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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교사추천서를 구성하는 주제어들 간의 구조 탐색을 통해서 교사의 영재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보고자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영재교육원에 제출된 566개의 교사추천서를 

대상으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제어 빈도 분석은 KrKwic, 행렬화 작업은 KrTitle, 사회 네트

워크 분석은 NetMiner4.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네트워크의 기본정보, 중앙성, 그리고 응집분석을 수행하

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살펴보면 첫째, 빈도분석 결과 교사추천서는 대체로 학생들의 인지적 특성에 초점을 맞

추어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결과 인지적 특성뿐만 아니라 정의적 특성, 학생의 자율

적인 학습 태도, 가정환경, 교우 환경, 잠재성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사 

및 학생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교사들이 인식하는 학생의 영재성은 인지적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으나 학생 성별에 따라 구체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은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어, 교사들은 남학생의 

추천서를 작성하는 경우, 수학과 과학에 대한 잠재적 능력, 발전 가능성, 탐구, 흥미 등의 개인적 성향과 태도를 

고려하는 반면 여학생의 추천서를 작성하는 경우, 일반적인 인지 및 학습능력, 가정환경, 타인 및 사회적 기대와 

요구들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에게 보다 다양하고 엄격한 수준의 판별 준거를 활용하여 영재성을 인

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적인 영재성 판별도구로서 교사추천서의 기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영재성 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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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교사추천서 활용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사교육과 훈련을 제안하는 바이다. 

주요어 : 영재성 인식, 영재성 판별, 교사추천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Ⅰ. 서론

영재성 판별과 영재 선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교사가 학생의 영재성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이다. 교사는 학생들을 직접 관찰하고 많은 시간 교류하면서 생활하기 때문

에 학생들이 현재 보이고 있는 수행능력과 성취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잠재적인 특성과 능력들을 누구보다도 먼저 인식하고 발견할 수 있다. 국내외에서 수행

된 다수의 연구들은 교사가 다양한 관점에서 학생들의 영재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예를 들어, 몇몇 연구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이 보인 학교에서의 뛰어난 학업 수행능력이나 

성취수준을 영재성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기반하여 학습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영재로 추

천, 선발하려는 경향이 높았다(Guskin, Peng, & Simon, 1992; Hunsaker, Finley, & Frank, 1997; 

Karnes & Koch, 1985; Schack & Starko, 1990). 반면 또 다른 연구들은 교사가 학생의 탁월한 

인지능력이나 학업성취수준보다 꾸준히 노력하는 태도나 높은 과제집착력, 뛰어난 신체적 능력, 

성격적 특성 등을 영재의 탁월한 특성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Copenhaver & 

McIntyre, 1992; Hany, 1995; Hunsaker, 1994; Lee, Cramond, & Lee, 2004).

이처럼 영재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수의 연구

들은 높은 학업수행능력이나 성취, 학습에 대한 관심과 열정, 끈기와 의지 등이 교사가 인식하는 

주요한 영재성 지표임을 증명하였다. 학습과 관련된 특성 및 능력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영재

성을 인식하려는 교사 경향성은 일반적으로 학습우수아들이 영재로 추천되어 영재교육의 수혜

자로 선발되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다. 실제로 영재성 판별에 사용되고 있는 검사도구들은 학생

들의 일반적인 학습에 대한 관심과 동기, 학업성취 또는 인지능력 등을 주로 측정하고 있다

(Gilliam, Carpenter, & Christense, 1996; Pfeiffer & Jarosewich, 2003; Renzulli et al., 1976; 이인

호, 한기순, 2015; 진현정, 최호성, 2010). 최근 들어, 수학, 과학, 언어(외국어 포함), 예술 등 학습 

영역별로 학생들의 관심과 동기, 수행능력 및 성취수준을 진단하는 내용들을 포함하여 학습에 

대한 영역 일반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영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학습능력을 평

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박민정, 전동렬, 2008; 옥현진, 고진아, 2015; 원영실, 2013; 황동

주, 2006), 몇몇 영재성 판별도구들의 경우, 창의성과 리더십을 포함하여 영재성을 다각적으로 

진단하고 있지만 인지 및 학습 능력을 배제한 채 이와 같은 특성들만으로 영재성을 판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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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진단하고 측정하는 내용과는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영재성 판별도구들은 대부분 교사평정척도로 교사가 학생의 학습영재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에 기반하고 있다.

영재성에 대한 다각적인 인식, 특히 교사의 영재성 인식이 중요한 것은 이후 학생들의 영재성 

계발과 교육의 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영재성은 잠재적인 능력으로 성인기를 거치면

서 자신이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몰입하는 영역에서 재능으로 계발되어 발현된다(Gagné, 1993). 

따라서 효과적인 영재성 계발과 교육을 위해서 교사가 영재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영재 선발과 교육에서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 지필검사와 함께 많이 활용되고 있는 교사 관찰·추천제는 영재성 판별과 영재 선발 

과정에서 교사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교사가 학생들의 

영재성을 가장 신뢰롭고 타당하게 진단, 평가할 수 있는 주체라는 점에 기반하고 있다. 교사 관

찰·추천제는 영재성 판별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계량화된 수치로는 드러

나지 않지만 교사가 인식하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 한 학생들의 영재성을 판별할 수 있다는 장

점을 가지고 있다(Neber, 2004).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교사 관찰·추천제를 도입, 활용하고 

있으며(한기순, 이정용, 2011), 실제로 국내외 대학부설 영재교육기관이나 영재학교의 경우, 교

사 관찰·추천은 표준화 검사와 함께 영재성 판별도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영재교육종합

데이터베이스 2015년 기준; Siegle, 2001). 국내외 연구자들은 교사 관찰·추천이 지능이나 성취도 

검사에서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유형과 수준의 영재성을 판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Gagné, 

1994; Mcbee, 2006; Pfeiffer & Blei, 2008; Renzulli & Delcourt, 1986), 소외계층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에게 영재로 선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고 주장한다(박숙희, 2009; 조석희, 

이미순, 황동주, 이현주, 2005). 몇몇 연구들은 앞에서 기술한 영재성 판별 과정에서 교사 관찰·

추천제가 지필검사를 보완하면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윤초희, 2014; 

이인호, 한기순, 2009; 한기순, 양태연, 박인호, 2014).

교사 관찰·추천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이것이 기존의 검사 도구에 비해 영재성 판별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밝힌 연구들은 있었다(박민정, 전동렬, 2008; 윤초희, 2011; 정정인, 박종욱, 

2011; Bracken & Brown, 2006; Gagné, 1994; Neber, 2004). 그러나 교사 관찰·추천제에 사용되는 

교사추천서가 영재성에 대한 교사 인식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영

재성에 대한 교사 인식이 추천서를 통해서 광범위하게 기술되고 있음에도 추천서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없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영재성에 대한 교사 인식을 살펴본 대부분의 선행연

구들은 교사들의 생각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고한 결과들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의 

일반적인 성향과 인식을 보여주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교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재성 및 

영재의 특성과 실제 영재를 선발하는 과정 중에 교사가 직접 기술하는 영재성은 다를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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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Guskin, Peng, & Majd-Jabbari, 1988).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

사들은 영재성의 주요 특성으로 창의성을 중시한다고 보고하지만 실제 관찰·추천 과정에서 학

업성취나 공부습관, 빠른 학습속도에 보다 높은 가중치를 두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unsaker, 1994). 

