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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수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비교

이혜령*․최재호**

본 연구에서는 초등수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영재의 특성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더 나아가 의사소통 능력

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D광역시 소재 영재

교육원, 영재학급의 초등수학영재 126명과 일반학생 124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의

사소통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대한 지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

구 결과 초등수학영재와 일반학생들 간의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는 유

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초등수학영재가 일반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집단별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관계에서도 두 집단 모두 정적인 상관

관계를 보였으며 초등수학영재가 보다 높은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수학 

영재 프로그램의 개발뿐만 아니라 교수․학습에 있어서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주도적 학

습능력간의 상호관련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Ⅰ. 서 론

우리 주변에는 많은 정보와 지식이 주어져 있

기에 기존의 지식을 단순히 암기하는 능력이 아

니라 주어진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종합, 분석 

및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해 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들은 점점 지식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적 자원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적인 차원에

서 영재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우리나

라에서도 전국적으로 영재교육이 활성화되고 있

으며 최근에는 영재교육 대상자와 기관을 단위

학교까지 대폭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영재교육발전의 시기인 현 시점에서 보다 효

과적인 영재 교육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

형 영재교육 체제가 필요하다. 또한 영재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학생들 개개인의 

학습 능력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영재 학생에 대한 특성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의사소통은 의미를 창출하

고 공유하는 상징적인 상호교류 과정으로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의사소

통기술의 부족이나 부적절한 의사소통 방식은 

부적응 행동을 유발시켜 정서발달, 자아존중, 인

성 및 대인관계까지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문제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유영희, 2010). 따라서 현

행의 교육과정에서도 교육목표로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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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김수미, 2010;

박경미․최재호, 2012; 유영희, 2010; 임수연,

2010). 이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영재의 의사소

통 능력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영재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오늘날 교육은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스

스로 학습하려는 의지와 이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 및 기능 등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자기주도적으로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이

를 성취하기 위해 스스로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기주도

적 학습능력뿐만 아니라 Zimmerman(1989, 2002)

등을 중심으로 초인지적, 동기적, 행동적으로 자

신의 학습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자기

조절학습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다. 학습의 목표설정에서 평가까지 전 과정을 자

발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보다 포괄적인 의

미를 갖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관련하여 살

펴보면, Knowles(1975)는 학습자들은 자기주도적

인 학습상황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더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하고, 더 잘 학습하며, 앉아서 가르치

는 것을 기다리는 학생보다 더욱 뚜렷한 목적과 

더욱 큰 동기를 가지고 학습에 임하고, 더 오랫

동안 배운 것을 보유하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고 하였다(하성태, 2011 재인용). 그러므로 영재

의 여러 가지 특성 중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영재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습득하고 내면화할 때 영재성은 더욱 빛날 수 

있으며, 이러한 영재성은 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가치 있는 결실로 맺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한순미,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수학영재와 일반학

생의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영재의 특성에 대해 폭

넓게 알고 더 나아가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주도

적 학습능력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

러한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는 초등수학영재

들과 일반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발달을 이끌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기초 자료가 될 뿐만 아

니라 영재교육지도를 위한 지도방안을 모색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영재의 정의 및 특성

영재란 사전적 의미로 ‘뛰어나거나 탁월한 재

능이나 지능을 가진 어린이나 젊은이’를 뜻한다.

즉 어떠한 영역에서 탁월한 업적을 나타내는 사

람 또는 비슷한 연령 수준에 있는 사람에 비하

여 무엇인가 뛰어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을 말하

고 있는 것이다.

미국교육부에서는 영재아와 재능아는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에 의하여 

뛰어난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별된 아동이

라고 하였다. Renzulli(1978)는 세 고리 모형을 통

하여 영재성의 준거로서 평균이상의 지능, 수준 

높은 창의력, 강력한 과제 집착력을 제시하고, 이 

3가지 특성 모두에서 85%이상이거나 어느 한 특

성이 98%이상인 학생을 영재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Gardner(1983)는 인간의 지능을 일반적 지능

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실제 생활에 필요한 기술

과 개념에 관한 다양한 지능으로 이해해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 다중지능 이론을 바탕으로 영재성

은 아홉 가지 지능 분야마다 각각 독립적으로 존

재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진흥법

(2000) 제 2조 1항에서는 영재를 ‘재능이 뛰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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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영재의 지적․행동적 특성

