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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영재학교 조기입학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탐색

 미 란

공주 학교

2)

본 연구에서는 과학영재학교에 조기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기입학의 경험에 대하여 알

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에 위치한 과학영재고등학교 조기입학생 13명을 대상으로 인

터뷰를 실시하고 현상학적 연구방법 중 Giorgi 방법을 활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3개의 주제와 5개의 중심의미를 추출하였다. 조기입학 학생들은 연습삼아 지원했다가 합격하

게 되면서 준비 없이 1년을 단축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경험하지

만 따라잡음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차별화된 교육과

정, 기숙사 생활, 학생들의 학습을 중시하는 분위기 등이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으

며, 리더로 나서기가 어렵거나 뭔가 부족한 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적응하고 결국에는 형이라고 부르는 친구가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의 성격이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조기입학 같은 학생 배치 문제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분위기나 개인의 성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문제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조기입학, 과학영재, 과학영재학교, 현상학적 연구

I. 연구의 목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정규학교에 다니면서 일 년이나 이 년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분명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영재교육에서는 영재학생들에게 필요하고 그들의 요구에 적절한 교육

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조기입학 제도를 조금씩 활용하고 있다. 교육의 수월성을 신장하기 

위해 교육계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속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고, 
1987년 교육개혁심의회가 월반 유급제를 제안한 이래 1992년 교육정책자문회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제를 제안하고 1995년에 교육법을 개정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전개되지는 못하고 있었다(이미순, 조석희, 이현주, 2006). 일찍이 전국적으로 과학고등학교

가 설립되어 조기졸업 제도를 도입하였고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으나, 졸업시기만 1년 정도 앞당기는 정도였고, 그 이후 과학영재학교가 설립되면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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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입학을 허용하여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에도 과학영재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 물
론 중학교 1학년이 과학영재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는 한 학교에 한두 명으로 매우 드문 일이

지만 중학교 2학년을 마치고 과학영재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상당수가 되고 있어 조기입

학 학생들의 학업 및 정서적 학교적응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육은 학생이 타고난 잠재능력을 충분히 성취할 수 있도록 하여 자아를 실현하도록 구조

화되어야 하며, 균등한 교육기회가 중요한 만큼 능력과 적성이 다른 학생들을 획일적으로 

다루어 타고난 잠재능력 신장을 저해하여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

(이미순, 조석희, 이현주, 2006)라고 하였다. 조기입학 제도는 연령과 학년 기준을 벗어나 학

생의 능력에 따라 적절한 학습기회를 제공한다(Brody, 2001)는 속진(acceleration)제도의 일환

이며, 학생의 능력에 맞추어서 교수 속도를 조절하여 정규 교육과정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줄인다(Gallagher, 2002)는 측면에서 외국에서는 그 동안 많은 지지를 받아 온 제도이

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서로는 1년이나 2년 차이를 극복하고 동등한 학우 관계를 유지하

는 것이 외국의 경우와 같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중학교 과정을 1년 또는 2년 뛰어넘는다

는 것은 학업적인 측면에서나 정서적인 측면에서 모두 쉽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조기입학 제도의 적용이나 연구는 고등학교에서의 AP코스를 통한 대학 수

준의 조기입학에서 다루어졌으며(Boazman & Sayler, 2012; Brody & Stanley, 1991), 고등학

교 수준에서 학생들의 학업 및 정서적 적응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조기입학제도가 우수한 학생들에게 능력에 맞는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모든 관심은 학습기회의 제공에 맞추어져 있으므로 조기입학 학생들이 과학영재학교에 입학

해서 실제로 주어진 이러한 기회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 또는 정서적인 측면에서 얼마

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게다가 속진과 조기입학의 

효과성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연구된 것들로(Callahan, Cornell, & Lloyd, 1992; 
Janos & Robinson, 1985; Janos, Robinson, & Lunnenborg, 1989; Lupkowski, Whitmore, & 
Ramsay, 1992; Noble & Drummond, 1992; Olszewski-Kubilius, 2002; Saylor, 1993; Stanley, 
1991; Stanley & Benbow, 1983; Swiatek & Benbow, 1991) 그 연구 결과와 실행방법을 그대로 

우리나라 교육현장에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영재학교에 조기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기입학 경험의 의

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상학적 연구과정을 통하여 그들이 자신들

과 연령이 다른 학생들과 함께 새로운 학교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의 역동성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조기입학을 한다는 것이 학업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어떠한 것이며, 적응하

는 과정에서 학업이나 친구관계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보고자 하였

다. 필요한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한다는 측면의 조기입학으로 인하여 같은 학년의 

동료들과는 연령도 다르고 교육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과학영재학교를 같이 출발한 학생들

의 성취와 적응에 대한 성과분석으로 향후 좀 더 효과적인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

적인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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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  배경

조기입학 및 졸업에 대한 연구는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이 명백하게 나누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능력이 뛰어나거나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은 

그냥 내버려 두어도 저절로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훌륭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재능발달 경향을 연구한 Bloom(1985)에 의하면, 이들은 어릴 때부터 전문가로 활동하기까지

의 성장과정 동안 적절하고 끊임없는 자극과 도전을 받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타고난 재

능을 계발하고 전문가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학습속도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제공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조석희, 이미순, 박성익, 이현주, 2006; 이미순, 조석

희, 2009). 
조석희 외(2006)는 학생의 재능을 계발하기 위해, 그들의 능력과 학습속도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이유를 발달심리이론(Lubinski, 2004; Robinson, 1983; Robinson & Robinson, 1982; 
Stanley & Benbow, 1983)에서 찾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학습은 계열적이며 발달

적인 과정으로서, 학습과정 중에 학생의 능력과 흥미 정도 및 수준을 민감하게 평가하고, 이
미 완전 학습한 내용보다는 약간 어려운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둘째, 학생

들은 서로 다른 속도로 학습하며, 학습에 대한 준비도와 실제 학습하는 내용 수준 사이의 적

합성에 따라 학습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셋째, 학생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개별 학생 

내에서도 개인차가 존재하며, 학생의 생물학적 연령만으로 인지 및 사회적 발달의 개인차를 

결정지을 수 없다. 
단순하게 연령으로만 학년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속도에 맞는 적절한 교육

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발달심리이론에서 정리한 근거를 보면 조기입학, 조기