교사추천서에는 특정 학생을 염두에 두고 교사가 직접 학생의 특성을 기술하기에 보다 구체

적이고 현실적인 교사의 영재성에 대한 인식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문조사에서의 응답

과는 차이가 있다. 교사의 영재성 인식이 영재성의 판별과 영재 선발, 이후의 영재교육을 통한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인 가치 실현의 출발점이 되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

고 있는 영재성 판별도구의 하나인 교사 관찰·추천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교사추천서 내용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교사가 학생들의 영재성을 어떻게 인

식하고 이를 추천서에 반영하는지에 대한 검증은 교사 관찰·추천제가 효과적인 판별도구로 활

용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영재교육원에 참여한 중학교 수학, 과학 

영재들의 교사추천서 566개를 텍스트 네트워크 기법을 활용하여 교사가 학생들의 영재성을 어

떻게 인식하고 이를 추천서에 기술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텍스트 네트워크분석은 텍스트에 

나타난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네트워크 형태로 분석하는 것으로, 언어와 지식이 단어와 단어 간

에 나타난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네트워크라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Paranyushkin, 2011, 

2012). 네트워크분석은 기존에 주로 사용된 빈도 분석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언어 구조의 

상호작용 관계를 통해 네트워크의 의미를 분석하고 현상을 해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텍스트

에 나타난 주요 개념들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도식화시키고, 텍스트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주요 개념들을 도출할 수 있으며, 텍스트에 대한 구조적 분석을 통하여 특정 개념 간에 공유된 

의미와 특정 의미의 순환구조 등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양적 방법과 질

적 방법을 동시에 적용하여 텍스트에 명백히 드러난 내용들과 잠재적으로 도출된 내용들 간의 

통계적 차이를 검증할 수 있는 점은 텍스트 네트워크분석의 최대 장점이라 할 수 있다(박치성, 

정지원, 2013; 정철영, 주홍석, 조영아, 전지민, 정지은, 2015; Kleinnijenhuis, Ridder, & Rietberg, 

1997; Paranyushkin, 2011, 2012; Wasserman & Faust, 1994). 이와 같은 특성들은 학생들의 인지, 

학습능력을 측정하는 지필검사나 학업성취수준(예: 학업성적), 교사평정척도로 학생들의 영재행

동특성을 진단, 평가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교사가 인식한 학생들의 영재성을 구체적이

면서도 다차원적으로 살펴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교사는 학생의 영재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를 추천서에 반영하였는가?

둘째, 교사 성별과 학생 성별에 따라 교사가 인식한 학생의 영재성은 차이가 있는가? 



네트워크분석을 통해서 탐색한 교사추천서에 나타난 교사의 영재성에 대한 인식  633

Ⅱ. 이론적 배경

전통적으로 영재성은 학생의 지능과 학업성취로 대표되는 인지적 특성, 과제집착력과 흥미, 

끈기와 같은 동기적 특성, 창의성과 대인관계능력 등의 정의적 또는 비인지적 특성들을 포함하

는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다. 예를 들어, Renzulli(1978)는 평균이상의 능력, 과제집착력, 창의성

을 영재성의 구성요소로 제안하였고, Gagné(1993, 2003)는 영재성을 타고난 적성능력으로 인식

하고 영재성 계발을 위해서 관심과 흥미, 집중력과 같은 동기적 요인들과 자아존중감, 자신감, 

자율성 등의 정의적, 성격요인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유사하게 Tannenbaum(1983)도 영

재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일반지능, 특수 학문적성능력, 비인지적 성격특성, 환경적 지원, 기회 

또는 행운을 제시하였다. Sternberg(1985, 2000)는 성공지능이론에 입각하여 영재성을 분석적, 

종합적, 실용적 영재성의 세 가지 차원으로 논하였고 이어 가치가 내재된 지혜(wisdom)를 영재

성의 또 다른 유형으로 제안하면서 영재성을 개인내(intrapersonal), 개인간(interpersonal), 그리

고 환경적(extrapersonal)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인식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능력

으로 인식하였다. 이 외에도 창의성과의 관련성이 부각되면서 리더십이 영재성 개념에 포함되기

도 하였지만(Feldhusen & Goh, 1995), 일반적으로 영재성은 개인 특성으로서의 인지적, 성격적, 

동기적 요인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같은 영재성에 대한 학계의 인식은 교사

가 학생의 영재성을 판별하는 데에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뛰어난 지적 능력(Karnes & Koch, 1985)과 학업성취(Guskin et 

al., 1992; Hunsaker et al., 1997; Schack & Starko, 1990), 높은 수준의 창의성(류지영, 2010; 박민

정, 전동렬, 2008; Neumeister et al., 2007)을 교사가 인식하는 영재성의 대표적인 예로 제시하였

다. 최근 들어 인지적 특성뿐만 아니라 정의적 특성을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영재성을 이해하려

는 노력의 일환으로(Copenhaver & McIntyre, 1992; Hany, 1995; Hunsaker, 1994; Neumeister 

et al., 2007),  높은 과제집착력이나 끈기(Renzulli, 1978), 자기중심성, 학습에 대한 관심과 열정, 

성취지향성(Buss, Dahme, Wagner, & Wieczerkowski, 1986) 등과 같은 동기적 요소나 원만한 

교우관계(윤초희, 박희찬, 2013)와 같은 심리사회적 특성들도 영재성 판별 과정에서 교사가 중요

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들은 교사가 학생이 뛰어난 인

지능력을 보일 뿐만 아니라 모범적이고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학생을 영재로 추천하는 

경향이 높다고 보고하였다(고민석, 박병태, 2011a; 이경화, 최병연, 박숙희, 2005). 

교사가 학생의 영재성을 인식하고 판별할 때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영재교육 관련 

경험, 전문성,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수학, 과학, 언어, 예술과 같은 영역의 특성과 

학생의 배경변인(성별)에 따른 교사의 편견이나 기대 등에 따라 교사가 인식하는 영재성이 달라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초희, 2011; 윤초희, 박희찬, 2013; 한기순 외, 2014; Callahan, 2005;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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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szewski-Kubilius, 2006; Siegle et al., 2010; Siegle & Powell, 2004).

다수의 연구들은 교사의 영재교육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 및 전문성 수준이 학생의 영재성을 

다각적으로 발견하고 학생을 영재로 추천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증명하였다(윤초희, 박희

찬, 2013). 윤초희와 박희찬(2013)의 연구는 영재교육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및 경험이 있는 교사

일수록 학생들이 보이는 인지, 동기, 정의적 특성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들의 영재성을 인

식하고 특정한 영역에서 보일 수 있는 잠재적인 재능을 영재성 판별 과정에서도 고려하고 있음

을 보여주었다. 연구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은 영재판별과정에서 과제집착력, 창의성, 흥미와 호

기심, 특정 영역(예: 수학, 언어, 운동, 예술 등)을 중요한 특성으로 간주했지만 수상실적, 전체학

업성적, 리더십, 일반지능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지 않았다. 특히 영재교육 경험이 있

는 교사들이 일반교사들에 비해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 과제집착력, 창의성을 보다 더 중요하

게 평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영재교육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전문적인 이해수준이 높은 교사들

이 그렇지 않은 교사들보다 일반지능이나 전반적인 학업성적보다 특정 영역(과목)에서 드러나

는 재능이나 학업성적을 영재판별의 준거로 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고민석과 박병태(2011b)의 연구에서도 영재교육 경험이 있는 교사가 영재교육에 대한 지식이

나 전문성 수준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영재성 판별 과정에서 학생의 인지적 특성보다 동기나 

학습태도와 같은 정의적 특성들을 보다 더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영재직무연수

를 받았거나 관찰·추천을 담당하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이와 같은 경험이 없는 초등학교 교사들

보다 창의성과 학습동기를 영재성 판별의 중요한 준거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유사하게 

김한샘(2016)의 연구에서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영재교육대상자를 추

천하거나 선발할 때 학생들의 창의성과 과제집착력을 중요한 영재성으로 고려한 반면 지능과 

학업성적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하였다. 이와 함께 교사들은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습태도를 가진 학생들을 선호한다고 보고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영재교육경험이 교사의 영재성 판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

다. 영재성 판별과 영재 선발 과정에서 예비교사나 일반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현

재 수행능력이나 성취수준을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류지영, 2010; 윤초희, 우성조, 2013; 

