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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과학영재교육원 수료 경력이 고등학교 입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통념에도 불구하고, 입시 준비 기간에 적극적으로
과학영재교육원에서 활동한 학생들에 대한 호기심에서 출발했다.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고등학교 입시 상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고등학교 입
시와 과학영재교육원의 교육이 교차하는 장면을 재구성함으로써 더 나은
과학영재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찾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
해 연구참여자 개인의 생애 경험을 교육의 맥락에서 충실히 기술하고,
거시적 관점에서 사회문화적 및 역사적 맥락을 함께 보여주는 교육생애
사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에 참여한 과학영재들은 2015, 2016년에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
원 화학분과에서 교육을 받은 5명의 학생이다. 이들은 영재고, 과학고,
자사고 등의 입시를 준비하는 와중에도 과학영재교육원에서 활동했으며,
특히 입시가 진행되는 중학교 3학년 당시 전국 사사과정 연구성과 발표
대회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둘 만큼 적극적으로 과학영재교육원의
탐구 활동에 참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본 연구는 우선,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학생들의 고등학교 입시 과
정의 특징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았다. 첫 번째 연구참여자 김리온은 초등
학교 저학년 때부터 영재교육 전문학원에 다니며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
했고, 의대 진학을 목표로 과학고에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녀
는 시험 삼아 도전한 영재고 입시에는 합격하지 못했고, 뒤이어 진행된
과학고 입시에서도 1차 전형에서 탈락하며 큰 충격을 받았다. 두 번째
연구참여자 박재혁은 과학학원을 함께 다녔던 친구들이 영재고 입시 준
비를 시작하자 본인도 막연하게나마 영재고에 진학하길 희망했다. 하지
만 아들이 사교육의 도움 없이 공부하길 원했던 부모님의 교육 방침으로
인해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입시 전문학원에 다닐 수 없어 심리적 갈등
을 겪기도 했다. 그는 영재고 입시에서 탈락했으나, 이후 자사고에 지원
하여 합격했다. 세 번째 연구참여자 최인규는 자신이 다니는 국제중의
독특한 교육과정에 매우 만족하여,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특별한 교육

과정에 따라 공부하길 원했다. 한국중등올림피아드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그는 자신감을 얻어 영재고 입시에 도전했으나 탈락했다. 영재고
탈락 이후 부모님이 사교육을 강력하게 권하게 되면서 부모님과 갈등을
빚었으며, 자사고에 합격한 뒤에도 이러한 갈등은 이어졌다. 네 번째 연
구참여자 안성민은 아버지가 추천한 국제중에 다니며 여러 과학 관련 대
회에서 수상경력을 쌓았다. 입시 전문학원에서 올림피아드를 준비하며
수학·과학을 깊이 있게 공부했고, 올림피아드 종료 후에는 영재고 입시
에 매진하여 최종적으로 영재고에 합격했다. 다섯 번째 연구참여자 안영
우는 어려서부터 특목고를 거쳐 명문대에 진학한 두 누나에게 학업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는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도전적인 내용을 집과
학원에서 능동적으로 학습했고, 비교적 짧은 기간 입시 전문학원에서 영
재고 입시를 준비하여 최종적으로 영재고에 우선선발로 합격했다.
둘째로, 연구참여자들의 고등학교 입시 구조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소상황-(매개상황)-대상황 분석틀에 따라 고등학교 입시의 상황적
구조를 살펴보았다. 연구참여자들의 소상황적 요소로는 개인적 특성으로
‘높은 학습 능력과 학구열’, 배경적 특성으로 ‘고학력 부모의 존재’, 시간
적 특성으로 ‘생각이 많아지는 사춘기’를 추출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개인의 행위 이면에 작용하고 있는 추상적, 보편적, 비가시적, 비일상적,
이론적 상황에 해당하는 대상황적 요소로는 대학의 위계서열이 고등학교
급까지 확산되는 ‘학벌주의’, 개인의 실력에 따른 기회 배분과 노력을 중
시하는 ‘실력주의’, 교육의 맥락에서 고교다양화와 수량화의 지배를 불러
온 ‘신자유주의’를 추출할 수 있었다. 소상황과 대상황을 연결하는 해석
적 메타-커뮤니케이션 상황에 해당하는 매개상황으로는 ‘성적과 성과가
권력으로 작동하는 학교’, ‘불안감을 자극함과 동시에 해소해주는 학원’,
‘명시적/암묵적으로 학벌을 비교하는 가족’, ‘차별화와 동질화의 이중적
또래 관계’를 추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적 구조는 연구참여자들에게
대부분 공통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요소이긴 했지만, 구체적인 양상은
제각각 차이가 있었다.
셋째로, 고등학교 입시 과정에서 과학영재교육원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들에게 과학영재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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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적 도전을 하기 어려운 학교나 지나치게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학원에서 벗어나,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친구들과 마음 편히 활동할
수 있는 ‘쉼터’의 역할을 했다. 또한, 자신이 배운 과학 지식을 실제 세계
와 연결해보는 실험을 경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과학자로서의 정체성
을 키워갈 수 있는 ‘실험실’의 역할을 담당했다. 마지막으로, 대학교수와
조교로부터 체계적으로 탐구 활동을 지도받음으로써 지필고사 준비에만
몰두하는 다른 경쟁자들과는 차별화된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교육기관’의
역할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참여자들의 사례가 과학영재교육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하는지 논의해보았다. 첫째, 현재의 고등학교 입시
는 시험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실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경
향이 크다. 이러한 실력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각 영재교육 기관이
제공하는 가르침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하려는
시도가 요구된다. 둘째, 고등학교 입시 과정에서도 드러나듯 지금까지 영
재교육은 개인 차원의 이론적, 추상적 사고를 중시했다. 하지만 연구참여
자들의 경험을 통해 ‘현상을 창조’하는 관찰과 실험 등이 ‘함께 하는 공
부’를 촉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지금까지 과학영재교육 맥락
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쓸모’있는 결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며 자
신의 ‘문제 해결’ 역량을 발휘하는 활동에만 매달려 왔다. 장차 과학 분
야를 선도해야 할 과학영재 학생들에게는 외부로부터 주어진 문제를 해
결하기보다는 스스로 독창적인 문제를 생성하는 경험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과학영재교육은 ‘쓸모’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불확실성’
을 즐길 수 있는 교육적 환경 조성에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
주요어 : 고등학교 입시, 과학영재, 영재성, 영재교육원, 교육생애사
학 번 : 2014-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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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2016년 7월 말, 한밤중에 나2)는 문자 메시지를 하나 받았다. 내가 조
교를 맡고 있던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화학분과에 다니는 중학교 3
학년 사사과정 학생의 어머니가 보낸 것이었다. “죄송하지만 앞으로 영
재원 수업을 포기”한다는 내용이었다. 학생이 1학기에 진행된 과학영재
학교 입시3)에 합격하지 못해 2학기에 있을 과학고등학교 입시 준비에
매진할 시간이 절실했을 것이다. 게다가 내신관리를 위해 학교 시험공부
도 해야 할 텐데 앞으로 다가올 영재교육원의 여름방학 집중탐구 활동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법도 했다. 다른 교육기관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창의
적인 문제발견과 해결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사사과정을 포기하지 말라
고 학생을 설득해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 또한 중학생 시절
과학고등학교 입시를 경험한 바 있고, 영재교육원 조교로 활동하면서도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느꼈던지라 ‘꼭
좋은 결과 거두길 바란다’라는 답장밖에 보낼 수 없었다.
사실 영재교육원 활동이 중학교 내신관리나 고등학교 입시에 별로 도
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는 최근에 대
두된 문제는 아니다. 다음은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인 2003년 5월 9일자
매일신문 기사(박윤석, 2003)의 일부이다.
1) 본 연구는 이종혁·홍훈기(2019)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연구 문제에서 출발
했다. 따라서 일부 내용과 사례는 이종혁·홍훈기(2019)와 중복될 수 있다.
2) 본 연구에서 ‘나’는 저자인 이종혁을 말한다.
3) 본 연구에서는 온전히 추첨을 통해 상급 학교에 강제 배정하는 방식을 제외
하고, 지필고사, 서류평가, 면접, 구술고사, 창의성 캠프 등 어떤 형식이든 평
가를 통해 신입생을 선별하는 절차를 ‘입시’로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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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영재교육이 흔들리고 있다.
기존의 과학고가 입시제도에 눌려 과학영재교육이란 본래의 취지를 살
리지 못하고 있고 전국 15개 대학에 설치된 과학영재교육원에서도 자
퇴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과학영재교육원이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 사고력 계발에 치중
하는 반면, 학부모들은 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도에서
포기하기 때문이다. (강조는 연구자의 것)