․ 수학적 제재의 형식화된 인식과 문제의 형식적인 구조의 이해

․ 수량과 공간적 관계에 대한 사고의 논리성, 체계성, 순차성

․ 수학적 대상 및 관계 그리고 연산에 대한 신속하고 광범위한 일반화

․ 수학적 추론의 간략화와 단축된 구조를 이용한 사고 능력

․ 사고의 유연성

․ 문제해결 과정에서의 답의 명확성, 단순성, 경제성, 합리성 추구

․ 수학적 추론의 가역성뿐 아니라 사고 과정의 신속함과 자유로운 재구성

․ 수학적 관계, 특성, 주장, 증명, 해법 및 문제해결의 원리에 대한 일반화된 가설

․ 실세계의 현상들을 논리적․수학적 범주에서 인식하려는 경향성

․ 문제해결 과정에서의 힘과 인내력

<표 Ⅱ-1> Krutetskii의 수학영재 지적․행동적 특성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

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영재들은 신체 발달 면에 있어서 보통 아

이들보다 앞서고 공부하기를 좋아하며 독해, 문

법, 과학, 수학, 예술분야에서 높은 성적을 받고 

책을 읽을 때 보통 아이와 비교해 더 속도가 빠

르고, 더 많이 읽고, 더 수준이 높은 책을 읽으며 

취미가 다양하고, 수집도 많이 하며 동년배보다 

최소한 1년 정도는 앞서 간다고 한다.

2. 수학영재의 정의 및 특성

Gardner(1983)는 다중지능의 9가지 지능 중 논

리-수학적 지능 영역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사람을 수학영재로 정의하였으며, 미국교육성

(USOE)과 한국영재진흥법 정의에서는 특수 학문 

적성 중 수학 적성 영역을 수학 영재로 보고 있

다. 송상헌(1998)은 ‘수학 영재성’이란 선천적으

로 타고난 소질과 적성 및 후천적으로 학습한 

수학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배경으로 하여 수학적

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적, 정의적인 행동 

특성이 수학적 사고 기능과 긍정적으로 조화롭

게 작용하여 수학적 과제를 창의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서 ‘수학 영재’는 이러한 수학 영재성을 가지고 

수학 분야에서 이미 탁월한 성취를 보이고 있거

나 보일 가능성이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

를 종합해보면, 수학영재란 현재 수학적으로 높

은 성취를 보이거나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 

학생으로 수학적 사고 능력, 과제집착력, 창의성,

흥미와 호기심, 자신감이 뛰어난 학생이라고 볼 

수 있다.

수학영재의 특성을 살펴보면, Krutetskii(1976)

는 수학적 능력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사회적 

가치를 지닌 독창적인 산출물을 혼자서 창조하

면서 학문으로서의 수학을 하는데 필요한 ‘창조

적 능력’과 학교 수학 과정을 학습하고 이에 적

당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데 필요한 ‘학교 능

력’으로 설명하고 있다. 수학적으로 재능 있는 

학생들의 중요한 지적․행동적 특성을 요약하면 

<표 Ⅱ-1>과 같다(김양권, 2009 재인용).

3.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communication)이라는 말은 하나 또

는 그 이상의 유기체가 다른 유기체와 지식,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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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의견, 감정 등을 공유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늘날 전달, 의사소통 등으로 해석되어 

사용되고 있다. Devito(2000)에 따르면 의사소통

은 개인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

회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며, 의사소통의 

내용에 대한 사회적 판단은 그 행위가 일어나는 

맥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맥

락에 대한 지식은 어떠한 의사소통이 사회적으

로 적절한 것인지 부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을 가능하게 한다. 여기서 맥락은 의사소통이 일

어나는 구체적인 상황으로서의 물리적 맥락

(physical context), 문화적 맥락(cultural context),

사회 심리적 맥락(social psychological context), 시

간적 맥락(temporal or time context)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Trenholm & Jensen(2000)은 의사소통을 

과정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서도 특히 말하는 사

람과 듣는 사람의 인지적 과정에 개입되는 능력

에 초점을 두고 모델화하였다. 이 모델에서 의사

소통 능력은 개인적으로는 효과적이며 사회적으

로 적절한 방법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두 가지 하위능력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시각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수준의 성과수행능

력(performative competence)이며, 다른 하나는 성

과에 필요한 지식과 인지적 활동으로 구성된 처

리 능력(process competence)이다. 처리능력은 의

사소통 관련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능력, 의사소통 목표를 전략적으로 

수립하는 목표설정능력, 사회적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는 역할수행능력, 자신의 가치 있는 이미

지를 드러내 보이는 자기제시능력, 언어적, 비언

어적 의사소통과 바람직한 관계성을 담은 지적

인 메시지를 창출할 수 있는 메시지 전환능력 

등과 같은 하위요소로 구성된다(이석재 외, 2003

재인용).

이렇게 볼 때, 의사소통 능력이란 상대방과 대

화가 이루어지는 맥락과 상대방과의 사회적 관

계를 고려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정확히 해석하

고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개념화할 수 있다.