Hadaway & Marek-Schroer, 1992), 영재교육 경험이 있는 교사들은 가시적인 학습능력뿐만 아

니라 학생들의 창의성, 흥미, 끈기, 태도, 리더십 등 다양한 특성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재

되어 있는 영재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영재로 추천하려는 성향을 보였다(고민석, 박병태, 

2011b; Schack & Starko, 1990). 그러나 서구에서 수행된 몇몇 연구들(예: Copenhaver & 

McIntyre, 1992; Endepohls-Ulpe & Ruf, 2005)은 영재교육 경험이 있는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

사보다 동기나 성격 특성보다 지능, 문제해결력과 같은 인지적 특성들과 창의성을 영재성으로 

많이 언급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 대상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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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영재성 또는 영재교육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교사의 경우, 영재성을 보이는 

학생의 흥미와 능력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거나 무시하기가 쉬우며(Hanninen, 1988), 영재성을 

보이는 분야에 나타나는 학생의 동기적 또는 성격적 특성에 주목하지 않고 모든 과목에서 높은 

학업성적을 고르게 받는 것에 더 주력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hore et al., 1991). 따라서 교사가 

영재를 선발하고 판별할 때 개방적인 태도나 민감성을 갖추지 않는다면 잠재적인 영재성을 지

닌 학생을 놓치기가 쉽다.

위에서 기술한 교사 변인들 외에 학생의 배경변인(특히 성별)과 관련된 교사의 사전기대나 편

견 또한 교사가 학생의 영재성을 판별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alchin(2008)은 교사추천의 

정확성을 저해하는 교사 관련 요인 중 하나로 학교내외에서 발현되는 재능을 판별할 능력 및 

영재성의 합의된 준거에 대한 이해 부족을 제시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교사는 대표적인 학문영

역으로 간주되는 수학이나 과학 영역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전반적으로 우수하다고 믿고 있는 

반면 예술이나 정서적,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뛰어나다고 편견을 

갖는 경향이 있으며(Gagné, 1993), 수학 활동과 관련해서 우수한 수학능력을 가지는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우수학급에 배치되는 경향이 낮았다(Hallinan & Sorenson, 1987). 뿐만 아니라 

교사는 영재 선발 과정에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에게 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

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남학생의 경우 인지능력이 뛰어난 학생을 영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학생의 경우 인지능력뿐만 아니라 리더십, 대인관계능력과 같은 특성들을 모두 고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dams, 1996; Ernest, 1976; Siegle & Reis, 1998). 영재교육 프로그램에의 

참여율을 살펴본 Crombie, Bouffard-Bouchard와 Schneider(1992)의 연구에 따르면, 처음 영재교

육 프로그램에 추천된 남학생과 여학생 비율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학년이 증가할수록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 수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많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

와 유사하게 수학이나 과학 영역에서 영재교육대상자로 추천되는 남학생 비율이 65%로 여학생

보다 높았다(윤초희, 박희찬, 2013). 또 다른 연구에서 여학생은 학년이 낮을수록 영재로 선발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학년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윤초희, 2011). 

이는 저학년 때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언어능력에서 강점을 보여 다양한 측면에서 우수한 

수행을 보이지만, 고학년이 될수록 수학이나 과학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학업수행능력에 대한 

교사의 기대감이 달라지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Fox, Benbow, & Perkins, 1983). 

실제로 우리나라 영재교육대상자의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으로 전체 118,377명 중 

여학생이 49,252명으로 41.6%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영재교육기관 유형 및 학교 급에 따라 남학

생과 여학생의 비율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서예원, 박지은, 정영옥, 이경숙, 2013). 특히 

수학이나 과학영재를 선발하는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남녀학생 비율은 4대 1로 성별 비율 차가 

가장 높았고 일반 학교에서 운영하는 영재학급은 남녀학생 비율이 1.3대 1로 비율차가 가장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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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대학부설영재교육원의 경우도 전체 학생 중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35.2%(남녀 비율 

1.9 대 1)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남학생 수가 여학생 수보다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종합하건대, 교사는 학생의 인지적, 동기적, 심리사회적 특성들을 바탕으로 영재성을 인식하

고 이에 기반하여 학생을 영재로 추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학생의 어떠한 특성들에 가

중치를 두고 이를 영재성 판별에 반영하는가는 영재성과 영재, 영재교육에 대한 교사의 이해 정

도와 전문성 수준 및 교육 경험, 특정 영역과 학생 성별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달라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외 연구들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연구였으며 교사가 작성한 추천서를 분석

한 경우는 없었다. 뿐만 아니라 학생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고한 연구들은 있었지만 교사 성별에 

따라 영재성 인식 차이를 탐색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기준 학교급

별 여성교원 비율은 초등학교 77.0%, 중학교, 68.6%, 고등학교 50.8%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여

성교원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16). 일반적으로 영재성 판별과 영재 선발이 

남녀 교사 비율이 거의 동등한 고등학교 시기 이전에 이루어짐을 고려했을 때 교사 성별에 따라 

학생의 영재성을 어떻게 차별적으로 인식하는지 탐색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Ⅲ. 연구 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서울소재 대학교에서 운

영하는 영재교육원에 지원한 중학생 566명의 교사추천서를 분석하였다.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

될 때 추천서를 제출한 학생들은 남학생 356명(63%), 여학생 210명(37%)으로, 1학년 416명(73%), 

2학년 109명(19%), 3학년 41명(7%)이었다. 이들 중 378명(67%)이 과학반, 188명(33%)이 수학반

에 참여하였다. 추천서를 작성한 교사들 중 여교사는 401명(71%), 남교사는 165명(29%)이었다. 

566개의 교사추천서 중 108개(19%)가 남교사가 남학생을 대상으로 작성한 것이었고, 남교사가 

여학생을 대상으로 작성한 추천서는 57부(10%), 여교사가 남학생을 대상으로 작성한 추천서는 

248부(44%), 여교사가 여학생을 대상으로 작성한 추천서는 153부(27%)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추천서는 텍스트 네트워크 기법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인 수행 절차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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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1) 분석단위 선정

일반적으로 분석의 단위는 문장, 문단, 문서 전체 등 연구의 목적에 따라 결정된다. 본 연구에

서는 문장을 분석 단위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교사추천서의 길이가 여러 개의 문단으로 나누어 

질 만큼 텍스트가 길어서 추천서에 함께 나타나는 단어들이 모두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566부의 교사추천서에 등장하는 문장은 9,082개로 구분되었다.

2) 코딩 과정 

교사추천서를 텍스트 파일로 변환한 후, 문장 단위로 구분된 파일을 생성하여 데이터 정제 

작업을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였다. 첫째, 의미가 없는 동사(예: ‘이다’, ‘한다’ 등), 대명사

(‘이’, ‘그’ 등 ), 부사(예: ‘바로’,  ‘마침내’ 등 ), 형용사(예: ‘싶은’ 등) 등의 어휘들을 제외하였다. 

둘째, 핵심 개념과 관련이 없는 명사 및 고유명사(예: ‘학생’, ‘빌게이츠’ 등), 조사(예: ‘은’, ‘는’, 

등), 연결어(예: ‘그리고’,  ‘그러나’, ‘따라서’ 등), 수사(예: ‘첫째’, ‘둘째’ 등) 등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유사한 맥락에서 사용된 어휘들(예: ‘창의적’, ‘창조적인’ 등)은 하나의 단어로 

통일(예: ‘창의성’으로 통일함 등)하였다. 넷째, 의미의 내용을 하나의 명사로 나타내기 위하여 

단어의 용언(예: ‘많고’,  ‘도와주며’ 등) 및 구(예: ‘사교육을 받지 않은’,  ‘풀기 힘든’ 등)를 명사화

(예: ‘많음’, ‘도움’, ‘안사교육’, ‘어려움’ 등)하였다(박한우, Leydesdorff, 2004; Paranyushkin, 

2011, 2012).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교사 및 학생 성별로 교사추천서의 차이점뿐만 아니라 비슷

한 내용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분석 단위인 문장 내에서 중복되는 단어들은 

한 번만 기술하였다(감미아, 송민, 2012).