위의 기사가 작성된 2003년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나는 대학부설 과
학영재교육원에 다니며 과학고등학교 진학을 목표로 과학경시대회 공부
에 매진하고 있었다. 사실 나에게는 너무 오래전 일이라 영재교육원에서
무엇을 배웠고, 그때의 교육이 고등학교 입시와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 다만 확실한 것은, 당시에 영재교육원 수료생
에게 과학고등학교 입시 과정에서 가산점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서울지역의 두 과학고등학교는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2004년
부터 입학전형을 신설하여 영재교육원 수료생을 정원 외로 10%를 선발
하기도 했다(전영석, 2004). 2000년대 과학고등학교 입시에서 영재교육원
수료자를 우대하는 정책이 도입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로는 상급 영재교육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영재교육 프로그
램이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강호감·김명환·이상천·하종덕, 2002)이며,
둘째로는 수학·과학 분야에 재능이 있으나 중학교 내신성적이 좋지 않아
과학고등학교 입시의 벽을 넘지 못한 학생을 발굴하겠다는 목적(동효관·
전영석, 2004)이다.
결과적으로 나는 영재교육원 수료 경력과 경시대회 입상 실적을 인정
받아 특별전형으로 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이후에는 과학고
등학교를 조기졸업하고 화학과 대학원에 진학하기까지 소위 ‘과학영재’4)
라고 불리는 학생들이 따르는 전형적인 삶의 경로를 충실히 걸어왔다.
4) 본 연구에서 ‘과학영재’란 ‘특별한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라는 의미보다는 ‘과
학영재교육원 수료생’과 같이 과학 분야의 특별한 학습 욕구를 가지고 이를
계발하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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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화학과 대학원을 그만둔 나는 과학영재의 전형적인 경로에서 벗
어나 2012년부터 사범대학 대학원에서 공부하게 됐다.
오랫동안 영재교육 수혜자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2015년부터 서울
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의 조교로서 영재교육 ‘후배’들을 지도하게 되었
다. 영재교육원 조교로서의 삶은 그간 과학을 공부하며 마음속에 품어왔
던 생각, ‘과학의 아름다움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다’라는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적 실천을 해본 소중한 경험이다. 특
히 다섯 명 내외의 학생과 조교가 1년간 팀을 이루어 함께 머리를 맞대
고 과학탐구를 수행하는 사사과정 활동은 내 나름의 교육적 이상을 비교
적 자유롭게 시도해본 기회였다. 그 과정에서 얻은 뜻밖의 수확이 있다
면 영재교육 ‘후배’들과 주기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관심사와 고
민거리 등의 진솔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영재교육원 학생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려서 나도 관심을 두게 된 주제
중 하나가 바로 고등학교 입시와 관련된 이야기였다. “학원 숙제가 너무
많아 힘들다”,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너무 어렵다”, “어느 고등학교를
지원할 생각이냐”, “얼마 전 시험은 잘 봤냐” 등등. 가만히 듣고 있자면
가끔은 ‘저렇게 잠도 안 자고 살면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게
만드는 학생도 있었다. 나 때나 지금이나 고등학교 입시를 중요하게 생
각하는 영재교육원 학생들의 마음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렇지만 고등학교 입시에 있어 과거의 상황과 달라진 점도 많았다.
가장 먼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고등학교의 종류와 수가 증가했다.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영재학교의 개수만 해도 내가 고등학교 입
시를 준비하던 2003년 당시 1개에서 2020년 현재는 8개로 늘어난 것이
대표적이다. 그저 숫자의 변화만 생긴 것은 아니었다. 한때 영재학교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뉴스타파의 탐사보도(목격자들, 2017)에 따르면,
2010년 무렵 외국어고등학교의 자체 선발 시험이 폐지되면서 더 이상 외
국어고등학교가 입시명문 고등학교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자 영재학교
와 과학고등학교 입시 시장이 비약적으로 커지게 되었다. 즉 이과계열
학생들이 선호하는 고등학교 입시에서 과거보다 더 경쟁적인 사교육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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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가 자리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또한, 2000년대 과학고등학교 입시에서 영재교육원 수료생을 우대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영재교육원 입학을 위한 사교육이 늘어나자 2011학년
도 입시부터 영재학교나 과학고등학교 지원 시 영재교육원 수료자에게
주어졌던 가산점이나 정원 외 모집 등의 혜택이 모두 없어졌다(교육부,
2010). 나아가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 작성 시 지원자가 영재교육원에
다녔다는 사실을 적거나 수료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금지됐
다.
외부 수상 실적, 영재교육원(영재학급 포함), 부모 및 친인척의 성명 및
직장명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재 시 “0점” 또는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한 영재학교의 자기소개서 작성 유의사항; 강조는 연구자의 것)

이처럼 영재교육원 수료자에 대한 고등학교 입시 혜택이 사라지자 영
재교육원의 인기는 다시 시들해져 갔다. 다음은 2017년 12월 10일자 서
울경제의 기사(진동영, 2017) 일부이다.
영재교육원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 (중략)
한때 영재고와 과학고의 사전 코스로 알려졌던 영재교육원이 학부모
관심에서 멀어진 가장 큰 이유는 ‘입시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중략) 특목고 입시에서 가점을 받을 수 없고 자기소개서에
영재교육원 출신이라는 사실조차 적을 수 없어 효용성이 낮다는 얘기
다. 게다가 방과 후나 주말을 이용해 수업을 받아야 하다 보니 사교육
을 받는 일반 학생보다 성적 향상이 더디다며 영재교육원을 포기하는
학부모들도 있다. 정부가 수시와 학생부종합전형 등 내신 위주의 입시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여서 내신 관리에 집중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강조는 연구자의 것)