한편,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요소에 대해서도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Devito(1978)는 의사소통의 구성요소를 상황, 자

료, 메시지, 수신자, 경로, 소음, 수신 혹은 기호

화, 해독과정, 피드백의 효과 등으로 보았고 송

신자가 메시지를 보내고 수신자가 그것을 이해

하고 반응하는 과정에서 메시지의 명확성, 수신

자와 송신자의 경청자세, 표현 능력도 강조하였

다. Woodman(1989)은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기 위

한 요소로 효과적인 피드백, 자기노출, 경청 방

법 등을 제시하였고, Stuart et al.(1980)은 효과적

인 의사소통을 위한 요소로 경청자세, 건설적으

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 선택을 명

확히 하는 것, 자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우영혜, 2007 재인용). 또

한 이석재 외(2003)는 Trenholm & Jensen(2000)의 

모델을 토대로 의사소통능력이란 상대방과 대화

가 이루어지는 맥락과 상대방과의 사회적 관계

를 고려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정확히 해석하고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전

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개념화하고 이러한 의

사소통에 필요한 세부능력으로 해석능력(정보수

집, 경청), 목표설정능력(주도적 의사소통), 역할

수행능력(고정 관념적 사고극복, 창의적 의사소

통), 지기제시능력(자기 드러내기), 메시지 전환

능력(타인 관점 이해)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현행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사

소통능력 신장과 관련하여 특정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수학영재와 일반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이석재 외(2003)가 제시한 하위요소를 바탕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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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자기주도적 학습이란 개별학습자가 스스로 행

하는 학습활동으로 하나의 목표 지향적이고 복합

적인 활동이며, 학습자 자신의 의식적인 지시와 

규율 아래 이루어지는 활동을 뜻한다(하성태,

2011). 자기주도적 학습의 정의를 살펴보면,

Knowles(1975)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타인의 조력 

여부와 상관없이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에 있어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학습욕구를 진단하고 학

습목표를 설정하며 학습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

원을 확보하고 적합한 학습전략을 선택, 실행하

여 자신이 성취한 학습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으며, Long(1987)은 자기주도

적 학습의 개념을 학습자의 여러 종류에 따른 사

회적 수준, 학습자의 학습욕구, 전략의 조직화 그

리고 자원의 획득에 따른 교육학적 수준, 그리고 

학습자의 정신적 활동에 따른 심리학적 수준으로 

나누어 정의하면서 결정적 요소는 학습자의 교육

적 과정에 미치는 자유의지, 즉 학습자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활동을 규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실제

로 이것은 형식적인 교실상황에서도 자기주도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위성미,

2000 재인용). 또한 Zimmerman (1989)은 자기주

도적 학습자란 자신의 학습과정에서 메타인지적,

동기적, 행동적으로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학습자라고 정의하였다. 그에 따르면, 자기주도적 

학습에서는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학업 성취를 

향상시키기 위해 독특한 과정, 절차 또는 반응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고 학습하는 동안 스스

로에게 피드백을 주며, 학습자가 자기 주도된 과

정, 절차, 또는 반응을 어떻게 왜 선택하는지에 

관한 기술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연구자들에 따라 자기주도적 학습자의 특성 

혹은 능력에 관하여 다양한 요인을 제안하고 있

다. Guglielmino(1977)는 자기주도 학습자의 인성

적 특성에 주목하고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척도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SDLRS)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8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습기회에 대한 개방성, 효율적인 학습

자로서의 자아개념, 학습에 있어서 주도성 및 독

립성,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감, 학습에 대한 

애정과 열성, 미래지향성, 창의성, 기초 학습능력

과 문제해결 기술을 사용하는 능력이다.

Garrison(1997)은 자기주도적 학습이 자기조정(책

임), 자기관리(통제), 그리고 동기(투입과제) 등 

세 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

이라고 하였다(하성태, 2011 재인용). 또한 Sink

et al.(1991)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구성요소

를 인지적인 측면과 정의적인 측면으로 분류하

였다. 인지적인 측면에는 영역 특수적인 지식과 

전략, 일반적인 학습전략, 학습과 수행에 관한 

상위 인지적인 통제가 포함되며 이 중 상위 인

지적 요소를 가장 핵심적인 능력으로 강조하였

다. 정의적인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자기효능감,

영역 특수적인 자기효능감, 통제부위, 내적 동기,

자아 존중감, 완성경향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Boekaerts(1995) 역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상

위 인지적 능력과 상위 동기적 능력으로 구분하

고 상위 동기적 능력에는 동기통제능력과 행동

통제능력을 포함시켰다(이석재 외, 2003 재인용)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구성하는 하부요소들