졸업 제도나 그와 반대인 유급제도 등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구들은 조기졸업 및 조기입학에 대하여 모두 긍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닌데, 우선 부정적

인 결과를 나타내는 연구(Marsh & Hau, 2003; Robinson, 2004)를 살펴보면, 어릴 적부터 뛰

어났던 학생들은 성적이 상위권이었지만, 조기진급을 하거나 조기입학을 한 후 자기보다 나

이도 많고 경험도 많은 학생들 틈에서 공부하게 될 때,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이 저하되

어, 조기진급이나 조기졸업을 한 이후 부정적인 학업과 행동문제를 경험하는 학생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학생들의 부정적인 문제 중 대부분은 미성취 문제와 직접적으

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Olszewski-Kubilius, 1995). 즉, 새롭게 진급하거나 입

학한 곳에서 너무 도전적인 학습내용에 직면할 경우, 새로운 환경에서 위축되어 미성취 양

상을 보이게 된다(Gregory & March, 1985)는 것이다. 또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으로 인해 

초기에 경험한 학업적인 스트레스, 대학 초에 이성과의 만남, 조기진급자에 대한 고정관념 

및 어린 나이에 혼자서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을 보고하였다(Noble & 
Drummond, 1992). Noble과 Smyth(1995)는 그 연령에 필요한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우려하기도 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자신의 능력에 적절한 교육을 제공받음으로 인하여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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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연구(Lubinski & Benbow, 1994; Brody, 2001; Kulik & Kulik; 1991; Stanley & 
Benbow, 1983)들도 많이 있다. 조기진급한 학생들은 일반학생들보다 오히려 성적이 더 좋았

고(Janos, Sanfilippo, & Robinson, 1986; Noble, Robinson, & Gunderson, 1993), 보통 성적이 

B+ to A- 정도라고 밝혔으며(Swiatek & Benbow, 1991), 제 시간에 대학을 졸업하고(Brody, 
Assouline, & Stanley, 1990), 장학생이 더 많았다(Brody et al., 1990; Stanley & McGill, 
1986).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커다란 주립대학교 학생들이 아니라 몇몇 유명한 사립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하면 어린 학생들이 나이 많은 학생들 틈에 끼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정서 및 사회적으로 부적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회성 발달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Janos & Robinson, 1985; Robinson, 2004; Robinson & 
Noble, 1992), 이들 심리사회적 성숙 및 적응은 학생의 생활 연령보다 정신 연령과 접한 

관련이 있으며, 오히려 뛰어난 잠재력을 가진 학생이 동일한 연령의 또래들과 학습할 때, 더 

많은 정서적 부적응과 좌절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Colangelo, 2002; Davis & 
Rimm, 2004). 일반적으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한 학생은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지

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한 직후에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긴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으로 

생기는 현상으로 보고되고 있다(Swiatek, 1993). 조기진급 후 학생의 학업 상에서 나타난 특

징에 대해 메타 분석을 실시한 연구에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한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학문적인 성취를 하고 있으며, 도전적인 새로운 학습 환경에서 계속적으로 적응을 잘하고 

생산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ulik, 2004). California State University에 조기

입학을 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Gregory와 Stevens-Long (1986)의 연구에서도, 이들 학생

들은 입학 한 첫해에 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하지만, 해가 지날수록 학

교생활을 잘하고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하였다.
이렇게 양분화된 결과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본 연구는 특별한 가정을 하지 않고 진행

되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는 서울에 위치한 과학영재학교에 조기입학한 학생들 1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과
학영재학교에 조기입학한 학생 수가 제한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연구 참여를 허락한 학생 

수는 더욱더 소수이므로 양적 연구 방법보다는 질적 연구 방법으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

졌다.
인터뷰를 실시하기 전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 동의

를 구하였지만 자신이 특별하게 다루어진다는 것이 왠지 불편하다고 표현하거나 특별히 익

명을 요구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해 간단히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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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성별 현재 학년 속진 아버지 직업 어머니 직업 자라온 환경

1 남 2학년 1년 의사 주부 많은 기회를 주셨음

2 남 3학년 1년 사업 주부 학원 등 결정을 맡겨주심

3 남 3학년 1년 연구원 주부 허용적이고 믿어주심

4 남 3학년 1년 경찰 미용실 허용적이고 믿어주심

5 남 2학년 1년 의사 주부 잔소리가 심하셨음

6 남 2학년 1년 교수 주부 책을 많이 읽게 하심

7 남 2학년 1년 교사 주부 공부를 많이 가르쳐주심

8 남 3학년 1년 학원강사 방과후교실운영 허용적이었음

9 남 2학년 1년 교수 교수 캠프 등 많은 기회를 주셨음

10 남 3학년 1년 회사원 주부 책을 많이 읽게 하심

11 남 3학년 1년 밝히지 않음 밝히지 않음 허용적이고 믿어주심

12 남 2학년 1년 식당 보험/화가 결정을 존중하고 허용적

13 남 3학년 1년 연구원 주부 많은 기회를 주셨음

<표 1> 연구 참여자 현황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남학생이었으며, 모두 1년을 앞당겨 입학하게 되었던 학

생들이었고 현재 2학년 6명 3학년 7명이었다. 현재 성적은 15등 이내라고 명확하게 밝힌 학

생 한 명과 결국 상위권으로 들어갔다고 드러낸 학생들 3명 외에는 과목마다 등수가 너무 

다르다고 하였으며 아직도 헤매고 있다고 표현한 학생이 한 명 있었다.