이상 간략하게 과학고등학교 입시 제도의 변천을 살펴보았을 때, 과거
와는 달리 요즘의 과학영재 학생들에게 있어 영재교육원 수료 여부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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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 고등학교 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학벌주의 풍토
가 만연한 우리나라에서 더 나은 학벌 획득을 위한다면 영재교육원보다
는 차라리 학원 등 다른 공간에서 입시 준비에 매진하는 것이 ‘우월전략’
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고등학교 입시 준비와 영재
교육원 활동을 병행하는 과학영재 학생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까? 혹시 그들의 사례를 통해 입시 이상으로 학생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영재교육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논의는 기존에 존재하는 두 가지
큰 연구 맥락, 즉 고등학교 입시에 관한 연구와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이
루어지는 교육에 관한 연구의 교차점에 놓여 있다. 이 두 주제에 해당하
는 연구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은 기존의 연구 맥락에 본 연구를
위치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고등학교 입시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자. 2019년 현재 우리나
라 전체 2,356개 고등학교 중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의 합은 801개로 전체 고등학교 개수의 34%가량에 이를 정도로
고등학교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교육부, 2019a) 중학생들이 진학하는
고등학교 종류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에 관한 양적 연구들(김성식·류
방란, 2008; 박소영·민병철, 2009; 심현애·김경연, 2014; 전은정·임현정·성
태제, 2015; 이유정, 2018)이 점차 증가했다. 다만 이러한 양적 연구는 일
반고등학교를 포함한 포괄적인 고등학교 진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특수목적고등학교와 같이 별도의 입시를 거치는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해
서는 사교육비(박소영·민병철, 2009; 서은경·김현철·황수진·이철원, 2018),
입학유형과 가정형편 및 자아개념(송영명·김장희, 2011), 중학교 시기 전
반에 걸친 진학 계획(이유건, 2019) 등의 요인을 분석한 연구를 찾을 수
있다.
양적 연구와 비교하여 고등학교 입시 맥락에서 이루어진 질적 연구는
많지 않았다. 진로발달의 맥락에서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를 전반
적으로 살펴본 연구(이기순·최경희·이현주, 2011)나 학업 서열 변화의 맥
락에서 외국어고등학교 출신 여학생에 관한 생애사 연구(안지영,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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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이 중학생일 당시 경험한 고등학교 입시 상황
을 대략 짐작할 수 있었지만, 고등학교 입시라는 문제에 한정해서는 그
기술의 깊이가 얕다는 한계가 있다. 다만, 특수목적 고등학교 준비 학생
의 학교생활에 관한 연구(고은애, 2010)는 비교적 학생들의 입시 상황을
상세히 기술한 측면이 있다. 고은애(2010)에 따르면 특수목적 고등학교
준비 학생은 우선 수업 참여 방식 측면에서 ‘학교 수업 전적으로 무시하
기’, ‘형식적으로 참여하기’, ‘소수의 학생이지만 열심히 참여하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또한, 학교생활 측면에서 ‘예외 인정 바라기’, ‘학교보
다 학원 중시하기’, ‘이중고 감당하기’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입시를 경험하는 학생의 시점보다는 학교 교사의 시점에서 기
술되고 해석된 연구이므로 입시에 직접 참여하는 당사자인 학생의 목소
리를 드러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과학영재교육원의 교육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자. 2000년 영
재교육진흥법 제정과 2002년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이 제정·공포되어 공
교육 차원의 영재교육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민철구·김왕
동·박기범·엄미정·박영도·우새미, 2010) 영재교육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중에서도 영재교육원을 수료한 학생들이 생각하는 영재교
육의 가치에 관한 연구물은 본 연구에서 다룰 논의와 상보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포괄적으로는 영재학급, 시도교육청 영재교육원,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등의 영재교육기관 종류에 따른 영재교육 수혜자의 인식 차
이를 살펴본 연구(박경진, 2017)가 대표적이며, 보다 세부적으로는 우리
나라 영재교육이 주축을 이루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교
육에 관한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재교육원 수료생들이 인
식하는 영재교육의 의미에 관한 연구(양태연·한기순·박인호, 2007)와 영
재교육원의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과학 관련 진로 선택이 어떤 영
향을 받았는지를 살펴본 연구(하상우·김선자·박종욱, 2008)에서는 학생들
이 영재교육원에서의 교육 경험을 통해 과학 관련 진로를 선택하게끔 긍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공통적으로 보고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은 수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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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영재교육 관련 연구 중에서 실제 교육에 참여하는 과학영재 학생들이
놓여 있는 고등학교 입시 상황에 대한 치밀한 기술이 부족하다는 점이었
다. 앞서 소개하였듯이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중학교 2, 3학년 학생
들이 영재교육원 활동을 병행하는 것은 여러모로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러한 학생들의 어려움은 과학 관련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진학한 과학영재
교육원 수료생 학부모를 조사한 연구(신희선, 2009)에서 한 연구참여자
의 응답을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은 아이들이 중3이 되니 특목고 준비하고, 학원 다
니고 하느라 굉장히 바빴어요. 그래서 시간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서 자
주 못 모였었어요. 자주 못 모여서 그것을 마무리 못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사사과정을 한다고 하면 아이들 모이는 시기를
여름캠프나 그때라도.... 하긴 그 때도 9월쯤 올림피아드가 있어서 시험
준비하느라 바쁠 때라 그러니까 그래도 그나마 방학 때 아이들이 시간
이 좀 날 때 그 때 같이 실험하고 했으면 참 좋았는데 그게 잘 안되었
어요.
(신희선, 2009: 47; 강조는 연구자의 것)