이 서로 상호 작용하면서 각각의 발달을 촉진하

고 학습자의 발달단계가 진행되면서 각 하부요

소들의 발달과 이들의 상호작용도 함께 변화한

다. 초등학생의 단계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을 구성하는 인지, 정서, 행동적 능력 중 상위인

지의 발달과 학습방략의 체계화, 긍정적인 자기

개념의 형성을 비롯한 정서 및 인지능력의 발달

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의 주요 하위요소는 다음의 <표 Ⅱ-2>와 같다(이

석재 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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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요소 학습계획 학습실행 학습평가

하위 요소

학습 욕구 진단

목표 설정

학습을 위한 자원파악

기본적 자기 관리 능력

학습전략의 선택

학습실행의 지속성

결과에 대한 노력귀인

자기 성찰

<표 Ⅱ-2>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하위요소

5. 선행 연구 고찰

본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의사소통 능

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해보았다.

의사소통 능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유영희(2010)는 의사소통훈련 프로그램이 대인관

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였으며,

박영순(2008)은 적극적 경청과 나-전달법의 훈련

을 실시하여 대인간의 갈등해결방식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이 대인관계와 관련이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고 의사소통기술의 부족이나 

부적절한 의사소통 방식은 부적응 행동을 유발

시켜 정서발달, 자아존중, 인성 및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문제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하성태(2011)는 초등영재의 자기주도적 학

습능력 및 학교 태도에 관한 연구에서 초등영재

가 모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하위영역에서 

일반학생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다고 보고하였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학교 태도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밝혔다. 김대진(2005)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을 위한 초등학교 수학 영재 교

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윤해정(2005)은 과학

영재를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였다.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활

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의 발달정도와 

특성에 따라 알맞게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

음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미래사회의 중요한 인

적자원이 될 영재학생의 특성을 파악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영재학

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실태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상관

관계를 조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충덕․강

경희(2009)는 초․중등 과학 영재를 대상으로 의

사소통 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상관관계

가 있다는 것을 보였으며, 박은경(2005)은 자기

주도성면에서 의사소통을 강조한 수학 학습을 

지도 받은 학생들과 일제 학습 지도를 받은 학

생들을 비교해볼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에 있어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고 의사소통 능력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수학영재와 일반학

생의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실태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영재지도를 위

한 자료개발의 방향설정에 도움을 주며 영재학

생 뿐만 아니라 일반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 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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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요소

하위

요소
행동 지표

문항번호

(역채점문항)
문항수

해석

능력

정보수집

상대방의 대화 내용 및 의도파악 1,2

7
선택적 정보 수집 (3),(4)

귀납적 정보 수집 5,6

비언어적 정보 수집 7

경청

상대방의언어적비언어어적정보에대한이해표시 8,9,13,14

7상대방의 말을 되풀이, 반복 확인 10,11

12상대방의 말을 요약하여 이해하고 대화 전개

역할수행

능력

고정

관념적

사고극복

성별 고정관념 (15)

7

출신지역/거주 지역에 따라 대화의 차이를 둠 (16)

신체적 조건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는 대화 (17),(21)

자기편견을 드러내는 대화 (18),(20)

권위, 전문성에 대한 편견을 드러냄 (19)

창의적

의사소통

상대방과의관계속성에따라대화차이를보이지않음 (22),(23),(25)

7나의 의견과 다른 타인의 의견을 이해하고 수용함 24,27,28

긍정적이며 광의적인 시각에서 대화함 (26)

자기제시

능력

자기

드러내기

자신의 생각을 꾸밈이 없이 드러냄 29,32,35

7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드러냄 30,31

타인에게불편을줄수있는자신의선호도를드러냄 33,34

목표설정

능력

주도적

의사소통

자신의 의견을 명료하게 발표함 36,41

7타인과 계획적이며 적극적으로 대화함 37,38,42

몸짓이나억양을사용해의사를적극적으로전달함 39,40

메시지

전환 능력

타인관점

이해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내 보임 43

7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대화함 44,48

상대방의 심리변화를 평가하면서 대화함 45,46,47,49

계 49

<표 Ⅲ-1> 의사소통 능력의 진단 문항 구성

본 연구에서는 D광역시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으로 초등수학영재 126명(5학년 78