2. 자료 수집  분석

가. 자료수집

주로 인터뷰를 통하여 자료가 수집되었고 인터뷰는 약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으

며, 가능한 학생들이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상세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인터뷰를 실시하기 전에 참여자들에게 연구 목적을 상세하게 설명하

고 연구 참여 동의를 구하였으며, 인터뷰 내용의 비 과 연구결과의 익명성이 보장됨을 알

려주었다.
하지만 이메일이 편하다고 미리 의사를 밝혔던 학생들과는 이메일만으로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도록 하였고, 적게는 2회에서 최대 5회까지 이메일이 오고갔다. 인터뷰를 실시했던 학

생들도 추후 추가적인 질문이 생길 경우 다시 이메일로 확인하고 분석 과정에서도 의문점이

나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이메일 교환을 통하여 추가 자료가 수집되었다.
인터뷰 앞부분에는 학교 시설이나 학교 분위기 등의 대화를 통해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

고자 하였고 인터뷰에서는 학교에 일찍 지원하고 조기입학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를 시작으로 하여 학업이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질문

하였다. 조기입학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1차적으로 사용한 주요 질문은 “조기입학생으로 생

활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자유롭게 말해주시겠어요?” 또는 “조기입학을 한 것은 학업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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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 정서적으로나 일반 입학생들과 다른 점이 있나요?” 등이었으며, 점차 참여자들의 기술

을 바탕으로 좀 더 궁금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하였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많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해 볼래

요?”, “중학교 때와는 다른 분위기라는 것은 어떤 분위기를 말하는 것인가요?” 등의 질문을 

하였다. 

나. 자료 분석

본 연구는 과학영재학교에 조기입학한 학생들의 관점에서 조기입학 경험의 의미는 무엇

인지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이
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상의 생생한 삶의 모습을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연구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현상을 밝히고 현상의 경험을 정확하게 서술하는데 목적

을 두고 있다(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4). Creswell(2007)에 의하면, 현상학적 연구는 어떤 

개념이나 특정 현상에 대하여 몇몇 개인의 산 경험에 대한 의미를 묘사해주며, 사람이 자신

의 경험과 상호작용에 대한 관점을 중심으로 개인적인 묘사로부터 일반적인 의미를 이끌어

준다고 하였으며, Leininger(1985)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주어진 어떤 특정 현상에 대하

여 총체적인 전망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가 경험한 현상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Giorgi(1985)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연구 참여자의 조기입학 경험에 대한 전체적 

느낌을 얻기 위해 필사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고 나서 의미 있는 내용을 선택하여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조기입학의 경험과 관련된 의미 

있는 말이나 문장을 찾고 이를 대표할 수 있는 참여자의 표현을 찾았으며 이를 통하여 좀 더 

명확한 의미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그 다음으로 조기입학의 경험과 관련되지 않은 표현을 

배제하였다. 이렇게 선택된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절 248개를 추출하였다. 이와 같이 구성된 

명확한 의미를 주제와 중심의미로 범주화하여 13개의 주제와 5개의 중심의미를 도출하였다. 
의미 문장과 주제 및 중심의미에 대하여 영재교육 전문가 1인이 연구자와 같이 검토하였다. 
이렇게 진술된 중심의미가 연구 참여자의 진술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중심의미

의 타당성을 고려해 보았다. 각 단계에서 도출된 내용이 원자료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지

속적으로 비교하면서 진행하였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분석된 자료를 주제와 중심의미에 

따라 전체적으로 기술하면서 조기입학의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자 하였다.

IV. 연구결과

1. 주제와 심의미

과학영재학교에 조기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기입학 경험의 의미를 알아본 결과 유

의미한 내용은 248개였으며 이를 13개의 주제와 5개의 중심의미로 도출하였다. 다음은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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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중심의미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주제 중심의미

합격에 대한 놀라움
준비되지 않았던 입학

수학과 과학을 좋아했던 것을 합격의 이유로 생각함

1년 공백에 대한 걱정
1년 공백 따라잡음의 문제

따라잡음의 문제

일반학교와는 차별화된 교육과정

학교 환경이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함기숙사 생활에서 오는 섞임

학업을 중시하는 분위기

형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함

어려움은 있지만 문제될 정도는 아님센스가 부족함

리더로 나서기 어려움

형이라 부르는 친구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적응함생활면에서 남들과 다르지 않음

성격이 중요함

<표 2> 분석결과 주제와 중심의미

조기입학 경험의 분석결과를 중심의미 내에 포함된 주제들과 주제로 모아진 구체적인 진

술의 원자료 내용을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심의미 1: 비되지 않았던 입학

첫 번째 중심의미는 ‘준비되지 않았던 입학’이다. 조기입학 학생들은 합격할 것을 기대하

고 지원한 것이 아니라 다음 해의 합격을 위해 미리 연습 삼아 지원했다가 합격한 것이기 때

문에 처음엔 스스로 놀라게 되었고 합격한 이유를 자신들이 그래도 수학과 과학을 좋아해서 

결국 입학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주제 1: 합격에 대한 놀라움

조기입학 학생들은 입학 당시의 자기 자신을 생각하며 “의외의 합격 소식”이란 표현을 많

이 사용하였다. 스스로 크게 기대하고 지원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놀라움이 배

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조기입학을 계획하거나 꼭 조기입학을 해야겠

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음 해의 입학을 위하여 연습 삼아 시험에 응시해본 것인데 합격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에 따라 걱정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부모님이 연습 삼아 해보라고 

하셔서 그냥 지원해 본건데 합격을 한 거예요.”, “후년에 대한 모의고사라는 생각으로 원서

를 썼었어요.”, “딱히 계획한 것은 아니었는데…”, “조기입학을 해야겠다 생각하거나 꼭 일찍 

들어오려던 것은 아니었어요.”, “엄청 좋았죠(웃음)”, “학원 가서 미리 준비한 애들도 많았는

데 저는 좀 그런 걸 안했는데도 붙어서 믿기가 좀 어려웠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잘하는지 

몰랐는데 신기했어요.”와 같이 계획하고 기대했던 합격이 아니라 놀라움이 컸던 것으로 보

인다. 한 학생의 표현을 그대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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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험만 한번 응시해보자는 생각으로 지원했었어요 . 왜냐하면 

다음 해에 어차피 시험 볼 거니까. 그런데 1차, 2차 자꾸 합격하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였나? 
하고 엄청 놀란 거죠. 부모님도 의아해하시고…. 하하.