교수보다 학습이 교육의 더 원초적인 에너지임을 받아들인다면(조용
환, 2009) 더 나은 과학영재교육을 위해 우리는 영재교육을 받는 학습자
의 상황과 맥락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을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학생들의 고등학교
입시 경험으로부터 고등학교 입시 상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고등학
교 입시와 과학영재교육원의 교육이 교차하는 장면을 재구성함으로써 이
를 바탕으로 더 나은 과학영재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찾는 데 목적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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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이상의 연구 목적을 바탕으로 본 연구가 초점을 맞춘 연구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학생들의 고등학교 입시 참여 과정은
어떠한가? 이는 고등학교 입시 시기의 경험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역사,
즉 어렸을 때의 성장 과정, 학교에서의 생활, 입시를 준비하게 된 이유
등 개인의 중요한 생애 사건을 탐색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재
교육을 받게 된 계기나, 지원할 고등학교를 결정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입시 준비 기간의 생활 등의 이야기를 구성할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 입
시 시기에 이루어진 과학영재교육원 활동을 함께 기술함으로써 영재교육
계가 재고할 장면을 포착하고자 한다.
둘째,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학생들의 고등학교 입시는 어떤 구조
를 이루고 있는가? 이는 과학영재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시 과정에 참여
하게끔 만드는 다층적인 상황과 이러한 상황을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관
계를 분석하는 작업이다. 연구참여자 각각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이야기
이지만, 동시에 문화적 존재로서 모두가 공유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
러한 다층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소상황-(매개상황)-대상황“
분석(조용환, 2009)을 수행함으로써 연구참여자들의 개인적 특수성과 동
시에 집단적 보편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또한, 고등학교 입시 과정에서
과학영재교육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고등학교
입시와 과학영재교육원의 교육이 교차하는 지점을 드러내고자 한다.
셋째, 고등학교 입시를 경험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학생들의 사
례는 과학영재교육에 어떠한 의미를 제공할 수 있는가? 이는 고등학교
입시와 과학영재교육원의 교육이 교차하는 지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참여자들이 같은 시기에 경험한 고등학교 입시와 과학영재교육원 활
동을 교육의 본질의 측면에서 대비해봄으로써 더 나은 과학영재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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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1) 교육생애사 연구
한 개인의 삶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생애 경험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사회문화적 및 역사적 맥락에 대한 탐구가 필수적이다
(이동성, 2013a). 양적 접근과는 달리, ‘연구의 맥락’과 ‘현상(현장)의 맥
락’을 최대한 일치시키려는 질적 접근의 패러다임을 따른다면(조용환,
1999), 연구참여자의 개인적 맥락을 충실히 기술함과 동시에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변화를 함께 보여주는 생애사(life history) 연구는 방법론적으
로 유용한 질적 연구에 해당한다. 특히 생애사는 삶의 여러 형식(forms
of life) 가운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에 따라서 달리 구성될 수 있는
데, 가령 우리가 ‘교육’이라고 부르는 삶의 형식에 초점을 맞춘다면 ‘교육
생애사(educational life history)’를 구성해볼 수 있다(조용환, 1999).
국내외 생애사 연구 문헌들을 메타분석한 이동성(2013b)에 따르면, 생
애사 연구는 크게 네 가지 방법론적 특징을 나타낸다. 첫째, 참여자가 살
아온 삶의 이야기보다는 이야기의 배경을 이루는 시간적 맥락에 주목하
며, 참여자의 이야기는 물리적·제도적 환경뿐만 아니라 개인 간 환경과
사회문화적 환경의 맥락을 반영한다. 둘째, 참여자의 주관적 이야기를 연
구자가 재해석하여 다시 이야기하는 서사구조에 기초하므로 내러티브적
인 구성을 보인다. 셋째, 연구자와 참여자가 공동 배려와 우정의 측면에
서 친밀함과 동시에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헌신하려는 책임감을 가진다는
관계성에 기초한다. 넷째, 생애사 연구는 침묵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세
상에 알리고, 인간 정신의 진정한 성찰을 이끌어내는 인간화의 특성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과학영재교육원에 다니는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입시를 어떻
게 경험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연구다. 우리나라의 교육체제 안에서 영재
교육 대상자의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 2019년 현재 기준으로 전국 초·
중등교육 과정에서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 수는 총 99,998명인데 이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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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초·중등교육 과정의 학생 수와 비교하면 1.8% 정도의 비율이다(한국
교육개발원, 2019). 초·중등교육 과정에서 시각장애, 지적장애 등을 가지
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비율(1.6%; 교육부, 2019b)이 이와 비슷한 수
준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영재교육 대상자들은 현재의 학교 교육 상황
에서 소수자 집단에 해당한다. 이들의 목소리는 영재교육이라는 맥락으
로 주의 깊게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다수의 목소리에 묻히기 쉽다.
또한, 연구에서 설정한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연구참여자 개인의 이
야기를 우리나라의 학교 체제, 입시 제도, 영재교육의 역사 등의 맥락과
함께 연결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짧은 기간
동안 압축 성장을 한 국가이며, 이에 따라 교육제도와 학교 체제도 빠르
게 변화해왔다.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고등학교 교육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광복 직후부터 1970년대까지만 해도 고등학교 입시는 근래
의 대학 입시 이상으로 중요한 사회 문제였다(김용·백선희, 2016). 1974
년부터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실시·확대되어
고등학교 교육이 매우 빠른 속도로 보편화되면서 고등학교 입시에 대한
사회적 주목은 자연스레 줄었지만, 이후 평준화 정책의 보완책으로 특수
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자율형 고등학교 등 학생 선발권을 가진 학교들
이 생겨나면서 학생, 학부모, 교육연구자들의 관심을 다시 받게 되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기존의 학교와는 달리 영재교육진흥법에
근거한 영재학교가 등장하면서 그간 주로 중등교육 맥락에서 다뤄져 온
고등학교 입시 문제를 영재교육의 맥락과도 연결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학교 체제는 시대에 따라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
의 조화를 이루고자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성을 보인다. 교육적 맥락에
서 소수자에 해당하는 과학영재 학생들의 경험이 이러한 역사적, 사회문
화적 상황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면 생애사적 접
근은 유용한 연구방법론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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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2015, 2016년에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화학분과에서 내가 지도했던 학생 5명이다. 연구참여자 모집에 앞서
2016년 8월부터 연구를 계획하였고,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에 연구계
획 심의를 의뢰하여 2016년 11월 최종 승인을 받았다(부록 1-4 참고).
이후 내가 사사과정 지도를 담당했던 학생 6명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
연구참여자의 권리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연구 참여 여부를 물었다.
이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5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했다. 모든 연구참여
자에게는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동의도 함께 받았다. 연구참여자 5
명의 기초적인 정보는 <표 I-1>에 제시했다.
<표 I-1> 연구참여자의 기초 정보
입시 당시
최종
연구참여자5) 성별 고등학교
거주지역
진학 고등학교
일반계 사립
김리온
여
양천구 목동
여자고등학교
자율형
박재혁
남
노원구 상계동 전국단위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최인규
남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국단위
사립고등학교
안성민

남

서초구 방배동

과학영재학교

안영우

남

마포구 도화동

과학영재학교

연구참여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의 신입
생 선발되었고 교육받았는지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서울
5) 본 연구에 등장하는 인명은 모두 가명이며, 특히 연구참여자의 가명은 참여
자 본인이 직접 작명했다.