명, 6학년 48명)과 일반학생 124명(5학년 66명, 6

학년 58명) 등 총 25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

였다. 초등수학영재는 지역교육청의 영재선발과

정을 통하여 선발된 D광역시 소재 영재교육원 

및 초등학교에 설립된 영재학급에서 재학 중인 

학생으로 표집 하였으며, 일반학생은 동일한 지

역에서 영재교육을 받고 있지 않는 재학생으로 

하였다. 일반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은 중간 정도

이며, 학습 및 생활환경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

으로 학부모들도 자녀들의 학습에 관심을 가지

고 있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헌조사 및 선행

연구 고찰을 실시하였고 검사 도구를 선정하였

다. 본 설문지의 적절성 및 소요시간을 알아보기 

위하여 D광역시 산하 초등학교 5학년 학생 3명

과 6학년 학생 3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

하였다. 예비 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가 질문 내

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 조사도구가 적

절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소요시간은 15분에서 

20분 정도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대상으로 선

정된 영재학급 담당교사와 일반학급 담임교사의 

협조를 얻어 본 검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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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요소

하위

요소
행동 지표

문항번호

(역채점문항)
문항수

학습

계획

학습욕구

진단

주도적 학습요구를 가짐 1,2,(3),(4),5

10
자기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확신하기(자기효능감) 6

과제를 해결하려는 성취 욕구를 가짐 7,8

내적 또는 외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함 9,10

목표설정

목표(단순/전략/심도목표)세우기 11

5
목표의 내용과 시간범위 세우기 12,13

계획의 적절성 고려하기 14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15

학습을위한

자원파악

인적, 물적 자원을 이용 16,(17)

5인적, 물적 자원의 이용을 통제 18,19

인적, 물적 자원의 범위 관리와 통제 20

학습

실행

기본적 자기

관리능력

학습을 위한 준비물 챙기기 21, 22

5
학습을 위한 환경요소와 여건을 마련 23

학습을 위한 시간을 관리 25

학습을 위한 일 관리 24

학습전략의

선택

공부하는 방법을 달리하기 26
5

수업시간 이외의 학습전략 짜기 27,28,29,30

학습실행의

지속성

학습 자체를 지속적으로 하기 31,33
5

학습장애물로 인한 학습 중단 32,(34),(35)

학습

평가

결과에대한

노력귀인

학습결과를자신의노력정도와연관시킴 36,38,39
5

자신의두뇌력과학습의성공을연결지음 (37),(40)

자기성찰

자신의 학습활동과 결과에 대한 주관적 평가 41,43

5자기평가를 통한 개선 방법 찾기와 행동 수정 42,44

학습의 결과에 대해 정확히 예측하기 45

계 45

<표 Ⅲ-2>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진단 문항 구성

3. 검사 도구

가. 의사소통 능력 검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 도구는 이석재 외

(2003)에서 개발된 초등학생용 의사소통 능력 검

사지를 사용하였는데 각 구성요소의 영역 및 문

항 구성은 <표 Ⅲ-1>과 같다. 연구대상자들이 

각 능력을 보이는 경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 

행동문항에 대해 그러한 행동을 어느 정도 하는

지 그 정도를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

였고 부정적인 문항은 역산하여 처리를 하였다.

신뢰도는 .8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검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 도구는 이석재 외

(2003)에서 개발된 초등학생용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검사지를 사용하였는데 각 구성요소의 영

역 및 문항 구성은 <표 Ⅲ-2>와 같다. 연구대상

자들이 각 능력을 보이는 경향을 측정하기 위하

여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고 부정적

인 문항은 역산하여 처리를 하였다. 신뢰도는 

.9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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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집단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p

의사소통

능력

초등수학영재 126 3.58 0.464
2.384* .018

일반학생 124 3.44 0.443

(*p<.05)

<표 Ⅳ-1> 의사소통 능력 전체에 대한 초등수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차이

4.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D광역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으로 연구자가 접근 편의성을 고려하여 임

의로 표집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

사 도구는 초등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및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검

사지로서 조사도구의 적절성을 판단하고자 예비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검사도구의 신뢰도 조사

를 통하여 영재뿐만 아니라 일반학생에게도 적

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질문지는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영재학급 담당교사와 일반학급 

담임교사의 협조를 얻어 배부하였고 총 279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261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

된 질문지 중에서 성실하지 못한 질문지를 제외

시켜 총 250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초등수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경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았고 t-검정을 실시하

였다. 또한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

력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단순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초등수학영재와 일반학생간의 의사소통

능력 차이

초등수학영재집단과 일반학생집단의 의사소통 

능력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두 집단의 평균

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비교하였으며, 그 차이에 

대한 통계적인 검증을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는 <표 Ⅳ-1>과 같다.

<표 Ⅳ-1>에서 보는바와 같이 의사소통 능력 

전체에 대해서 초등수학영재는 평균 3.58점, 일

반학생은 평균 3.44점으로 초등수학영재의 의사

소통 능력이 0.14점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384, p<.05). 이를 통해 초등수학영재

가 일반학생에 비해 의사소통 능력이 높이 형성

된 것을 알 수 있다.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요소별 초등수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Ⅳ-2>와 같다.