2) 주제 2: 수학과 과학을 좋아했던 것을 합격의 이유로 생각함

특히 학생들은 자신들이 남들보다 1년 일찍 합격한 이유를 수학과 과학 과목에 대한 흥미

와 실력으로 돌렸다. 물론 “내가 왜 붙었는지는 지금도 몰라요. 하하” 또는 “운이 좋아서….”
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수학과 과학 과목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중학교 때 전교 석차가 1~2등이었다고 한 학생들도 소수 있었지만, 대
부분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수학과 과학 분야에 대해 가졌던 흥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

였다. 그러니까 특히 중학교 때 모든 과목을 전체적으로 잘했던 학생들보다는 다른 과목에 

비하여 수학과 과학 과목을 월등히 잘했던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 과학은 정

말 잘 하거든요.”, “성적은 전체는 전교 5등 정도이었지만 수학은 전교 1등이었죠.”, “애들이 

시험기간에 과학 수학 문제를 반에서 1등하는 애한테 묻지 않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중학

교 때 성적은 반에서 5등 정도였는데 수학은 KMO나 서울시 경시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었구

요.”, “아무래도 일찍 입학한 것은 수학 과학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역할을….”이라는 표현을 

하였다.

나. 심의미 2: 1년 공백과 따라잡음의 문제

두 번째 중심의미는 ‘1년 공백과 따라잡음의 문제’이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중학교 3학년 

과정을 하지 않고 과학영재고등학교에서 공부해야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 주제 1: 1년 공백에 대한 걱정

조기입학 학생들은 자신들이 중학교 3학년 과정 1년을 마치지 않고 과학영재학교에 입학

하게 된 것이 갑작스러웠고 미리 스스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에 걱정을 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다음 해에 또 합격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감을 안고 그

냥 진학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시험에 합격해서 취소했다가 내년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라고 하거나 “일단 합격을 일 년 미루고 다음해에 들어갈 수 있냐고 문의를 해

보았더니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왔지만 엄청 걱정이 되서….”라고 하였다. 합격을 하기는 했

지만 1년 동안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입학했다가는 많이 힘들 것이라는 생각에 입학을 1년 

유예할 수 있었다면 아마도 대부분 조기입학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

음 해에 또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입학을 결정하면서도 두려움과 불안감을 계속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일 년 동안 공부를 덜하고 와도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서….”, 
“처음에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기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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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방학 때 혼자 엄청 공부했어요.”라고 하였다. 그 중 한 학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다른 형들보다 1년 동안 배우지 않은 게 많은데 하고 걱정하다가 어차피 실력이 되니까 붙은 

건데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1년 동안 배우지 못한 과학내용보다도 더 걱정되는 건 공부하는 

방법이나 문제해결 능력 같은 건데요. 그런 건 차곡차곡 쌓인 노하우니까 그런 차이가 더 걱정

되는 거죠.

2) 주제 2: 따라잡음의 문제

학생들은 1년 동안 해야 할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입학하게 되면서 그 공백을 커버하기 

위해 각자 스스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을 볼 수 있었다. “스스로 실력이 되니까 붙은 거

다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못 배운 건 못 배운 거니까 방학 동안 혼자 과학 3학년 과정을 다 

공부했어요.”, “수학을 너무 잘해서 입학한 친구가 있는데 다른 과목에 대한 공부가 뒤쳐져

서 힘들어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수학은 미리 해놓은 게 있어서 괜찮았는데 과학은 그

렇지 않아서 3학년 방학 때부터 여기 들어와서 처음 몇 달 동안 혼자 공부하느라 엄청 힘들

었죠.”, “1년을 덜 공부했기 때문에 다른 형들보다 훨씬 기초도 부족했고 실력도 부족했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극복해 나갔습니다.”, “1년 동안 배울 것들을 못하고 들어온 거니까 그걸 

메우기 위해 열심히 했죠.”, “처음엔 조기입학생이라서 형들보다 좀 못해도 된다고 생각했지

만 그만한 실력이 있으니까 입학한 거다 생각하고 노력했어요.”, “1년을 덜 공부했기 때문에 

다른 형들보다 훨씬 기초도 부족했고 실력도 부족했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극복해 나갔습니

다.” 등의 진술이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노력한 결과인지 차츰 1년의 공백을 보충하고 따라

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2학년 때부터는 무언가 부족했던 것들이 채워지면서 조금씩 성적도 

나아지고….”, “특출한 몇 명을 제외하고는 처음엔 좀 헤맸지만 한 학기나 일 년 정도 뒤에는 

다 비슷해져요. 결국 누가 더 시간을 투자하느냐의 문제죠.”, “한두 달만 고생하면 되거든

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른 애들 보면 오히려 더 잘한다고 느껴질 정

도로 큰 차이 없는 애들도 많아요.”, “하위권인 아이들도 있고요. 비공식적으로 가장 내신이 

좋은 학생이 조기졸업자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기졸업의 문제가 아니죠.” 처음부터 문제가 

되지 않았던 학생도 있지만 처음에는 1년 공백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였고 결국 시간이 지나

면서 따라잡음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심의미 3: 학교 환경이 응에 요한 역할을 함

세 번째 중심의미는 ‘학교 환경이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함’이다. 주제는 ‘일반학교와 차

별화된 교육과정’, ‘기숙사 생활에서 오는 섞임’, 그리고 ‘학업을 중시하는 분위기’로 묶여졌

다. 과학영재고등학교는 일반학교와는 다른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이러한 환경은 서로 돕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고, 3년 동안 다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었으며, 모든 

학생들이 학업을 중요시하는 분위기에서 다른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나이 차이 

같은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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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1: 일반학교와는 차별화된 교육과정

학생들은 과학영재학교에 들어가면 중학교에서는 충분하지 못했던 어떤 좋은 기회가 기

다리고 있을 것 같고 과학영재학교라는 특수한 학교에 대한 동경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

데 다행히도 과학영재학교에 입학 후 경험했던 교육과정에 상당히 만족했던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이러한 교육과정은 서로 도울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고 덕분에 적응을 

잘할 수 있었다고 한다. “사실 중학교 때는 학교 공부가 너무 쉬워서 그냥 혼자 책 읽고 싶

다고 생각한 적도 많았는데 여기는 어렵고 같이 해야 하는 게 많으니까….”, “중학교 수업은 

좀 답답하기도 하고 선생님께서 하라는 대로 안하면 감점하셔서 싫었던 점도 있고 그랬는데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엄청 좋을 것 같고 왠지 하고 싶은 

공부를 실컷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웃음).”, “중학교 땐 애들이 공부 안하고 

재미없고…. 우리나라 최고의 학교에서는 어떻게 할지 궁금했었죠. 그런데 중학교 때와는 완

전 딴판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서로 도와가며….” 등의 표현을 하였다.
그리고 대부분 조기입학 학생들은 중학교 때 과학영재교육원의 경험이 있고 과학영재교

육원이나 학원 등에서 만나던 아이들로부터 과학영재학교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는 것으로 

보였다. 서로 정보를 나누면서 갈 수만 있다면 모두 가고 싶어 했던 학교라고 하였다. 과학

영재학교는 환경이든 교육과정이든 다양한 기회이든 무언가는 특별히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

을 가졌었는데 기대했던 것에 비해 실망했다고 표현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고 교육과정에 

대해 전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다음의 진술에서도 잘 드러난다.

