년별 비교를 할
수도 있다. 또 과학영재를 지도할 예비교사나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과학영재 학생들은 어떤 행동들을 보인다고 생
각하는지를 조사하여 학생의 실제 응답과 비교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물리학
자 외의 과학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어린 시절 어떤 행동특
성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다양한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창의적인 과학자의
특성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학생들이 창의성 지도를 위한
실제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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