<표 Ⅳ-2>에서 볼 수 있듯이 초등수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의 차이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독립표본 t-검정 분석 결

과는 의사소통 능력 하위요소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났다.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요소인 정보수집과 

창의적 의사소통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주도적 의사소통

과 타인관점 이해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경청, 고정

관념적 사고극복, 자기 드러내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초등수학영재는 일반학생보다 정보수

집능력이 더 높고, 의사소통을 할 때 보다 더 창

의적이고 개방적이다. 이를 통해 여러 학자들이 

제시하는 영재의 특징인 창의성과 정보수집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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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소
집단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p

해석

능력

정보수집
초등수학영재 126 4.01 .603

3.081** .002
일반학생 124 3.78 .584

경청
초등수학영재 126 3.32 .586

1.624 .106
일반학생 124 3.20 .587

역할

수행

능력

고정관념적

사고극복

초등수학영재 126 3.88 .613
-.679 .498

일반학생 124 3.93 .551

창의적

의사소통

초등수학영재 126 3.56 .479
3.132** .002

일반학생 124 3.38 .464

자기제시

능력

자기

드러내기

초등수학영재 126 3.37 .635
.427 .670

일반학생 124 3.34 .650

목표설정

능력

주도적

의사소통

초등수학영재 126 3.42 .758
2.233* .026

일반학생 124 3.21 .696

메시지

전환능력

타인관점

이해

초등수학영재 126 3.50 .680
2.486* .014

일반학생 124 3.27 .773

(*p<.05, **p<.01)

<표 Ⅳ-2> 의사소통 능력 하위요소에 대한 초등수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차이

내용 집단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p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초등수학영재 126 3.64 0.584
4.049** 0.000

일반학생 124 3.36 0.538

(**p<.01)

<표 Ⅳ-3>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전체에 대한 초등수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차이

력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영재는 자

신의 학습내용과 관련해서 일반학생보다 더 적

극적이고 주도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 상대

방의 말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과 심리변화

를 파악하면서 대화한다고 할 수 있다.

2. 초등수학영재와 일반학생간의 자기주

도적 학습능력 차이

초등수학영재집단과 일반학생집단의 자기주도

적 학습능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두 집단의 평균

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비교하였으며, 그 차이에 

대한 통계적인 검증을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는 다음 <표 Ⅳ-3>과 같다.

<표 Ⅳ-3>을 보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전체

에 대해서 초등수학영재는 평균 3.64점, 일반학

생은 평균 3.36점으로 초등수학영재의 자기주도

적 학습능력이 0.28점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를 보였다(t=4.049, p<.01). 두 집단 간 차이 분석 

결과 초등수학영재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일

반학생에 비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하위요소별 초등수학

영재와 일반학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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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소
집단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p

학습

계획

학습욕구

진단

초등수학영재 126 3.79 .819
4.299** .000

일반학생 124 3.38 .658

목표설정
초등수학영재 126 3.55 .814

3.248** .001
일반학생 124 3.20 .892

학습을 위한

자원파악

초등수학영재 126 3.50 .587
2.364* .019

일반학생 124 3.33 .599

학습

실행

기본적

자기관리

초등수학영재 126 3.91 .789
1.970 .050

일반학생 124 3.71 .802

학습전략의

선택

초등수학영재 126 3.56 .823
1.983* .048

일반학생 124 3.35 .841

학습실행의지

속성

초등수학영재 126 3.62 .642
4.752** .000

일반학생 124 3.23 .645

학습

평가

결과에 대한

노력귀인

초등수학영재 126 3.67 .524
3.496** .001

일반학생 124 3.41 .593

자기성찰
초등수학영재 126 3.55 .821

3.267** .001
일반학생 124 3.22 .770

(*p<.05, **p<.01)

<표 Ⅳ-4>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하위요소에 대한 초등수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차이

<표 Ⅳ-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등수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차이가 어떠

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t-검정 분석 결과

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하위요소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났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하위요소인 

학습욕구진단, 목표설정, 학습실행의 지속성, 결

과에 대한 노력귀인, 자기성찰은 유의수준 1%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학습

을 위한 자원파악, 학습전략의 선택은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

러나 기본적 자기관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하

성태(2011)의 초등영재와 일반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학교 태도의 관계를 비교 연구한 결

과와 상당히 일치한다고 할 수 있으며, 한순미

(2005)가 영재의 일반적인 특징들 중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매우 중요하며 영재성은 자기주도적

인 학습능력을 습득하고 내면화 할 때 발현될 수 

있다고 한 것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초등수학영재가 

일반학생보다 학습욕구가 더 높고 구체적으로 

학습목표를 설정하며 학습자원을 더 잘 활용한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부하는 방법과 학습전