- 11 -

지역 중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정보과학 등 총 6개 분과의 지원자를 모집한다. 이후, 지원자
가 제출한 자기소개서, 우수성 증빙 산출물, 교사 추천서 등의 서류를 1
차로 평가하여 정원의 1.5배수를 선정하고, 2차 전형에서 심층면접을 통
해 각 분과당 20명씩 신입생을 최종 선정하였다.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최종 합격한 학생들이 이듬해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연간 100시간 이상의 분과별 심화과정 교육에 참여했다. 화학
분과 심화과정은 주로 이론 강의를 진행한 뒤 앞서 배운 내용과 연관되
는 실험을 수행하는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총 5개의 모둠
으로 나누어 1년간 각자 주제를 선정하여 과학 탐구 활동을 수행했다.
연구참여자들은 2015년 심화과정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였지만, 과학 탐
구 활동에서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공통점이 있다6).
1년간의 심화과정 교육이 종료되면 재원생 중 사사과정 진급 희망자를
대상으로 수업 참여도와 탐구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사사과정
진급자를 선정했다. 사사과정 진급자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지도
교수와 조교의 지도하에 1년간 80시간 이상을 자유 주제로 과학탐구 활
동을 수행했는데, 이 중 우수한 연구를 수행한 팀은 서울대학교 과학영
재교육원 대표로 27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이 참가하는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사사과정 연구성과 발표대회’에서 참가하여 본인들의 연
구성과를 발표할 기회를 얻는다. 화학분과 사사과정에 소속되어 있던 연
구참여자들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16년 한 해 동안 적극적으로 영재교육
원 활동에 참여했고, ‘액체의 유전 상수에 따른 스마트폰 터치 반응’이라
는 연구성과로 이 대회에서 화학분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1위)을 수상
하였다.
나는 연구참여자들을 2015년에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화학분과
심화과정에서 처음 만났다. 당시에는 과학영재교육원 수업과 실험을 보
조하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과 소통했고, 다음 해인 2016년에는 연구
6) 당시 연구참여자들을 비롯한 서울대영재원 심화과정 화학분과 학생들이 겪
은 자유 탐구의 어려움은 박기수·이종혁·홍훈기(2017)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
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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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이 속한 연구팀을 전담하여 탐구를 지도했으므로 햇수로 2년 동
안 연구참여자들과 영재교육원에서 함께 활동한 것이다. 특히 연구참여
자들과 밀착하여 탐구를 지도했던 2016년에는 그들과 다양한 방면의 대
화를 깊게 나눌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친밀감과 신뢰감을 쌓을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많은 연구는 연구 문제를 먼저 설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
는데 적합한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여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경우에는 나와 연구참여자의 만남이 먼저 있었고, 그들과 교육적 맥락에
서 일정 부분 삶을 공유하며 생겨난 개인적 호기심에서 연구가 시작되었
다. 어떻게 보면 연구참여자들의 특별함에 주목하여 그에 맞는 연구 문
제를 설정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나의 관점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어떤 모습이 특별해 보였는가?
첫째, 연구참여자들이 목표로 한 고등학교가 비교적 다양했다. 이과계
열 최상위권 학생들이 선호하는 고등학교는 일반적으로 영재학교, 과학
고등학교, 전국단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다. 5명의 연구참여자 모두 다
른 학교에 비해 학생을 먼저 선발하는 영재학교 입시에 참여했지만, 안
성민, 안영우만 합격하였다. 영재학교에 합격하지 못한 3명의 연구참여자
중 김리온은 과학고등학교에, 박재혁과 최인규는 전국단위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에 각각 지원했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고등학교에 지원한 연구
참여자들의 사례를 통해 본 연구는 고등학교 입시 양상의 다양성을 보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영재교육원의 다른 학생들보다 성실하고 적극적
으로 활동했다. 뒤에서 더 자세히 소개하겠지만,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중
학교 2학년 심화과정 교육을 받을 당시 자유탐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
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듬해 탐구 중심으로 운영되
는 사사과정에 지원했고,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입시가 진행되는 중학교
3학년 시기에도 열심히 활동하여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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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구성 및 분석
연구 자료 구성의 핵심은 연구참여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일상적 경험
세계를 개인적 맥락에서 구술하는 생활담(life story)으로부터 출발했다.
면담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집단면담 1회, 개
인면담은 연구참여자별로 2회씩 진행했다. 집단면담은 약 1시간 동안 영
재교육원 활동이 끝난 후 강의실에서 이루어졌으며, 개인면담은 회당 평
균 2시간씩 연구참여자가 편하게 올 수 있는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모든
면담은 비구조화된 면담, 즉 대화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2년간 연구자와
영재교육원에서 함께 활동한 덕분에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솔
직하게 말해주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심리치료”를 받는 것 같다고 말을
할 정도로 면담 분위기를 편안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모든 면담은 연구참여자들의 양해를 받고 녹음기로 녹음했으며, 가능
한 한 빨리 연구자가 직접 전사를 수행했다. 전사 중에는 연구참여자 발
언 중 핵심 키워드, 연구참여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약어나 은어의 뜻, 연
구자의 감상 등을 별도의 칸에 수시로 기록하였으며, 연구자의 기록을
포함한 모든 전사 자료를 연구참여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오류 사항
을 점검하고 연구에 활용할 내용과 활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내용을 분리
하는 피드백 과정을 거쳤다.
이외에도 연구참여자들이 영재교육원 교육과정 중 제출한 학생 인적
정보, 자기소개서, 탐구계획서 등을 참고하였으며, 영재교육원 교육 및
연구 과정에서 작성한 연구자의 기록물 등을 함께 활용하여 보다 총체적
인 자료를 구성하고자 했다. 2018년 1월에는 연구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학원가의 분위기를 느껴보기 위해 연구참여자 안영우의 도움을 받아 대
치동 학원가를 탐방하기도 했으며, 그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 자료 또한
연구에 활용했다.
위의 과정을 거쳐 구성된 자료는 Wolcott(1994; 조용환, 1999에서 재인
용)가 제시한 ‘기술’, ‘분석’, ‘해석’의 구분을 염두에 두고 분석하였다. 이
때 ‘기술’은 “연구자가 본 것을 보게(see)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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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구자가 안 것을 독자가 알게(know) 하는 일”이며, ‘해석’은 “연구
자가 이해한 방식으로 독자가 이해하게(understand) 하는 일”에 해당한
다.
이러한 접근을 바탕으로 나는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 다니는 연구
참여자들이 고등학교 입시를 치르기까지의 전반적인 생애를 Ⅲ장에 ‘기
술’하였다. 이때 Wolcott가 질적 기술 측면에서 강조하였듯 연구 목적에
부합하고 읽기 좋은 “이야기가 되도록 틀을 짜맞추는” 작업을 함으로써
연구참여자들의 고등학교 입시 과정을 독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Ⅳ장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이야기한 고등학교 입시
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이때 체계적인 구조 분석을 위해 “소상황-(매개
상황)-대상황”(조용환, 1999) 분석틀을 활용하였다. 여기서 ‘소상황’이란
“개인들의 행위와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구체적, 특수적, 가시적, 일상적,
체험적 상황”에 해당하며, ‘대상황’은 “그 이면에 작용하고 있는 추상적,
보편적, 비가시적, 비일상적, 이론적 상황”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
상황과 대상황을 연결하는 상황이 바로 ‘매개상황’에 해당하며 “각종 언
론, 담론, 사회운동, 사회화, 교육 등이 두루 포함”된다. 이때 고등학교
입시 상황과 영재교육의 맥락을 연결하여 고찰하기 위해 과학영재교육원
의 역할을 다른 매개상황과는 별도로 분리하여 더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Ⅴ장에서는 앞선 장의 분석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연구자가
새롭게 발견한 내용은 무엇인지 논의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즉 현상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을 확인하고 그들 간의 관계를 추론과 검증의 과정을
통해 확인하는 ‘분석’ 결과에 근거하되, 현상의 의미를 보다 거시적인 맥
락에서 이해하는 ‘해석’ 작업을 수행했다(조용환, 1999).