저희 학교는 과목별 선택한 강좌들을 대학처럼 학점으로 선택해서 배우거든요 . 교과서 내용도 

대학교에서 다루는 심화된 지식들을 배우고 실험과 연구시간이 많아서 일반학교보다 수학과 

과학의 다양한 부분들을 훨씬 많이 다루고 접할 수 있어요 . 무엇보다는 일반학교에서 다룰 수 

없는 실험기구들도 사용할 수 있고, 대학교 교수님들과 연구하는 실험, 스스로 주제를 생각하

고 연구를 계획하는 실험 외에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 그런 분위기에서 같은 분야를 공

부하는 친구들, 형들이기 때문에 서로 돕게 되고 좋게 지낼 수밖에 없는 거죠 .

2) 주제 2: 기숙사 생활에서 오는 섞임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은 3년 동안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하게 되는데 그것이 조기입학이나 

연령의 차이를 극복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처음에는 형들과 지

내는 것이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지만 기숙사 생활을 통하여 많은 시간 생활을 같이 하면서 

서로가 가지고 있던 벽을 허물고 친 한 관계를 만들어간 것이다. “기숙사에서 3년이나 같

이 지내다보면 안 친해질 수가 없거든요.”, “인원이 적고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로 금방금방 친해지고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3년이라는 긴 시간

을 부대끼며 같이 살기 때문에 형이나 누나라고 부르면서도 아주 친근하게 되는 건 당연하



과학영재학교 조기입학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탐색

35

지만요.”, “기숙사에서 같이 살아보세요. 모든 갈등이 해결되요(웃음)”, “기숙사 생활에서 일

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극복해가는 과정이 나이 차이를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라고 하였다. 다음 진술에서도 잘 나타난다.

형이라고 부르지만 존댓말을 하지는 않거든요. 별명을 부르기도 하고… (웃음). 나이 차이가 

있다고 서로 거리감이 큰 것은 전혀 아니구요 . 다들 똑같이 서로 친하게 지내요. 아주 가끔 나

이 차이가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기분 상하는 경우죠 . 
하지만 이런 갈등도 10~20분 정도 지나면 다시 화해하고 친해지게 되요 . 같이 사는데요, 뭐…

(웃음).

3) 주제 3: 학업을 중시하는 분위기

학업에 열중하는 학교 분위기는 나이 차이를 문제 삼거나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지적 흥미니 학교 공부가 재미있느니 따질 여유가 없을 정도로 바빠진 것 

같아요.”, “학습량이 장난이 아니라 서로 바쁘니까 서로 모르는 거 물어 보고….”, “학교 수업

을 따라가는 것조차 벅찰 정도로 수준도 훨씬 높고 양도 많지만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니

니….”, “모두 선별된 영재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맘 편히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서로 물어보며 같이 성장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모여 있

는 집단이다 보니….”, “저보다 훨씬 훌륭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더 경쟁의식을 많이 느꼈

고 학업 분위기도 중학교 때보다 훨씬 좋아서요.”, “다른 영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생

활하고 공부하는 면이 큰 메리트이고요. 체계적인 연구 활동이나 다른 여러 활동들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다르니까….”, “뭔가 여기에 다닌다는 생각만 해도 좋은데 형들도 잘해주고 

공부할 분위기가 좋아서….”, “형들도 그렇고 선생님들과도 친구같이 지내고 공부하는 게 자

연스러우니까 서로 좋죠.” 등의 진술이 있었으며 다음의 진술에서도 잘 나타난다.

여기서는 워낙 수준도 높고 서로 잘하는 과목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서로 엄청 물어보고 자기도 

잘 못하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귀찮아하지 않고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그럽니다 . 이럴 땐 오히

려 더 좋죠. 만약 동갑이라면 저 친구는 알고 나는 모르니까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저는 어리

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엄청 물어볼 수 있었거든요(웃음).

이 외에도 “솔직히 중학교 때는 좀 무서운 애들이 있었거든요.”, “일반 중학교 때에는 솔

직히 친구들에 대해서 무서운 점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다 보니 그런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고 제가 어려서부터 친숙한 학원이나 영

재교육원이라는 집단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 학교 같아요.”, “힘쓰는 애들이 있잖아요. 노는 

것도 좀 과격하고요. 그런 애들이 없으니까 좋죠(웃음).” 등 모두 학업에 신경 쓰는 학생들만 

모여 있는 분위기를 좋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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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심의미 4: 어려움은 있지만 문제될 정도는 아님

네 번째 중심의미는 ‘어려움은 있지만 문제될 정도는 아님’이었는데, 주제는 ‘형들을 함부

로 대하지 못함’, ‘센스가 부족함’, ‘리더로 나서기 어려움’ 등으로 볼 수 있었다. 같이 생활

하면서 친구처럼 지내기는 하지만 그래도 형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거나 가끔은 센스가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동갑만 있을 때보다는 리더로 나서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도 아니고 리더로 활동하는 조기입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조기입학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

니라고 강조하였다.

1) 주제 1: 형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함

처음에는 나이 차이를 의식하게 되는 면이 많았지만 차츰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진술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때문에 힘들 정도는 아니지만 단

지 형이라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고 하였다. “음… 나이 차이 때문에 화가 나도 

함부로 욕하지 못할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가끔 형들에게 양보하는 경우도 있고 차이를 

느낄 때가 있긴 하지만 불편할 정도는 아니구요.”, “형들이 조금 심술을 부리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다 친해서….”, “처음에는 거리감이 있고 정신적으로 제가 더 어리기 

때문에….” 등의 진술을 하였으나 대부분 그런 것들이 문제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

는 편이었다. 다음은 진술 전체를 그대로 기술한 것이다.