략을 짜는 능력, 학습을 지속적으로 하는 능력,

학습결과를 자신의 노력 정도와 연결시키는 능

력, 자기 성찰 능력이 초등수학영재가 일반학생

보다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3.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과의 관계

가. 전체학생의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의 상관관계 

조사대상 전체학생(250명)의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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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의사

소통능력

학습

욕구진단

목표

설정

학습을

위한

자원파악

기본적

자기

관리능력

학습

전략의

선택

학습

실행의

지속성

결과에

대한

노력귀인

자기

성찰

정보수집 .586** .530** .490** .536** .566** .444** .451** .559**

경청 .493** .378** .433** .351** .437** .276** .335** .497**

고정관념적

사고 극복
.124* .119 .173** .068 .060 .054 .176** .029

창의적

의사소통
.390** .291** .355** .267** .276** .246** .312** .285**

자기 드러

내기
.447** .410** .528** .422** .459** .208** .320** .505**

주도적

의사소통
.586** .468** .547** .475** .532** .328** .404** .582**

타인

관점이해
.603** .603** .539** .505** .591** .385** .389** .568**

(*p<.05, **p<.01)

<표 Ⅳ-5> 전체학생의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의 상관관계

위하여 의사소통 능력 하위요소 7가지와 자기주

도적 학습능력 하위요소 8가지와의 상관관계 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Ⅳ-5>와 같다.

전체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하위요소와 자기주

도적 학습능력 하위요소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

면,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요소인 고정관념적 사

고극복을 제외한 모든 요소에서 높은 정적인 상

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고정관념적 사고극복은 

학습욕구진단, 학습을 위한 자원파악, 결과에 대한

노력귀인 요소와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나머지 

요소들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대부분의 학생

은 의사소통 시 상대방이 전달 하고자 하는 것

을 잘 해석하고 자신의 생각을 잘 드러낼 수 있

다. 또한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

는 학생이 학습욕구가 뛰어나고 학습을 위해 인

적․물적 자원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우

수하며 학습 결과를 자신의 노력 정도와 연관시

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초등수학영재의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의 상관관계 

초등수학영재의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의 상관관계는 <표 Ⅳ-6>에서 보는 

바와 같다.

초등수학영재의 의사소통 능력 하위요소와 자

기주도적 학습능력 하위요소와의 상관관계를 살

펴보면, 고정관념적 사고극복을 제외한 의사소통 

능력의 모든 하위요소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하위요소와 유의수준 1%에서 정적인 상관관계

가 있었다. 그리고 고정관념적 사고극복은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하위요소인 목표설정, 학습을 

위한 자원파악, 결과에 대한 노력귀인과 유의수

준 5%에서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다른 

요소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수학영재의 경우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해석하는 능력

이 뛰어나고, 자신의 생각을 꾸밈없이 잘 드러낼 

수 있으며, 자신의 의견을 명료하게 발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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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의사

소통능력

학습

욕구진단

목표

설정

학습을

위한

자원파악

기본적

자기

관리능력

학습

전략의

선택

학습

실행의

지속성

결과에

대한

노력귀인

자기

성찰

정보수집 .605** .496** .538** .597** .628** .500** .515** .571**

경청 .487** .334** .475** .319** .466** .358** .352** .472**

고정관념적

사고극복
.142 .205* .191* .168 .157 .100 .210* .142

창의적

의사소통
.444** .295** .437** .372** .358** .304** .425** .356**

자기 드러

내기
.427** .428** .562** .455** .499** .282** .334** .534**

주도적

의사소통
.566** .451** .594** .527** .608** .387** .487** .613**

타인

관점 이해
.669** .609** .659** .584** .717** .529** .478** .642**

(*p<.05, **p<.01)

<표 Ⅳ-6> 초등수학영재의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의 상관관계

긍정적으로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고, 타인의 입

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의 활용을 잘하며 학습결과에 대한 자기평가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로부터 여러 학자들

에 의해 제시되는 영재의 특성인 창의성 및 자

신감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밀접한 상관관

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정충

덕․강경희(2009)가 초등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의

사소통 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상관관계

가 있다고 한 결과를 초등수학영재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일반학생의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의 상관관계 

일반학생의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7>

과 같다.