4) 연구의 범위와 한계
본 연구는 고등학교 입시를 경험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학생 5명
의 생애사로부터 고등학교 입시 상황과 과학영재교육원의 교육이 교차하
는 장면을 재구성함으로써 더 나은 과학영재교육을 위해 재고할 점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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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지점에서 몇 가
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의 삶 전반에 걸친 생애사를 깊이 있게 다루지 못
하였다. 비록 각 연구참여자의 유년기부터 고등학교 입시를 마칠 때까지
의 생활담을 기술하기는 했으나,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연구참여자들
이 영재학교 입시에 참여한 시점이자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 다닌
시기인 중학교 2, 3학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역사적인 맥락에
서의 분석에는 제한점이 있음을 밝힌다.
둘째,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이 모두 서울지역 학생들이므로 지역에
기반한 사회문화적 특성을 살펴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서울의 모든
지역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
적으로 부유하고 교육열이 높은 특성이 있다. 특히 강남구 대치동, 양천
구 목동, 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는 서울의 유달리 높은 교육열을 반
영하는 대표적인 학원가에 해당한다. 5명의 연구참여자는 모두 이 세 곳
의 대형 학원가에 있는 학원에 다닌 경험이 있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이 ‘과학영재’로 소개되긴 하지만 모두 화학 분야에
두각을 나타낸 학생들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과학 분야의 영재
학생에게까지 확장하는 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화학은 물질의
특성과 변화를 다루는 학문이므로 영재교육의 맥락에서는 다른 과학 분
야와 비교하여 실험 활동의 비중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화학 분야에 지
원한 연구참여자들 또한 실험 활동에 높은 가치를 두었다.
넷째, 본 연구에서 다루는 고등학교는 연구참여자들이 입시에 참여한
고등학교에만 한정되며, 세부적으로는 전국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영재
학교, 서울지역의 과학고, 그리고 서울 소재 전국단위 자사고만 해당한
다. 외고나 국제고와 같은 인문계열 특목고, 지역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자사고의 경우에는 과학영재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아니므로 본 연
구에서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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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본 연구는 고등학교 입시를 경험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학생들의
생애사를 통해 입시 상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고등학교 입시와 과학
영재교육원의 교육이 교차하는 장면을 재구성하여 이에 기초한 과학영재
교육적 시사점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우선 기존 연
구들이 따라온 두 개의 큰 연구 줄기, 즉 고등학교 체제 및 입시 전형의
흐름에 관한 연구와 영재교육의 역사 및 우리나라 영재교육 체제에 관한
연구를 먼저 다루고자 한다. 이어서 영미권과 우리나라 영재 학생들의
삶에 관한 질적연구 논문을 통해 학생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학계에 보고
되는지를 개관함으로써 본 연구의 차별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1. 고등학교 체제 변천과 진학 결정요인
1) 고등학교 체제와 입학전형의 변천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변천과 실태를 연구한 백선희(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체제는 크게 (1) 대중화 이전의 중등교육 체제 정비
기(1945-1973), (2) 고교평준화에 따른 대중화 시기(1974-1994), (3) 고교
체제의 다양화기(1995-현재)와 같이 3개의 시기로 구분해볼 수 있다.
제1기에 해당하는 ‘정비기’에는 해방 이후 ‘초급중학교’, ‘4년제 중학교’,
‘6년제 중학교’ 등의 일관되지 않은 학제를 1951년에 들어와 개정된 교육
법과 그에 따른 조치령 공포를 통해 현행과 같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체제로 정비한 6-3-3-4 형태의 학제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었다. 중
등교육체제가 정비되고, 1960년대 들어 베이비 붐 세대(1955-1964년생)
가 잠재적 취학 인구로 등장하였으나 초등학교 팽창에 비해 중학교 교육
- 17 -

기회가 그에 따르지 못하면서 중학교 단계에서 과열된 입시 경쟁이 초래
되었다. 치열한 중학교 입시 경쟁은 이른바 ‘무즙 파동’7) 등의 사건으로
표출되었고, 이후 문교부는 1968년 교육법을 개정하여 중학교 무시험 입
학전형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당시 중학교 단계의 교육평등화 정책 기
조는 곧이어 고등학교 단계에도 도입되며 1974년 서울, 부산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가 점차 확산되었다.
고교평준화 제도 이전에는 고등학교별로 자체 입학전형을 통해 신입생
을 선발했다. 당시의 고등학교는 전국에서 지원할 수 있었는데 입학정원
이 부족하여 경쟁률이 매우 치열했다. 전형 요소는 필기고사와 체능이
주를 이루었고, 동일 계열 혹은 재단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동계입학’의 경우에는 무시험 전형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치열한 고등학
교 입학 경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에서는 사교육이 성
행하기도 했다.
제2기에 해당하는 ‘대중화 시기’, 고교평준화 제도는 다음 네 가지 변
화를 불러왔다. 첫째, 고등학교 교육이 매우 빠른 속도로 보편화 되었다.
둘째, 고등학교 교육이 상급학교 진학 준비 단계로서 그 위상과 기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셋째,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변화를 통해 고등학
교 체제 분화가 본격화되었는데, 1973년 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1974
년부터 고등학교의 ‘선발시기의 구분’이 생기면서 ‘전기’(실업계고, 예체
능고, 특목고 등)와 ‘후기’(일반계고) 고등학교로 분화된 것이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체제가 상급학교 진학 기능으로 집중되면서 1980
년대 들어 ‘수월성과 평등성’ 논쟁이 부상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
부는 1980년 ‘종합영재 교육방안’을 수립하며 ‘과학영재, 외국어 교육강
화, 외고설립 추진, 예체능 및 체육특기자 진흥’을 추진할 것이라 발표하
7) 1964년 12월에 시행된 서울시의 전기 중학교 입시 자연 과목 18번 문제는
엿을 만드는 과정에서 “엿기름 대신 넣어도 좋은 것은 무엇인가?”였다. 서울
시 공동출제위원회는 보기 1번인 ‘디아스타제(diastase)’를 정답으로 발표했
으나, 초등학교 교과서에 ‘침과 무즙에도 디아스타제가 들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므로 보기 2번인 ‘무즙’도 정답 처리를 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일부 학부모들이 실제로 무즙으로 엿을 만들어 ‘이 엿을 먹어보라’는 구호와
함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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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후 1983년 최초의 과학고등학교인 경기과학고를 설립했고, 1986
년에는 “과학영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 학교”를 특목고의 범주에 포함
시켰다.
이 시기의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살펴보면, 고교평준화 정책이 점차 자
리를 잡게 되면서 평준화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는 연합고사를 통해 학
군별로 신입생을 배정하게 되었다. 연합고사는 고등학교 교육 이수에 필
요한 최소 학력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자 중학교 전과목에서 시험문제
를 출제했고, 이외에도 체력검사와 내신을 전형 요소로 활용했다. 고교평
준화에 따른 연합고사 위주의 학생선발은 고등학교 교육 기회의 보편화
와 약간의 사교육비를 감소시키는 등의 효과를 불러왔으나 고등학교 교
육의 획일화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제3기에 해당하는 ‘다양화기’는 1995년 5･31 교육개혁이 분기점 역할을
했다. 5･31 교육개혁 조치는 고등학교 체제의 다양화를 불러왔는데, 그
양상은 전기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립형 사립고,
자율형 고등학교 등의 새로운 고등학교 유형이 등장하거나 분화되는 모
양새로 전개되었다.
고등학교 유형이 복잡해지기 시작한 5･31 교육개혁 이후 서울을 비롯
한 일부 지역부터 연합고사가 점차 폐지되었다. 전기에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특목고는 내신성적, 지필고사, 경시대회 수상실적, 공인인증시험
성적 등을 전형 요소로 활용하여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점했고, 2000
년대 초반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자립형 사립고 또한 전기에 학생을 선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고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거나 배정받기
어렵게 됐다. 또한, 특목고와 자사고의 입학전형이 학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기보다는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을 선발
하는데 초점을 뒀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2010년에 접어들면서 정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복잡하
고 법적근거가 미약했던 고등학교 유형을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
율고 등 4개의 유형으로 단순화했고, 특목고를 국가 인재 양성이라는 설
립 목적이 뚜렷한 과학고, 외고·국제고, 예술고·체육고, 산업수요맞춤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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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터고)의 4개 계열로 구분하는 등 <표 II-1>과 같이 고등학교 체
제를 정비했다(교육부, 2010).
<표 II-1> 현행 고등학교 유형 비교표
구분
운영 목적
일반고
중학교 교육 기초 위에 중등교육 실시
*

과학고
특목고

외국어고·국제고
예술고·체육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자율고
*

특성(직업)
체험(대안)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과학인재양성
-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양성(외국어고)
- 국제전문 인재양성(국제고)
- 예술인 양성(예술고)
- 체육인 양성(체육고)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위한 맞춤형 교육
과정운영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 인재양성
자연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 교육
학교별 다양한 교육 실시, 사립학교의
자율성 확보
교육과정, 학사운영의 자율성 제고 및
전인교육 구현

교육부(2010)의 자료를 재정리한 것임.