특별히 불편함이라면 다들 장난치고 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한 살 많은 사람들이다보

니 살짝 소외되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다는 점인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별명에는 형을 안 

붙이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뭐… 그냥 굳이 생각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거나 힘

들진 않았습니다.

2) 주제 2: 센스가 부족함

많은 사례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조기입학생들이 가끔 센스가 부족한 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동아리 면접 같은 것을 볼 때 다른 동급생 형들에 비해 센스 같은 것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웃음)”, “다른 조졸 학생이 동급생 형한테 과한 장난을 쳤을 때 그 형이 형한테 

까불지 말라는 식으로 반응해서 싸울 뻔한 적이 있어요.(웃음)” 하지만 이 또한 매우 드문 

일이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3) 주제 3: 리더로 나서기 어려움

학생들이 동급생들과 있을 때보다는 리더로 나서기를 어려워하는 측면이 있었음을 나타

내었다. “친구들만 있을 때는 리더 역할을 많이 하고 지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었던 반면 확

실히 형들과 지내면서 약간 의견을 제시하는데 소극적으로 변하고 형이니까 하고 인정하는 

면이 있어요.”, “물론 서클의 장은 조졸이 아닌 형들이 주로 맡기는 합니다.” 등의 진술로 나

타났지만 이상의 두 학생들도 이러한 것을 크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다른 학생들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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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심의미 5: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응함

다섯 번째 중심의미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적응함’ 이었으며, ‘형이라고 부르는 친구’, 
‘생활면에서 남들과 다르지 않음’, ‘성격이 중요함’ 의 주제로 묶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학
생들은 호칭은 형이나 누나를 사용하지만 친구처럼 모두 잘 지낸다고 하였으며, 생활면에서

도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고 이러한 것들을 포함한 적응이라는 측면에서는 모두 성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1) 주제 1: 형이라고 부르는 친구

학생들은 형이나 누나라고 부르면서도 서로 매우 친하게 지낸다고 강조하였다. “3년을 같

이 지내다보면 결국 서로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처음 한 두달은 형들과 대화하는 것, 섞
이는 것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금방 친구같이 되어서...”, “형이라고 하기만 하면 

나중엔 어차피 친구같이 되기 때문에...”, “처음엔 호칭 때문에 좀 그런 일들이 있지만 곧 반

말하고 친해져요.”, “분위기가 모두 친한 분위기예요. 선생님과 학생도 친하죠.”, “원래 학교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예절이 중시된 분위기라... 선후배 간의 예절과 외부인이나 선생님에 

대해서도 깍듯하게 인사하는 분위기요. 선생님들도 선후배 서로 잘해주는걸 강조하셔서 그

런 건 문제가 안 되구요. 다 친구가 되는 거죠.”, “사실 학교 폭력도 없고 형들이 저희에게 

잘해주어서….”, “사실 형이라 부르지만 자연스럽게 친구로 지내고 있어서요.” 등의 진술에서 

알 수 있으며 다음에서도 잘 나타난다.

나이가 많은 동기들에게는 형이라고 부르고 반말을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서로 별명을 부르

는 경우가 많고 나이차이가 있다고 서로 거리감이 큰 것은 전혀 아니며 다들 서로 똑같이 친하

게 지냅니다. 형이라고 부르는 친구입니다.

2) 주제 2: 생활면에서 남들과 다르지 않음

학생들은 스스로를 남들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하였는데 특히 생활면에서 나이 때문에 문

제가 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기상송이 울려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었지만 그

건 어려서가 아니라….”, “학교에 적응하고 나면 처음보다 긴장도 풀리고 했으니까 좀 그런 

때가 있지만 그런 것들은 나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유난히 호칭에 민감한 사람이 가끔 있

지만 모든 생활면에서 나이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부도 생활도 오히려 조기

입학생들이 더 잘한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등에서 잘 나타난다.

3) 성격이 중요함

적응 측면에서는 성격의 문제이지 조기입학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이었다. “사교성 같은 활달한 성격의 문제예요. 형이라고 부르면서 아주 친하게 지내기도 하

고 어차피 혼자 노는 걸 좋아하는 애들은 그냥 혼자 놀고….”, “어리다고 문제되는 것은 없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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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부모님과 선생님들께서 교우관계가 좋고 원만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림을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함 키가 큼과 같이 캐릭터로 생각하면 되요.”, “원래 성격이 

활발하고 운동 잘하고 좋아하고 이런 애들은 어려도 잘 놀고 다니고, 혼자 놀기를 좋아하는 

애들은 혼자 놀고, 그런데 조기졸업 아닌 애들 중에서도 그런 애들이 있으니까 결국 나이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친구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예요. 그래서인지 별로 

문제될 것도 없고….”, “처음에는 연구나 실험 등에 팀을 짤 때 팀장을 하겠다고 나서면 안 

될 것 같아 주저하기도 했던 점...(중략)... 하지만 1학년 2학기부터는 계속 학급회장을 맡고 

있고, 서클장도 맡고 형들과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 갔었어도 첫 학기는 힘들

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주위의 사람들이 특별히 어리다고 괴롭히는 것이 아

니라 어리다고 대우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웬만한 경우에는 스스로 적극적으로 어울릴 

수 있어요.”, “학업과 생활에 적응하는 문제는 개인 능력과 성격의 차이이지 조기입학의 문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등에서 잘 나타나며 다음 진술에서도 잘 드러난다.

하지만 조기졸업자들도 학교 활동에 꽤 많이 참여하고 공연서클 , 운동서클 등에 조졸이 차지하

는 비율이 형들에게 크게 뒤지지 않고 많이 참여합니다 . 농구부에는 조졸이 없지만 축구부 같

은 경우는 조졸이 11명 중 2명이 있고, 밴드부에도 6명 중 1명 있고… 아무튼 나름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꼭 이런 서클활동 뿐만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 결
론적으로 제 답변은 사회적인 적응 측면에는 아주 문제를 겪는 학생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

다. 나이보다는 아무래도 성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기 하기 나름인 거죠.