3) 주제어 도출

코딩 과정을 거친 자료를 text.txt로 저장한 후, 한국어 텍스트 분석 프로그램 중 KrKwic의 

krwords 프로그램(박한우, Leydesdorff, 2004)으로 분석한 결과, 교사추천서에 등장하는 3,355개

의 단어가 추출되었으며, 이 중 2이상의 빈도를 나타내는 단어는 1,674개였다. 주제어 선정은 

Donohu(1973)의 공식을 수정한 孙清兰(1992)의 공식(=    ⋅    개)을 따

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연구 문제에 부합하는 단어를 연구자들이 임의로 정하기도 하고 일

정 기준 이상의 빈도를 나타내는 단어를 추출하여 정하기도 한다(김준현, 2015). 이때, 빈도의 

기준은 몇 차례 모의실험을 거쳐 분석결과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기준을 연구자들이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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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다(최영철, 박수정, 2011). 본 연구에서는 수차례에 걸친 모의실험, 

단어의 출현 빈도 표를 작성하여 출현 빈도가 낮은 단어들을 차례대로 제거하면서 네트워크의 

구조가 변하지 않는지를 확인하였고, 분석 결과에 대한 연구진 간의 합의를 통해 출현 빈도가 

50회 이상인 175개의 단어를 전체 네트워크의 주제어로 도출하였다. 또한 교사추천서를 교사 및 

학생 성별에 따라 분류한 후, 전체 주제어 네트워크에서 사용한 절차를 반복하여 남교사가 남학

생, 남교사가 여학생, 여교사가 남학생, 그리고 여교사가 여학생을 대상으로 작성한 교사추천서

에서 출현빈도가 각각 12회 이상, 5회 이상, 23회 이상, 12회 이상인 171개, 205개, 172개, 183개

의 단어를 주제어로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 교사 및 학생 성별에 따라 작성된 교사추천서

의 수가 달리 나타나 동일하게 네트워크별로 상위 10%에 포함되는 출현 빈도를 기준으로 주제

어 네트워크를 비교하였다.

4) 행렬화 작업

전체 네트워크는 175개의 주제어를 words.txt로 저장한 후 주제어 도출과정에서 사용한 

text.txt 자료와 함께 KrKwic의 KrTitle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여 추천서의 문장에서 공통으로 출

현하는 주제어들의 빈도를 나타내는 공출현 행렬자료를 구축하였다. 9,082개의 교사추천서 내에 

등장하는 문장에서 175개의 주제어가 산출되어 입력된 원자료의 행렬크기는 9,082⨯175, 공출현 

행렬자료의 크기는 175⨯175가 되었다. 동일한 방법으로 교사 및 학생 성별에 따라 공출현 행렬

자료를 각각 구축하였다.

5) 사회 네트워크 분석

공출현 행렬자료를 바탕으로 주제어들 간 연결 구조의 특성과 형태를 파악하기 위한 사회 네

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Netminer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행렬자료를 네트워크

지도로 시각화하였고 네트워크의 기본 정보, 중앙성 지표, 그리고 응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의 기본 정보로 네트워크의 노드 수, 링크 수, 평균경로거리, 지름, 도, 컴포넌트, 

그리고 응집계수를 산출하였다. 이들 중 네트워크의 노드 수는 추출된 주제어 수, 링크 수는 추

천서에서 드러난 두 주제어 간 연결 횟수, 평균경로거리는 주제어들이 연결될 때 필요로 하는 

평균 링크 수, 지름은 네트워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두 주제어를 연결할 때 필요한 링크 수, 

도는 이론적으로 연결 가능한 링크 수 중 실제로 연결된 링크 수의 비율, 컴포넌트는 네트워크 

내부에 존재하는 하위집단의 수, 그리고 응집계수는 주제어들 간의 응집 정도를 나타낸다. 네트

워크 지도에서 노드의 크기는 주제어별 연결 중앙성 값에 따라, 링크의 굵기는 주제어들이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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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출현한 빈도에 비례하여 크기와 굵기를 표시하였다.

중앙성 지표로는 연결 중앙성과 사이 중앙성을 산출하였다. 연결 중앙성은 하나의 주제어에 

연결되어 있는 주제어들의 수, 사이 중앙성은 하나의 주제어가 네트워크 내 주제어들 사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근접 중앙성은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에서 그 의미가 모

호하다는 김준현(2015)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하지 않았다.   

하위 네트워크분석의 경우, 응집분석 중 CNM(Clauset-Newman-Moore) 알고리즘을 적용한 

모듈성(modularity) 분석을 실시하여 개념들 간 연결 정도가 높은 커뮤니티 구조를 탐색하였다. 

CNM 알고리즘은 각 노드가 1개의 커뮤니티를 이루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작은 커뮤니티들을 

하나씩 합쳐나가는 응집 알고리즘 중의 하나이다(Clauset, Newman, & Moore, 2004). 모듈성은 

음과 양의 값이 모두 가능하며 양의 값이고, 그 크기가 클수록 네트워크에서 커뮤니티 구조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커뮤니티 구조는 특정한 노드들이 내부적으로 

집되어 있지만 외부적으로 관련성이 약하게 구성되는 하위집단인 모듈을 가리킨다(자세한 내용

은 박치성, 정지원, 2013; Newman, 2010 참조).

Ⅳ. 연구 결과

1. 전체 교사추천서에 대한 분석 결과

1) 단어 빈도 분석

566개의 교사추천서에 제시된 9,082개의 문장을 분석한 결과, 총 단어 수는 3,355개로 나타났

으며 이때 한 문장 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단어는 한 번으로 처리하였다. 가장 높은 출현 빈

도를 나타낸 단어는 우수(1,653회)였고, 이어 학습(1,462회), 과학(1,432), 능력(1,113회), 수학(847

회), 동료(834회), 노력(833회), 자기주도(819회), 관심(736회), 적극(723회)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출현 빈도가 50회 이상인 175개의 주제어는 <표 1>과 같다. 분석 결과, 교사는 학생의 정의적 

특성과 교우 환경을 고려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학생이 지원하는 분야에 대한 인지적인 특

성에 초점을 맞추어 추천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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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순위
주제어 횟수