위와 같은 고등학교 체제 정비와 함께 사교육을 유발하는 고등학교 입
학전형 요소를 배제하고자 2011학년도 입시부터 ‘자기주도학습전형’을 도
입하고 점차 이를 확산시켰으며, 현재의 전기 고등학교의 변화된 입학전
형 방법은 <표 II-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유재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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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2> 전기 고등학교 입학전형 유형
학교유형
전형 방법
전형 세부 내용
내신(영어), 출결(감점)
외고, 자기주도학습전형 (1단계)
(2단계)
면접(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
국제고
추천서 등에 기초)
(1단계) 내신(과학, 수학), 방문면담
(자기소개서, 추천서 내용)
과학고 자기주도학습전형 (2단계) 면접(
꿈과 끼, 인성, 잠재력 등
평가)
성적 제한 없이 1.5배수 추첨
자사고 및
서울 방식 (1단계)
꿈과 끼, 인성 영역(자기
일반고 자기주도학습전형 (2단계) 면접(
소개서 등))
내신+출결로 1.5-2배수 선발
자사고 및 서울 이외 방식 (1단계)
꿈과 끼, 인성 영역(자기
일반고 자기주도학습전형 (2단계) 면접(
소개서, 추천서 등))
출결, 봉사활동, 창의적체험
마이스터고
일반전형 내신(교과,
활동 등), 면접
*

특성화고

*

일반전형

내신 100% 또는 내신과 면접

유재환(2015: 16-17)의 <표 6>을 재정리한 것임.

학교 종류별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살펴보면, 외고, 국제고, 전국단위 자
사고의 경우에는 경시대회 등 교외 활동을 평가에서 제외하고 중학교 내
신성적과 출결점수로 1차 선발을 한 뒤, 추천서, 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
등의 자료를 토대로 면접을 진행하여 학생을 최종 선발하는 방식에 기초
한다. 하지만 수학·과학 분야에 특화된 영재를 선발하는 과학고의 경우
에는 1단계에서 내신성적과 함께 자기소개서, 추천서 내용을 바탕으로
방문면담을 실시하고, 2단계에서는 면접고사를 통해 수학·과학 분야의
잠재성 및 인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한다는 차이가 있다.
한편, 과학영재 조기 발굴 및 육성을 통한 국가 및 지역인재 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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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2002년 부산과학고가 최초의 과학영재학교로 전환되며 한국과
학영재학교8)라는 이름으로 2003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하기 시작했다. 이
후 서울과학고(2009년), 경기과학고(2010년), 대구과학고(2011년), 광주과
학고와 대전과학고(2014년)가 영재학교로 전환되었으며, 세종과학예술영
재학교(2015년),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2016년)가 신설되면서 2020년 현
재 전국에 총 8개의 영재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영재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이 적용되는 <표 II-2>의 고등학교와는 달리 영재교육진
흥법이 우선 적용되며, 학사운영, 학교생활기록, 교원의 자격, 교육과정,
교과용 도서 사용,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입학전형의 지원 등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규정에 대한 특례가 광범위하게 인정된다(한갑수, 2015).
이에 따라 영재학교는 전기 고등학교보다 빠른 시기에 전국단위로 학생
을 모집하며, 일반적으로 다음 3단계 전형방식을 따른다. 1단계에서는 자
기소개서, 교사추천서, 생활기록부 등의 서류를 평가하고, 2단계에서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학·과학 교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필고사 형식의 영
재성 검사를 진행하며, 최종 3단계에서는 영재성 캠프를 통해 창의성, 과
학적 탐구력, 인성 및 리더십을 평가한다.
상기한 일련의 고등학교 체제의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2019년 현재 우
리나라 전체 2,356개 고등학교 중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고등학교, 특
성화고등학교의 합은 801개로 전체 고등학교 개수의 34%가량에 이를 정
도로 고등학교의 종류가 다양해졌다(교육부, 2019a). 하지만 자사고·외
고·국제고는 당초 설립 취지와 맞지 않게 입시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하
여 고등학교 체제의 서열화를 유발하고, 사교육이 과열된다는 비판이 이
어지자 정부는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
고,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49개의 일반고의 모집 특례를 폐지하며,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고교서
열화 해소 방안’과 함께 [그림 II-1]과 같이 고등학교 유형을 단순화하는
안을 발표했다(교육부, 2019b).
8) 한국과학영재학교는 2009년에 KAIST 부설화되며 ‘KAIST 부설 한국과학영
재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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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이후
일반고
사립고
자율고 자율형
자율형 공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특수목적고
과학고
예술고·체육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영재학교
*

2025년 3월 이후
일반고
è

교육부(2019c)의 자료를 재정리한 것임.

과학고
특수목적고 예술고·체육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영재학교

[그림 II-1] 2025년 3월 이후 고등학교 유형 단순화(안)