2. 통합  진술

13명의 조기입학생을 대상으로 살아있는 경험으로부터 13개 주제와 5개의 중심의미를 추

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과학영재 학생들의 조기입학의 경험에 대하여 통합적인 

진술을 하면 다음과 같다.
“조기입학한 과학영재들은 연습 삼아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합격에 대한 놀라움이 컸으

나 스스로 자신들이 수학과 과학에 대해서는 그래도 좋아하고 잘했었음을 합격의 이유로 생

각하고 잘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비록 준비되지 않았던 입학이었고 1년이라는 공백

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었지만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였고 학업을 따라잡는 문제에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었다. 물론 개인에 따라 처음 한두주 또는 한두 달에서 한학기 또는 많게는 1년 

정도 시간이 걸렸다. 그래도 이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학교 환경이었는데 이는 일반학

교와는 차별화된 교육과정과 기숙사 생활 그리고 학업을 중시하는 학교 분위기 등이 영재학

생들로 하여금 나이차이가 크게 문제되지 않도록 해주었다. 물론 형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거나 센스가 부족하고 리더로 나서기에 주저함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학교에서 학습하

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며 학업의 양도 많고 같이 해야 하는 활동이 

많아서 모두 서로 도와가며 열심히 학업에 열중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웠던 형들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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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부르는 친구가 되고 서로 적응하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성격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

게 된다.”
이러한 양상에 나타난 중심의미는 과학영재학교에 조기입학하는 학생들은 준비가 되지 

않은 채 합격소식을 듣게 되고 1년 공백에 대해 걱정하지만 입학 이후에 학업적으로 정서적

으로 적응하고 따라잡는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적응에는 학교

의 분위기가 크게 역할을 하게 되며, 결국 적응하는 문제는 나이의 문제라기보다는 모두 자

기 자신의 마음먹기나 노력하기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었다. 1년을 뛰어넘는 것에 대해 보

충하고자 하는 마음과 노력, 형들과 잘 지내고자 하는 마음과 노력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

는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 나타난 조기입학의 경험은 비교적 긍정적인 것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했던 학생들 중에는 학업적인 면이나 정서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힘들다거나 후회

한다는 학생은 한 명도 없었으며 작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V. 결론  논의

본 연구에서는 과학영재학교 조기입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기입학의 경험을 현상학적으

로 접근하여 그 의미와 구조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조기입학의 경험을 명확

히 이해하고 과학영재 학생들의 교육적 중재를 위해 좀 더 적합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

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조기입학 학생들이 입학 당시에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학업적으로 정서적으로 적응하는 데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는 조기입학의 

긍정적인 측면을 알아내었던 외국의 많은 연구들(Brody, 2001; Colangelo, Assouline, & 
Gross, 2004; Gross, 1994, 2004, 2006; Kulik & Kulik; 1991; Lubinski & Benbow, 1994; 
Moon & Dixon, 2006; Stanley & Benbow, 1983)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조기진급 후 학

생의 학업 상에서 나타난 특징에 대해 메타 분석을 실시한 연구에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을 한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학문적인 성취를 하고 있으며, 도전적인 새로운 학습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적응을 잘하고 생산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Kulik, 2004)으로 나타났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연구대상의 수가 너무 적고 또 연구에 참

여했던 조기입학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모두 성적이 더 좋았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

기진급한 학생들이 일반학생들보다 오히려 성적이 더 좋았다(Janos, Sanfilippo, & Robinson, 
1986; Noble & Robinson, 1985)고 밝혔던 연구와 일치한다고 보기에는 성적을 자신 있게 언

급한 네 명을 제외하고는 단언할 수 없으며, 외국의 연구들이 소수 사립학교에서 이루어졌

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재학생의 조기입학과 같

은 배치에서 나이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처음엔 어려웠으나 차츰 열심히 공부하며 따라잡아 갔다는 본 연구에서의 진술은 California 

State University에 조기입학을 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Gregory와 Stevens-Long(1986)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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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학생들이 입학한 첫 해에 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해가 지날수록 

학교생활을 잘하고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다. 하지만 같은 

연령에서도 합격하기 어려운 과학영재학교에 1년 일찍 합격할 수 있는 우수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입학 후 학업에 부족함이 없도록 1년 배우지 못한 과정에 대한 입학전교육 같은 것이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이 입학 전에 가지게 될 두려움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며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조기입학한 학생들이 학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잘 적

응하고, 형들과 서로 협동하며 잘 지낼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기입학 후 적

응의 문제로 인하여 자신이 그 전에 다니던 고등학교로 되돌아가는 학생들이 나타났던 

Murator, Colangelo와 Assouline(2005)의 연구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과학영재학교의 조기

입학 학생들은 비교적 순탄하게 적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과학영재학교만이 

제공할 수 있는 일반학교와는 다른 교육과정이나 학습 분위기 등 학교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학생들과 같이 해야 하는 활동이 많은 수업을 하면서 또는 소위 

힘을 쓰려는 학생이 없이 모두 학업을 중시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다 보니 서로 도와가며 학

습하고 나이가 부각되지 않는 특징이 있었다. 
조기진급한 학생들은 자기보다 나이 많은 학생들 틈에서 갑자기 도전적인 학습내용을 접하

게 되면서 위축되고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된다는 부정적인 시각(Olszewski-Kubilius, 
1995; Robinson, 2004)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조기진급에 따른 학업동기와 자기조절적인 학

습능력에 대해 연구한 이미순과 조석희(2006)의 연구에서는 조기진급을 한 학생들이 오히려 

학업에 관련하여 자신에게 가지는 효능감, 학습에 맞추어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과 학업 자체에 

가치를 높게 부여하는 자세 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순 외(2006)의 연구 결과는 

Kulik (2004)의 결과와 연결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데, 자신에 대한 자기효능감이나 학습에 맞

추어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과 학업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는 자세 등이 긍정적인 학문 성취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영재들의 추적연구에서 조기입학과 같은 속진의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를 바탕으로 Moon

과 Dixon(2006)은 영재아동들이 재능 있는 청소년이나 성인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적절한 

도전과 함께 그러한 재능을 개발하고 다듬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경험들이 필수적이라고 하

였다. 영재성이나 잠재력 등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학습환경이라는 것은 현재의 수준에서 조

금 더 어려운 수준을 하도록 하는 것이며 개인 내적 그리고 상호작용적 성장에서도 마찬가

지인데(Gross, 1994), 더 깊이 학습하기 위한 노력이 성공적일 때 학습에 대한 열정과 기쁨을 

준다(Gross, 2004)고 하였다. 도전적인 학습환경과 함께 비슷한 능력과 흥미를 가진 학생들

과의 교류를 통하여 적절한 속진의 기회를 제공받은 영재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영재학생들