빈도

순위
주제어 횟수

빈도

순위
주제어 횟수

빈도

순위
주제어 횟수

빈도

순위
주제어 횟수

1 우수 1,653 36 창의성 356 71 발명 163 105 현재 99 140 일 69

2 학습 1,462 37 수상 355 72 교과 161 107 가능성 98 140 관계 69

3 과학 1,432 38 다양성 326 73 내용 153 107 모습 98 141 대화 67

4 능력 1,113 39 책임감 322 74 기대 147 109 재능 96 141 인성 67

5 수학 847 40 심화 315 75 방법 147 110 신뢰 93 142 지적 66

6 동료 834 41 도움 295 76 차분함 146 110 표현 93 143 개발 64

7 노력 833 42 교사 292 77 발표 145 110 적성 93 143 완성 64

8 자기주도 819 43 책 283 78 실천 143 110 풀이 93 143 시험 64

9 관심 736 44 사교성 273 79 학급 136 114 인사교육 91 143 모름 64

10 적극 723 45 분야 264 80 기회 132 115 영재 88 147 생물 60

11 수업 721 46 지식 263 81 정직 128 116 동아리 86 148 예습 59

12 문제 691 47 과제 259 81 환경 128 117 분위기 85 148 사랑 59

13 흥미 682 48 시간 257 81 적용 128 118 의욕 83 148 칭찬 59

14 태도 674 49 초등학교 253 84 잠재 127 119 아이디어 82 148 철저 59

15 집중 664 50 학교 248 85 예의 126 120 아버지 81 148 영향 58

16 해결 659 51 고빈도 242 85 습관 126 120 정확 81 148 중요성 58

17 독서 643 52 영재교육 238 87 도전 122 122 안정 80 154 의견 57

18 탐구 572 53 학생 236 87 원리 122 123 분석 79 154 자연 57

19 참여 530 54 가정 235 89 토론 121 123 만들기 79 154 프로그램 57

20 성취 523 55 논리적 223 89 신기성 121 125 영어 78 154 수준 57

21 리더십 517 56 생활 211 91 과학자 120 126 학원 77 158 행동 56

21 호기심 517 57 경험 209 92 생각 119 126 어려움 77 158 방과후 56

23 부모 495 58 긍정적 202 93 협동 116 128 사회 76 158 인정 56

24 활동 489 59 많음 200 94 준비 115 128 제공 76 158 파악 56

25 성실 487 60 계획 190 95 조 114 130 경향 75 162 지도 55

26 이해 467 61 유아기 188 96 임원 111 131 역량 74 162 활발 55

27 의지 441 62 결과 187 97 미래 110 131 복습 74 162 고민 55

28 선호 436 63 교육 181 98 자신감 108 133 화목 73 165 자료 54

29 사고 423 64 꿈 179 99 지원 107 134 개념 72 165 운동 54

30 끈기 411 65 관찰 174 99 성격 107 134 추천 72 165 부족 54

31 대회 400 66 과정 172 101 행사 105 136 어머니 71 165 비교 54

32 실험 387 67 봉사 171 102 중학교 104 136 참가 71 169 사물 52

33 발전 381 68 모범 170 103 역할 101 138 글쓰기 70 170 풍부 51

34 성적 364 69 교내 165 103 설명 101 138 응용 70 170 언어 51

34 질문 364 70 목표 164 105 정리 99 140 기본 69 172 지원자 50

<표 1> 단어 빈도 분석 결과(50회 이상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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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사추천서 전체의 주제어 네트워크

수차례에 걸친 모의실험과 분석 결과에 대한 연구진의 합의를 바탕으로 50회 이상의 출현 빈

도를 나타내는 175개의 주제어로 구성된 공출현 행렬자료를 대상으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주제어 네트워크는 175개의 노드와 11,487개의 링크가 생성되었고, 도

는 .754로 나타났다. 노드간 연결 정도를 측정하는 도가 .5 이상이면 매우 높은 수준의 연결 

정도를 나타내므로(차혜경, 기영화, 2014),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교사추천서를 구성하는 주제어들

은 매우 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간 평균 거리는 1.246이었고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주제어들도 2개의 주제어를 지나면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컴포넌트는 1로 

네트워크 내에서 고립된 주제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영재성에 초점을 맞춰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추천서가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교사추천서의 주제어 네트워크 지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은 Kamada와 Kawai(1989)의 

스프링 임베딩 알고리즘(spring embedding algorithm)을 활용함으로써 네트워크 지도의 중앙에

는 다른 주제어와 동시에 출현하는 빈도가 높은 주제어가 위치하게 되며, 두 주제어가 가깝게 

위치할수록 상호 관계가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김동렬, 2013). 복잡한 네트워크의 구조를 손

쉽게 인지하기 위하여 링크를 상위 10%로 간소화하여 지도에 나타냈다. 네트워크 지도에서 원

은 주제어를 나타내며, 연결 중앙성이 클수록 주제어 노드의 크기는 커진다. 링크는 두 주제어가 

함께 나타난 경우를 의미하며, 링크가 굵을수록 두 주제어가 동시에 사용된 빈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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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교사추천서 주제어 네트워크 지도

 

주제어 네트워크 구조를 보다 명확히 살펴보기 위하여 중앙성 지표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는 <표 2>와 같다. 빈도 분석에서는 인지적 특성을 나타내는 주제어들이 높은 빈도를 보였는데, 

이들은 중앙성 지표에서도 높은 위치를 차지했다. 즉 우수, 학습, 과학, 능력, 수학 등의 주제어가 

빈도가 높았고, 학습, 과학, 수학 등은 연결 중앙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습은 사이 중앙성 

역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은 빈도 분석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특정 주제어의 상대적 영

향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특정 주제어가 다른 주제어들과 갖는 관계를 분석하

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사추천서에 나타난 영재성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예

를 들면, 빈도 순위가 1위인 우수의 경우, 연결 중앙성 지표에서는 10위에 위치하며 사이 중앙성 

지표에서는 상위 10위 안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이는 우수라는 주제어가 교사가 추천서에 기술

할 때 자주 사용되기는 하지만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주제어를 설명하

기 위한 방편으로만 쓰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탐구와 문제의 경우, 연결 중앙성에서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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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3위와 5위에 위치하지만 빈도 분석에서는 각각 18위와 12위에 위치했다. 이는 탐구와 문제가 

출현빈도에 비해 다른 주제어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동시에 출현하고 있기 때문이

라고 해석할 수 있다.

순위 1 2 3 4 5 6 7 8 9 10

빈도 우수 학습 과학 능력 수학 동료 노력 자기주도 관심 적극

연결 중앙성 학습 과학 탐구 수학 문제 자기주도 태도 능력 노력 우수

사이 중앙성 동료 발전 학습 부모 자기주도 탐구 태도 분야 수학 가정

<표 2> 중앙성 지표별 상위 10개의 주제어

중앙성 지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과학, 탐구, 수학은 연결 중앙성이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사이 중앙성은 낮으므로 이 주제어들을 중심으로 하는 하위 네트워크에서 허브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동료, 발전, 부모는 사이 중앙성은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연결 중앙성은 낮으

므로 하위 네트워크들 간 의미의 연결을 해주는 교차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사이 

중앙성이 높다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개념들이 연결되어 의미를 생성하는 데 있어 특정 개념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료, 발전, 부모는 교사가 인식하는 영재

성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영향력이 있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주제어 네트워크의 하위구조를 탐색하기 위하여 응집분석 중 모듈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 모듈성 값은 0.324로 6개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었다. [그림 2]는 Netminer4.0 프로그램

이 제공하는 Gk(k=1, …, 6) 양식에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주제어를 지도에서 별모양으로 표시하

였고, 커뮤니티 이름으로는 G1:관찰, G2:동료, G3:학습, G4:교내외 활동, G5:인지, G6:발전 및 가

정 이라고 설정하였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이 지원하는 분야에 대한 인지적 특성뿐만 아니라 정

의적 특성, 학생의 자율적인 학습 태도, 가정 환경, 교우 환경, 그리고 잠재성 등 다양한 요인들

을 고려하여 추천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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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주제어에 대한 커뮤니티 지도 

2. 교사 및 학생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

교사와 학생의 성별에 따라 영재성 인식에서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성별을 기준으

로 하위집단 4개를 구성하였다. 남교사-남학생, 여교사-남학생, 남교사-여학생, 여교사-여학생으

로 집단을 나눈 뒤 유사한 절차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징과 중앙성 지표 

별로 상위 10위 내에 위치하는 주제어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교사 및 학생 성별로 주요 커뮤

니티 구조의 의미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제어들을 산출해내기 위해서 모듈성 분석을 실

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노드, 링크 수, 평균경로거리, 지름, 도, 컴포넌트, 그리고 응집계수를 포함한 

네트워크의 구조적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교사추천서 네트워크들을 비교해본 결과, 모든 

네트워크의 컴포넌트는 1로 네트워크 내에서 고립된 주제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개

의 하위집단 중 남교사-여학생의 경우만 지름이 3이며, 나머지는 지름이 2로 나타나 최대 3개의 

주제어를 거치면 네트워크 내의 모든 주제어들이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경로거리는 교

사 성별에 상관없이 남학생의 추천서가 여학생의 추천서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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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을수록 내용 전달이 쉽고 신속하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박치성, 정지원, 2013), 교사가 남학