일반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하위요소와 자기주

도적 학습능력 하위요소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

면, 의사소통의 하위요소 중 정보수집, 주도적 

의사소통, 타인관점이해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의 모든 하위요소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

며, 경청과 지기 드러내기 요소에서는 학습실행

의 지속성 요소를 제외한 모든 하위요소에서 정

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창

의적 의사소통은 학습 욕구진단, 목표설정, 학습

을 위한 자원파악 요소들에서 만 정적인 상관관

계를 보였으며 고정관념적 사고극복은 자기주도

적 학습능력의 모든 요소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일반학생의 경우도 의사소

통 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상관관계가 

있지만 초등수학영재보다는 낮은 상관관계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체학생 모두 의

사소통 능력의 신장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

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초등수학영재가 일반학생보다 의사소통능력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더욱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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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의사

소통능력

학습

욕구진단

목표

설정

학습을

위한

자원파악

기본적

자기

관리능력

학습

전략의

선택

학습

실행의

지속성

결과에

대한

노력귀인

자기

성찰

정보 수집 .520** .528** .412** .453** .484** .323** .348** .508**

경청 .490** .399** .375** .367** .394** .158 .296** .507**

고정관념적

사고극복
.139 .054 .172 -.029 -.034 .036 .174 -.086

창의적

의사소통
.250** .231** .233** .123 .157 .096 .151 .142

자기

드러내기
.498** .399** .498** .389** .421** .138 .312** .487**

주도적

의사소통
.591** .460** .478** .400** .433** .211* .292** .520**

타인관점

이해
.519** .575** .414** .420** .467** .211* .282** .476**

(*p<.05, **p<.01)

<표 Ⅳ-7> 일반학생의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의 상관관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요소 

중 특히 상대방의 대화 내용 및 의도를 파악하

여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과 자신의 생각을 솔직

하게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능력, 상대

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화하는 능력을 신장

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수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영재의 특성에 대해 폭넓게 알

고 더 나아가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초등수학영재는 일반학생과 의사소통 능

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초등수학영재의 

경우 일반학생보다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을 가

지고 있다. 초등수학영재는 자신의 의견과 상대

방의 의견이 다를 때 다른 점을 물어서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한다. 또한 상대방의 비언어적 의사

표현까지 파악하고 상대방의 말을 되풀이, 반복 

확인하며 상대방의 말을 요약하여 이해하고 대

화를 전개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명료하게 발표

하고 몸짓이나 억양을 사용해 의사를 적극적으

로 전달하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화

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따라서 초등수학영재는 

일반학생보다 상대방의 대화 내용 및 의도를 파

악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이 더 높고 창의적

이고 주도적인 의사소통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초등수학영재는 일반학생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초등수학

영재가 일반학생보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높

다. 이는 초등수학영재가 학습하고자 하는 욕구

가 높고 자기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확신하며,

계획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인

적․물적 자원을 잘 이용하며 학습전략을 상황

에 맞게 잘 선택한다. 또한 학습 결과를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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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 정도와 연관시키고 자기평가를 통한 개선 

방법 및 행동을 수정하는 모습도 보이며 학습 

자체를 지속적으로 하는 과제집착력도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초등수학영재 

뿐만 아니라 일반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초등수학영재와 일반학생 모두는 의사소

통 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하위요소에서 

대부분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특히 초등

수학영재가 일반학생보다 정적인 상관관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켜 줄 수 있다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초등수학영재

와 일반학생들 간의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주도

적 학습능력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초

등수학영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집

단별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관계에서도 두 집단 모두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

를 보였다. 이를 통해 초등수학영재와 일반학생

들 간의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의사

소통 능력의 신장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신

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초등수학영재의 경우 일반학생과 비교해볼 때,

의사소통능력의 하위요소 중 경청, 창의적 의사

소통, 자기 드러내기 등에서도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모든 하위요소와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

를 보였다. 따라서 수학 영재 프로그램의 개발뿐

만 아니라 교수․학습에 있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능력과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

고 배려할 수 있도록 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적

극적이고 창의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효율성 제고

를 위하여 학생들의 면담이나 관찰 등을 통한 

심층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유용한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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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Study between Mathematically Gifted

Elementary Students and Non-Gifted Students in

Communication Skills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Lee, Hye Ryeong (Beomil Elementary School)

Choi, Jae Ho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of communication skills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between mathematically

gifted elementary students and non-gifted students.

The subjects include 126 mathematically gifted

elementary students from gifted education centers

and gifted classes in elementary schools in D

Metropolitan City and 124 non-gifted students that

were non categorized as gifted students or special

children in the same city. Employed in the study

were the tests of communication skills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Through this study, there are notable differences

in communication skills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between mathematically gifted students and

non-gifted students. Thus, those communication

skills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hen organizing and running a

curriculum. In addition, developing a program for

mathematically gifted students, as well as in

teaching and learning communication skills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sufficient to consider

the interrelationships between.

* Key Words : mathematically gifted elementary students(초등수학영재), communication skills(의사       

소통 능력),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자기주도적 학습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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