보다 학업능력도 향상될 뿐만 아니라 자신감, 독립성, 행복감 등 여러 가지 정서적 측면에서

도 긍정적인 적응을 보이며(Gross, 2004; Robinson & Robinson, 1982, Gagne & Gagnier, 
2004), 오히려 뛰어난 잠재력을 가진 학생이 동일한 연령의 또래들과 학습할 때, 더 많은 정

서적 부적응과 좌절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Colangelo, 2002; Davis & Ri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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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조기입학을 경험한 학생들이 높은 자신감과 강한 내적 통제 등을 보이며(Brody & 
Benbow, 2004), 학업적 속진은 장래에 학습에 바탕이 되는 학업에 대한 흥미를 지속시킨다

(Southern & Jones, 2004)고 하였다. 이러한 외국의 연구들과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해볼 때 

영재학생들에게는 좀 더 도전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전인적인 측면에서 즉 학습적

인 측면과 성격발달 측면 모두에서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떤 학생이 능력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일반 학교에

서 학년을 뛰어넘는 속진을 실시한다면 결코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적절한 환경이 제공되고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

은 상태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학생들 사이에 혼자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외국에

서 연구되었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자신감을 

저하시켜 미성취 문제(Olszewski-Kubilius, 1995)를 일으키거나, 새로운 환경에서 위축되어 

미성취 양상을 보이게 된다(Gregory & March, 1985)는 연구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

다. 그러므로 조기입학을 고려할 때에는 학교 환경이나 분위기, 그리고 학생의 성격 등이 적

극적으로 고려된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조석희 외(2006)는 학생의 재능을 계발하기 위하여 그들의 능력과 학습속도에 맞는 교육

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처럼 조기졸업이 학생의 능력과 학습속도에 맞는 교육

을 제공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학업적인 면만을 고려할 때에는 조기졸업 제도를 확

장해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 나름대로의 정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

는 것을 볼 때 무작정 제도적 확장이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 참여

한 연구대상 중에서는 외국의 Noble와 Drummond (1992)의 연구나 Gregory와 March(1985)
의 연구처럼 매우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포기하는 학생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나

라처럼 연령 차이, 위아래의 구분이 확실한 분위기에서는 조기입학한 학생들의 성공적인 적

응을 위해서는 그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상담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영재상담 교사가 고용되고 영재교육에 대한 연수를 받은 기숙사 사감이 고용된 이후 

조기입학 대학생들의 학교 출석률이 상승했다는 Saylor (1993)의 연구를 보아도 조기입학이

나 속진과 같은 진보적인 교육적 중재의 적용을 위해서는 정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

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속진은 영재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도 가장 비용 효과적인 교육적 

중재가 된다(Colangelo, Assouline, & Gross, 2004)고 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났던 

긍정적인 성취가 Kulik(2004)의 연구에서처럼 계속 적응을 잘하고 생산적인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해가 지날수록 학교생활을 잘하고 좋은 성적을 받을지 아니면 오히려 떨어질지에 

대한 추후 장기적인 종단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그동안 조기입학이 학업적으로나 사회 정서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일까

를 고민하는 영재아를 둔 부모나 교사, 또는 영재학생 자신들에게는 용기를 줄 수도 있을 것

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강조했던 것처럼 학업적으로 당황하지 않기 위

해서는 준비되는 것이 필요하며 학생 개인의 성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학생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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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면을 잘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겠다. 
영재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적 중재는 속진이며 영재학생들에게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많

이 나오고 있지만 부모들이나 학교에서는 아직도 학년을 뛰어넘는 교육적 선택에 대한 주저

함이 있다(Sayler, 2006). 이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는 더욱더 심할 것으로 사료된다. 추
후 조기입학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영재학생들에게 정말 효과적인 교육적 중재

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한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3명으로부터 얻은 자료만을 사용하

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로 유아나 초등학교급 또는 대학교급에서 조기입학하는 경우에 모

두 적용하여 일반화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연령에 대한 조기입학이나 

속진에 대한 추후 연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중학교 3학년 과정 1년을 단축한 경우이므로 1년 이상

의 수업연한을 단축한 경우까지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더 

많은 기간을 단축한 조기입학생으로 대상을 확장하여 추후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드러나고 

있다. Colangelo 외(2004)는 2년 또는 그 이상의 속진이 영재학생들에게는 적절하게 차별화

된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년 이

상 학년을 뛰어넘어 속진을 하고 있는 학생은 많지 않다. 과학영재학교에 한해에 한두 명씩 

있는 정도인데 그들을 대상으로 심층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마지막으로 조기입학의 경험을 가진 학생들의 성취 및 적응에 대한 단기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조기입학을 선택한 학생들과 비슷한 능력을 가졌지만 조기입학

을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을 비교 분석하거나, 이들에 대하여 장기적인 종단연구 등을 통하

여 영재학생들에게 가장 적절한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영재학생들에

게 가장 적절한 것을 제공하기 위한 추후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하

여 향후 전반적인 영재교육에 대한 교육적, 사회적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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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henomenological Study on Early Entrance 
Experiences of Science Gifted High School Students

Miran Chun

Kongju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meaning of early entrance experiences of 

science gifted high school students. The subjects were 13 students who are attending 

science gifted high school in Seoul. The research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The qualitative study applied the phenomenological method of Giorgi. The 

early entrance experiences of science gifted high school students were clustered into 13 

specific themes and 5 general structur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early entrance 

students were surprised by their admissions from the school and they worry about their 

lack of readiness. However, they follow up their missed 1 year study after all. It took 

from a few weeks to 1~2 years depending on the student. At any rate, the environment 

of the school such as differentiated curricular, dormitory life, and studying atmospheres 

were helpful for the students to adopt easily. Even though they sometimes show a little 

deficiency, it won't be an issue, they just corporate each other and pursue their studies. 

As time goes on, they become friends even though they call other students 'big brother'. 

When the placement of gifted students take place, we do not need to hesitate because of 

their age, but need to consider the environment of school and characteristics of student.

Key Words: Gifted students, Early entrance, Science Gifted High School, Phenomenologica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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