생의 추천서를 작성할 때 핵심 주제어에 도달하기까지 사용한 주제어 수가 여학생의 것을 작성

할 때보다 적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학생의 추천서에서 여학생의 추천서보다 네트워크의 도

와 응집계수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남학생의 추천서가 여학생의 추천서보다 상대적으로 더 

명확하게 영재성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작성되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 더 다양한 관점에서 영재

성이 기술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여교사-남학생의 경우는 남교사-여학생의 경우보다 추

천서 수는 4배 정도 많지만 노드 수는 큰 차이가 나지 않고 링크의 수는 두 배 정도 더 많게 

나타남으로써 남교사는 여학생의 추천서를 다양한 어휘를 단문 형태로 끊어서 적고 있으며, 여

교사는 남학생의 추천서를 제한된 단어들을 긴 문장으로 연결하여 설명하는 식의 문체로 적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교사-남학생 남교사-여학생 여교사-남학생 여교사-여학생

추천서 수 108 57 248 153

노드 수 171 205 172 183

링크 수 6,849 4,758 8,939 7,613

평균경로거리 1.285 1.792 1.392 1.543

지름 2 3 2 2

밀도 .471 .228 .608 .457

컴포넌트 1 1 1 1

응집계수 .680 .581 .746 .684

<표 3> 교사 및 학생 성별에 따른 교사추천서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

주제어 네트워크의 구조를 명확하게 탐색하기 위해 노드간의 연결 정도인 연결 중앙성과 특

정한 노드가 전체 네트워크에서 차지하는 중심 위치를 측정하는 사이 중앙성을 분석하였다. 구

체적으로 지표별 상위 10위 내에 드는 주제어는 <표 4>와 같다. 분석 결과 교사와 학생의 성별

에 관계없이 우수와 학습은 빈도, 연결 중앙성 지표 모두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이는 교사들이 인지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영재성을 판별한다는 점을 시사하며 이 같은 성

향은 교사의 성별, 학생의 성별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그러나 빈도 분석 결과 높은 순

위에 위치하는 주제어들이 중앙성 분석 결과에서 대부분 다르게 나타남으로써 네트워크에 내재

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남교사-남학생의 경우에는 탐구, 발전, 흥미, 성취 등, 

남교사-여학생의 경우에는 주변, 기대, 성격 등, 여교사-남학생의 경우에는 동료, 발전, 태도 등, 

그리고 여교사-여학생의 경우에는 가정, 태도, 리더십 등 빈도 분석 결과로는 상위 10위내에 위

치하지 못하지만, 중앙성 지표 결과로는 상위에 위치함으로써 이러한 주제어들이 출현 빈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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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다른 주제어들과 직,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동시에 출현하는 정도가 높으므로 주요 개념을 

형성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교사 성별에 상관없이 남학생의 추천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발전과 같은 잠재성을 나

타내는 측면이 사이 중앙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추천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주변, 기

대, 가정과 같은 환경적 측면을 나타내는 주제어들이 사이 중앙성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이러한 

측면들이 영재성의 다양한 개념들을 연결하는 핵심 개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남교사가 

여학생의 추천서를 작성하는 경우 수상과 대회와 같은 외현적인 실적은 빈도 분석 결과에서만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중앙성 지표 결과에서는 상위에 들지 못함으로써 이러한 주제어들은 다

른 핵심 주제어들을 설명하기 위한 방편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순위
남교사-남학생 남교사-여학생 여교사-남학생 여교사-여학생

빈도 연결 사이 빈도 연결 사이 빈도 연결 사이 빈도 연결 사이

1 과학 탐구 탐구 우수 능력 자료 과학 과학 동료 학습 과학 동료

2 우수 학습 발전 학습 주변 주변 우수 학습 발전 우수 능력 과학

3 학습 우수 문제 수학 우수 기대 학습 수학 리더십 과학 학습 가정

4 능력 문제 학습 능력 과학 지적 능력 우수 자기주도 능력 해결 태도

5 수학 흥미 논리적 노력 성격 과학 관심 능력 다양성 동료 문제 참여

6 동료 해결 부모 과학 지적 능력 수학 문제 학습 자기주도 노력 교육

7 노력 수학 활동 독서 수학 수업 자기주도 탐구 성취 노력 태도 활동

8 관심 노력 동료 자기주도 자료 우수 노력 태도 과학 적극 동료 리더십

9 독서 능력 성취 수상 태도 수학 동료 해결 태도 문제 우수 자기주도

10 자기주도 과학 책임감 대회 수업 언어 수업 동료 노력 태도 자기주도 실험

<표 4> 교사 성별 및 학생 성별 별 중앙성 지표별 상위 10개의 주제어

하위 네트워크 구조의 주요 개념들을 구성하는 커뮤니티 구조를 탐색한 결과, 남교사가 남학

생의 추천서를 작성한 경우는 7개, 남교사가 여학생의 추천서를 작성한 경우는 9개, 여교사가 

남학생의 추천서를 작성한 경우는 6개, 그리고 여교사가 여학생의 추천서를 작성한 경우는 7개

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표 3>의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밝힌 분

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교사 성별에 상관없이 여학생의 주제어 네트워크가 남학생의 주제어 네

트워크보다 더 많은 커뮤니티를 포함함으로써 교사들은 여학생의 추천서를 작성할 시 다양한 

관점에서 영재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네트워크 별로 주제어가 많이 포함된 커뮤니티 크기의 순서대로 4개까지 [그림 

3]에 제시하였다. 남교사가 남학생의 추천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주제어 네트워크의 모듈성 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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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이며, 첫 번째 커뮤니티는 부모-가정-화목, 과학자-미래-꿈, 활동-참여-대회-수상을 핵심 주제

어로 영재성이 기술되었다. 두 번째 커뮤니티는 우수-능력-학습과 수학-과학-흥미, 세 번째 커뮤

니티는 리더십-동료-사교성과 성취-성실-과제, 네 번째 커뮤니티는 질문-내용-발표, 다섯 번째 커

뮤니티는 성적-교과, 여섯 번째 커뮤니티는 예습-복습, 일곱 번째 커뮤니티는 아이디어-제공을 

영재성의 핵심 개념으로 포함하였다.

남교사가 여학생의 추천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주제어 네트워크의 모듈성 값은 .609이며, 커뮤

니티의 크기 순서대로 첫 번째는 긍정적-성격-대화-소통-의욕, 두 번째는 기본-개념-자료-분류, 

세 번째는 능력-문제-해결, 네 번째는 우수-수학-수상-대회, 다섯 번째는 리더십-동료-사교성, 여

섯 번째는 부모-가정-예의-교육, 일곱 번째는 과정-의문-질문, 여덟 번째는 기대-결과-정확과 관

찰-사물-호기심, 그리고 아홉 번째는 예습-복습과 실천-계획-발전의 주제어로 각각 커뮤니티가 

구성되었다.

여교사가 남학생의 추천서를 작성한 경우에 주제어 네트워크의 모듈성 값은 .373이며, 커뮤니

티의 크기 순서대로 첫 번째는 가정-화목-분위기, 기대-발전-가능성과 리더십-동료-사교성, 두 번

째는 우수-능력-성적-학습-자기주도와 과학-흥미-관심, 세 번째는 기본-개념-원리-적용, 네 번째

는 교내-대회-수상, 다섯 번째는 분야-다양성-경험-활동, 그리고 여섯 번째는 도전-정신과 현재-

자연-관찰 주제어로 각각 커뮤니티가 구성되었다.

여교사가 여학생의 추천서를 작성한 경우에 주제어 네트워크의 모듈성 값은 .387이며, 커뮤니

티의 크기 순서대로 첫 번째는 능력-우수-학습, 두 번째는 가정-화목-분위기와 공동체-인정-의식, 

세 번째는 목표-계획-실천-자기주도와 관찰-분석-사물, 네 번째는 과학자-미래-꿈과 기대-발전-가

능성, 다섯 번째는 과학-활동-관심-다양성과 교내-대회-수상, 여섯 번째는 성격-원만-사교성과 봉

사-리더십-임원, 그리고 일곱 번째는 독서-책-선호와 내용-노트-정리-복습의 주제어로 각각 커뮤

니티가 구성되었다.

하위 네트워크 커뮤니티 구조 탐색 결과, 교사추천서 네트워크는 교사 및 학생 성별에 상관없

이 학습, 우수, 능력과 같은 인지적 측면, 부모, 가정, 화목과 같은 가정적 측면, 동료, 리더십, 

도움과 같은 교우 관계, 도전, 원만, 성격과 같은 정의적 측면, 대회와 수상과 같은 결과물, 그리

고 발전, 기대와 같은 잠재적 측면을 주요 개념으로 하는 커뮤니티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일부 

커뮤니티 구조에서는 교사 및 학생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학생 추천서 

네트워크의 인지적 커뮤니티 구조는 수학, 과학, 학습, 우수, 능력 등 특정한 과목을 반영하고 

있었으나, 여학생의 추천서 네트워크는 학습, 우수, 능력, 문제 해결처럼 일반적인 인지 및 학업

능력과 관련된 커뮤니티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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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구조
남교사-남학생

(108명)

남교사-여학생

(57명)

여교사-남학생

(248명)

여교사-여학생

(153명)

1

2

3

4

[그림 3] 교사 성별 및 학생 성별 별 커뮤니티 구조

 

남학생 추천서 네트워크의 정의적 커뮤니티 구조는 흥미와 도전 등 학생이 좋아하는 것을 강

조한 반면, 여학생 추천서의 네트워크는 긍정성과 원만과 같은 사회적 성격과 관련된 것으로 구

성되었다. 유사하게 남교사가 남학생의 추천서를 작성한 경우 학생 개인의 아이디어가 주된 내

용을 이루었지만, 여학생의 추천서를 작성했을 때에는 공동체, 인정, 의식 등 사회적 특성들이 

커뮤니티를 구성하였다. 여교사가 작성한 남학생의 추천서에 자기주도가 우수, 능력, 성적, 학습 

등 인지적 능력과 함께 커뮤니티를 형성한 반면 여학생의 추천서에서는 목표, 계획, 실천 등과 

함께 커뮤니티를 구성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교사의 영재성에 대한 인식이 영재학생 선발을 위한 추천서에 어떻게 반영되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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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추천서 분석을 통해서 드러난 핵심 주제어, 관련 하위 개념 및 능력

들 간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탐색해보았다. 추천서에 나타난 주제어 빈도분석 결과, 교사는 전반

적으로 학생의 성별과 상관없이 인지능력과 학습 특성(예: 우수, 학습, 과학, 능력, 수학, 자기주

도)에 주안점을 두고 학생의 영재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50회 이상 나타난 175개의 주제어를 분

석한 결과, 학습, 과학, 수학이 연결 중앙성 지표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한 것은 교사가 추천서를 

작성했을 때 학생의 인지능력과 특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교사추천

서 내용이 학생들이 현재 보여주는 수행능력이나 성취수준 위주로 구성되고 있음을 확인한 이

전 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류지영, 2010; Brown et al., 2005).

그러나 사이 중앙성 분석에서 동료와 발전이 최상위 빈도를 나타낸 것은 교사가 학생의 영재

성을 인식할 때 교우관계와 향후 잠재가능성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학생의 

영재성을 다차원적으로 인식하려는 교사의 노력은 네트워크 하위구조 탐색을 위한 모듈성 분석

에서 관찰(G1), 동료(G2), 학습(G3), 교내외 활동(G4), 인지(G5), 발전 및 가정(G6) 등의 다양한 

하위 영역이 교사추천서의 핵심 주제어를 구성하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교사가 영재성 

판별에서 학습, 인지능력, 관찰과 같은 학생의 인지적, 학문적 특성뿐만 아니라 교과 외 활동 참

여, 교우관계, 가정환경(예: 부모 관계), 정의적 특성, 잠재성 등도 고려하여 추천서를 작성한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학생의 인지적, 학문적 능력과 특성 외에도 학습에 대한 적극적, 자기 주도

적인 태도와 관심, 노력, 친구들과의 관계, 부모의 관심과 지지 등 심리, 사회, 가정 환경적 요인

들을 포함하여 학생의 영재성을 기술한 것은 영재성의 발달 및 계발 가능성을 가정하고 이를 

다각적으로 발견하려는 노력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결과이다. 이는 높은 지적 능력뿐 

아니라 영재성 판별 과정에서 동기나 성격, 사회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 이

전 연구들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윤초희, 박희찬, 2013; 한기순, 2014; Renzulli, 1978, Buss 

et al., 1986). 다만 교사추천서의 특성 상, 교사는 추천하는 아동의 선발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수학이나 과학 교과에서의 우수함 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의 우수함을 강조함으로서 합격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결과를 해석할 때 선발가능성을 높이기 위

해 교사가 아동의 다양한 장점들을 강조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영재성의 특성으로 평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또는 영재성을 판별하고 영재

를 추천할 때 어떠한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는지에 대한 교사 인식 연구들은 설문조사나 심층

면담 방법을 주로 사용하여 교사가 갖고 있는 평소 신념과 태도를 비롯한 일반적인 인식을 살펴

보았다면, 본 연구는 교사가 특정 학생을 영재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영재성에 대한 인식

이 그대로 잘 드러나는 교사추천서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이전 연구들과 차이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결과들은 학문적 또는 지적으로 우수한 학생의 특성을 영재성으로 인식하는 관

점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영재성을 인지능력뿐만 아니라 창의적, 정의적(동기적), 사회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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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고려하여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판별해서 한다는 입장을 동시에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빈도 순위가 1위인 우수의 경우, 하나의 주제어에 

연결되어 있는 주제어들의 수를 나타내는 연결 중앙성은 10위, 특정 주제어의 상대적 위치를 나

타내는 사이 중앙성은 10위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정의적 특성에 포함된 동료와 발

전의 경우, 사이 중앙성은 1위와 2위였으나 빈도에서는 동료 6위, 발전 33위이고 연결 중앙성에

서는 모두 10위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교사와 학생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

다. 예를 들어, 우수의 경우 학생과 교사의 성별에 상관없이 비슷한 빈도 순위를 보였다. 그러나 

동료의 경우 여교사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 이를 중요한 것으로 고려하였으나, 남교사는 

중요한 것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교사와 학생의 성별에 따라 추천서에 반영된 학생의 영재성을 분석했을 때에도 전반적으로 

교사는 학생의 성별에 상관없이 학생의 뛰어난 인지, 학문능력과 특성을 바탕으로 추천서를 작

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추천서를 구성하는 핵심 주제어들은 아니었지만 학생의 가정환경, 교우

관계, 관심, 태도, 노력, 잠재적 능력과 향후 발전 가능성 등도 주제어들 간 의미를 구성하고 이

를 연결시켜주는 교량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의 정의적, 사회적 특성들과 환경적 

요인이 교사의 영재성 인식과 판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교사가 추천서를 구성하는 핵심 주제어와 관련 하위 영역들은 유사한 것으로 나

타났지만 교사와 학생의 성별에 따라 몇 가지 사항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첫째, 교사

의 추천서는 여학생의 것보다 남학생의 것이 보다 명료하게 기술되어 있었다. 이는 교사가 남학

생의 영재성을 핵심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이를 여학생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고 설득력 있게 기

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학생의 성별에 따라 영재성 인식 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

고 있다. 가령, 남학생의 추천서에 포함된 인지적 특성들이 수학, 과학과 같은 특정 학문 영역에 

초점이 맞춰져 기술된 반면 여학생의 추천서에는 특정 영역이 아닌 일반적인 인지, 학습 능력들

이 열거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남학생의 추천서에는 교사 성별과 상관없이 발전 가능성을 암

시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여학생의 것에는 주변, 가정, 기대 등 타인과 환경의 영향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기술되어 있었다.

둘째, 추천서의 주요 개념들을 형성하는 주제어의 출현 빈도수와 중앙성 지표별 순위는 교사

와 학생의 성별에 따른 영재성 인식 차이가 추천서의 내용에 반영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 남교사가 작성한 남학생의 추천서의 경우, 탐구, 발전, 흥미, 성적 등 학업성취와 관련된 

성향과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많이 포함되었지만 여교사가 여학생의 추천서를 작성한 경우, 

가정, 태도, 리더십과 같은 환경적, 심리사회적 특성들이 주로 다루어졌다. 또 다른 예로 남교사

가 작성한 여학생의 추천서에는 대회 및 수상 실적과 같은 결과 중심의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었

다. 본 연구 결과들은 교사가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영재성을 판별할 때 학생 개인의 잠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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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 타인과의 관계, 일반적인 인지, 학습 능력까지 모두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교사와 여교사 모두 남학생의 추천서의 경우, 잠재성과 발전 가능성, 여학생

의 추천서의 경우, 환경요인과 사회적 기대와 요구를 반영하는 단어들을 많이 포함한 것은 교사

가 남학생과 여학생의 영재성 인식과 판별 과정에서 동일한 준거를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

준 것이다. 정의적 특성을 기술한 경우도 남학생의 추천서를 구성하는 주제어들이 흥미, 관심, 

도전 등 개인적인 성향과 태도에 관한 것이었다면 여학생의 것에는 원만함, 긍정적인 태도와 사

회적 관계가 주된 내용이었다. 따라서 영재로 선발되기 위해서 충족시켜야 할 교사의 요구와 기

대 수준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높았고(Adams, 1996; Ernest, 1976; Siegle & Reis, 1998), 영

재성 판별과 영재 선발 과정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서 여전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Crombie et al., 1992; Fox et al., 1983)을 본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가 영재성 인식

과 판별 과정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보다 엄격하고 다양한 유형과 수준의 준거를 암묵적

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결과는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중요하

게 고려해야 할 문제라 할 수 있다. 

셋째, 영재성 판별과 영재 선발 과정에서 교사 관찰·추천제가 어느 때보다 많이 활용되고 있

는 상황에서 특정 교과목(예: 수학, 과학)에 대한 학생의 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학생의 성별에 

따라 교사가 상이한 기대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여학생을 영재 선발 과정에서 소외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이다(Crombie et al., 1992; Fox et al., 1983). 박선자(2009)의 연구에서 

교육청 영재교육원 중등 과학 담당 교사 대부분이 영재교육원 운영 경험을 통해서 영재성 인식

에 변화가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연구에서 영재교육을 경험한 교사들은 학생의 지적인 특성만

을 고려하지 않고 정의적 특성(과제집착력, 내적 동기, 창의성 등)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영재

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영재성이 선천적인 것이 아닌 충분한 교육 경험을 통해서 발현되고 계발

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Betts와 Neihart(1988)는 90%의 영재가 훈련받지 않은 교사에 의해서 

추천되고 있으며,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영재보다는 교사에게 순응적인 학업우수아들이 영재로 

주로 추천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영재성 개념, 영재행동 특성, 영재성 판별 및 영재 

선발, 영재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는 교사연수와 교육을 통해서 학생의 

잠재된 영재성을 다각적으로 발견하고 계발시키도록 독려할 것을 제안한다. 체계적이고 전문적

인 교사연수는 특정 영역과 관련된 영재성에 대한 교사의 선입견과 편향된 기대 수준을 극복하

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교사추천서 기술 및 활용에 대한 교육을 통

해서 교사추천서가 교육 현장에서 영재성 판별과 영재 선발에 공헌하는 효과적인 판별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종합하건대, 본 연구의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결과, 교사는 학생의 영재성을 인지적, 학문적, 

정의적, 사회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광범위하게 인식, 판별하여 이를 추천서에 반영하고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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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전 연구들과 유사하게 학생의 인지적, 학문적 능력과 특성들이 

영재성 판별의 가장 중요한 준거로 사용되었지만 학습에 대한 관심과 태도, 자기 주도적 성향, 

가정환경, 동료 관계, 사회적 기대 등 비인지적 요인들이 다양하게 추천서에 기술된 점은 고무적

이다. 교사와 학생 성별, 특히 후자에 따라 교사가 작성한 추천서에 포함된 주제어들과 관련 개

념들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 점은 영재성 판별과 영재 선발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

는 성차 문제가 잔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사추천서가 영재 선발과정에서 효과적인 판

별도구로 활용되기 위해서 교사가 학생의 영재성을 올바르게 인식, 발견하고 이를 적절하게 추

천서에 기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함께 기술된 추천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영재 선발과정에 어떻게 반영하고 실천하는가의 문제도 영재성 판별 도구로 교사추천서의 역할

을 극대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교사추천서의 장점과 단점을 교사가 작성한 추천서에 포함된 주제어들 간의 구조 

관계를 통해서 탐색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실제적으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교사추천서를 통해

서 영재로 선발된 학생들의 이후 수행능력이나 성취수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교

사추천서가 실제 현장에서 영재성 판별과 영재 선발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후

속 연구를 통해서 이를 보완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제한점은 과학, 수학 영재를 

대상으로 한 추천서만을 분석하였기에 예술이나 인문사회 영역에서 교사가 영재성을 어떻게 인

식하고 있는지 다루지 못한 점이다. 뿐만 아니라 과학과 수학 영역을 구분하여 분석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 수학과 과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영재 선발 과정에서 사용

된 교사추천서의 내용과 활용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교사의 영재성 인식에 대한 보다 명료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영재교육원의 교육대상자에 선발 및 지원을 목적으

로 기술된 추천서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추천서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고 학생의 장점 

위주로 기술되어 부정적인 특성들이 많이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정정인, 박종욱, 

2011). 더욱이 일부 교사는 지극히 모범적이고 두루두루 잘하며 기쁨을 주는 학생을 영재로 추천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고민석, 박병태, 2011a; 이경화, 최병연, 박숙희, 2005), 교사추천

서의 내용이 교사가 인식하는 영재성의 특성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고려

하여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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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mining Teachers’ Recommendation Letters According to 

Teachers’ and Students’ Genders Using the Text Network Analysis*

1)

Seon-Young Lee**

Sungyeun Kim***

Jiyeon Min

Been Lee

Junsoo Park

Hyesung Park

Seung-Urn Choe

Using the network text analysis, this study examined teachers’ perceptions about giftedness 

by analyzing teachers’ recommendation letters for gifted middle school students. 566 teachers’ 

recommendation letters submitted for participation in a university-based gifted science program 

were analyzed using the NetMiner 4.0 program. Analyses focused on a basic information of 

network, centrality, and cohesion for investigating giftedness based on a co-occurrence matrix 

of the key words consisting of the recommendation letters. Major findings included that overall, 

teachers wrote a recommendation letter for gifted students with foci on the students’ cognitive 

and intellectual characteristics. However, the text network analysis confirmed that the teachers 

took the students’ potential ability, affective characteristics, self-regulated learning, peer 

relationships, and family environment into consideration in identifying their giftedness. 

Perceived giftedness by the teachers slightly differed according to the gender of teachers and 

students. Specifically, the result showed that the teachers were likely to use rigorous and diverse 

criteria in identifying giftedness of the female students. They also had higher expectations of 

the female than male students in perceiving their giftedness to recommend for a gifted program. 

Teacher training for the identification of giftedness is suggested in order to make use of teacher 

recommendation as an efficient identification method and optimize its strengths in discovering  

gifted students.

Key words: Teachers’ perception, Teacher recommendation, Identification of giftedness, Text 

networ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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