*

2) 고등학교 진학에 영향을 주는 요인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교육은 1974년 고교평준화 정
책 이후 대중화되었고, 1995년 5·31 교육개혁 조치를 기점으로 고등학교
의 종류가 다양화되었다. 고등학교 교육의 대중화와 학교의 다양화는 각
종류의 고등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수행으로 이어
졌다. 특히 2000년대 이후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행된 패널 조사
자료가 축적되면서 다양한 변인을 설정한 종단 연구가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된 연구를 이끌었는데, 이중 대표적인 연구물을 정리해봄으로써 본
연구의 연구 문제와 관련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김성식·류방란(2008)은 2004년 당시 174개교 9,133명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고등학교 진학 과정에서 가정 배경, 학생 개인의 노력, 그리고
학교 경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고등학교 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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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 특목고(과고, 외고, 자사고), 전문고의 세 범주로 구분하였는데,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많이 진학하는 과학고, 외고와 함께 당시 6
개의 자립형 사립고까지 모두 ‘특목고’로 한데 묶어 분석한 것이 특징이
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특목고 진학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Socioeconomic status; 이하 SES)이 높을수록 유리했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통제하여도 여전히 유의한 차이를 만들
어냈다고 보고했다. 즉 성취 수준이 진학 과정에 보이는 영향력의 상당
부분은 가정 배경 요인에 기인한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학교의 평균적인
사회경제적 배경은 학생들의 고등학교 진학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
는데, 이는 가정 배경이 좋은 학생들이 모인 학교의 영향력이 특목고 진
학이나 일반고 진학 과정에서 개인 수준의 가정 배경이 미칠 수 있는 영
향력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며, 주로 학생 개인 수준의 가정 배경과 노력,
성취 등에 의해서 진학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컸다고 해석했다. 또한, 학
생의 방과 후 공부 시간이 많을수록 특목고 진학 가능성이 컸지만, 전문
고 진학에는 공부 시간에 따른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공부
시간과 가정 배경 변인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의 SES와 교육 지
원 변인은 공부 시간 변인을 추가로 투입할 경우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
며, 학생의 성취 수준을 통제하더라도 방과 후 공부 시간은 특목고 진학
가능성에 여전히 유의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보고했다. 이는 특목고 진학
에 대한 가정 배경의 영향력은 상당 부분 학생의 노력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다. 요컨대, 과학고, 외고, 자사고와 같이 “선별된 학교”에 진학한
것은 학생 노력이나 학교 경험의 효과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가정 배경
또한 독자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박소영·민병철(2009)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05년부터 수집한 한국교
육종단연구 1-4차연도 자료를 분석하여 특목고 진학을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1차연도 당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4차연도에 이르러 고등
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고등학교 진학 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학생 중
에서 특목고(과학고, 외고)에 진학한 학생들과 이에 대비되는 일반고 진
학 학생들을 구분하여 146개 중학교의 2,481명 학생의 자료에 기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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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분석 결과, 부모의 학력이 높으면 특목고 입학 가능성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교 기간에 사교육비가 많을수록 특목고 진학
확률이 높았는데, 특이한 점은 가구소득이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특목고 진학에 있어
단순히 경제력의 영향보다는 부모가 자녀의 특목고 진학에 관심을 두고
사교육을 지원하는 등의 교육적 개입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보았
다. 그리고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이 높으면 특목고 진학 결정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쳤으나, 학교에서 학생의 ‘진정한 학습’9)이 이루어지도록 노
력하는 교수-학습 활동이 오히려 특목고 진학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고했다. 이는 특목고 진학이 학교 교육보다는 사교육을 통해 결
정됨을 암시하므로 학교 교육의 진정성이 상급 학교 진학에 영향력을 발
휘할 수 있는 선발체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유건(2019)은 앞선 선행연구(박소영·민병철, 2009)와 같은 자료인 한
국교육종단연구 1-4차연도 자료를 활용하여 2005년 당시 중학교 1학년
인 학생 6,672명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특목고(과학고, 외고) 진학
진로와 관련된 교육 경험과 학업성취를 분석했다. 이 연구는 특목고 진
학계획 시기와 준비 기간에 따라 진로 과정에서의 기회 구조가 다르게
형성될 수 있으므로 진학계획 시기를 조기(중1), 중·후기(중2-3)에 따라
독립적인 진학 진로 경로를 분석한 특징이 있다. 분석 결과,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교육 수준은 자녀의 특목고 진학에 중요한 역할을 하
는데, 그 영향은 특목고 진학 단계뿐만 아니라 특목고 진학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나타남을 확인했다. 즉 고학력 가정의 학생은 일찍
부터 특목고 진학을 계획하고 준비할 가능성이 컸는데, 이는 고학력 부
모들이 그들의 정보력과 입시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들이 일찍부터 입시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원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다
른 변인을 통제했을 때 가구소득은 중1 시기에 특목고 진학계획을 수립
하는 단계에만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특목고 진학에 대한 경제적 진입
9) ‘진정한 학습’(authentic learning)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지식과 기술을 활용
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유사한 가치 있는 문
제를 해결하는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Wiggins,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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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이 진학 단계가 아닌 조기에 진학 준비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작용하
기 때문에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은 장기간 특목고 진학을 준비하는데 큰
부담이 됨을 예상해볼 수 있다. 이 결과를 부모의 교육 수준의 영향과
연결해보면, 고등학교 진학이 임박한 시기에 특목고 입시 준비를 시작한
경우에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보다는 정보력이나 진로 상담 활동이 더 중
요하게 작용한다고 해석했다. 마지막으로 특별시 중학생이 특목고 진학
진로 과정에 비교적 용이하게 접근하고 있음을 확인했는데, 이는 특목고
를 준비하는 사교육 시장과 진학 정보가 수도권 지역에 유리하게 조성되
어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이유정(2018)의 종단적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바탕
으로 2010년 당시 중학교 1학년인 학생 1,390명이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의 4차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고, 자율고(자사고, 자공고), 특목고(과
학고, 외고) 입학에 입학생의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 특성 변인이 미
친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성별, 학습 습관, 외재적 가치관 등
의 학생 개인 특성은 자율고, 특목고 입학 가능성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즉 자율고, 특목고 입학 과정에서 개인 특성보다는 개
인 외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는 의미인데, 일반고 대비 자율
고 진학에는 어머니의 학력, 가정의 연간소득, 월평균 방과 후 교육비,
학교 평균 SES, 중학교 소재지, 재정자립도, 사설학원 수 등이 유의미하
게 영향을 미쳤고, 특목고 진학에는 형제자매 유무, 어머니의 학력, 가정
의 연간소득, 월평균 방과 후 교육비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했다. 단,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개인 특성 변인으로
학업성취도나 교육포부 수준 등을 직접 측정하지 못하고 학습 습관이나
외재적 가치관 등의 대리변수를 사용했다는 한계가 있다.
심현애와 김경연(2014)은 서울교육종단연구 3-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
여 서울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진학 고등학교 유형 결정에 영향을
주는 학생 개인 특성, 가정환경, 학교 환경 등의 다차원적 요인을 분석하
였다. 2012년 중학교 3학년이었던 3,144명의 학생이 일반고, 자공고, 자사
고, 특목고(과학고, 외고), 특성화고의 5가지 유형의 고등학교로 진학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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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의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이 연구는 학교 특성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
는 자사고와 자공고를 분리해서 살펴보았다는 특징이 있는데, 분석 결과,
자공고에 진학하는 경우 일반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성취와 높은 가
구소득이 결정요인이었던 반면, 자사고는 상대적으로 높은 학업성취와
학습 태도가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목고 진학에 있어서 학생
개인의 성취뿐만 아니라 부모의 독자적이고 높은 수준의 진학정보력이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부모의 학력이나 SES를 변인으로
설정한 선행연구에 비해 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연구자들은 부모
의 학력이나 경제력보다 오히려 진학정보력이 부족한 경우 잠재력 있는
학생이 특목고 진학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전은정·임현정·성태제(2015)는 한국교육개발원의 2012년 ‘학교 교육 실
태 및 수준 분석’ 연구를 통해 수집된 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해당 학생
학부모 14,909명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여 다양한 고등학교 유형(일반고,
외고, 과학고, 국제고, 자사고, 자공고)별 진학에 대한 가정 배경 및 개인
특성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앞서 소개한 선행연구들에 비해서
고등학교 유형을 세세하게 분석했다는 특징이 있는데, 분석 결과, 학생
가정의 SES 특성이 고등학교 진학에 주는 영향은 부모 특성을 투입하자
대부분 감소했음을 보고했다. 즉 고등학교 진학에서 부모의 학력이나 가
구소득, 맞벌이 가정 여부의 영향력은 상당 부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나
타나는 관계나 교육적 지원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해석이다. 또한, 학생들
이 진학한 고등학교 유형별로 각 독립변수의 효과 크기를 비교한 결과,
자공고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고교에서 큰 효과 크기를 보인 변수는 중
학교 성적이었다. 하지만 학생의 중학교 성적을 고려하더라도 가정배경
특성의 영향력이 여전히 존재함을 확인했다. 그리고 학생이 진학한 고등
학교 유형에 따라 중학교 때 경험한 사교육 교과에 차이가 나타남을 확
인했다. 예컨대 외고 진학에는 과학 사교육을 받지 않을수록 진학 확률
이 높았고, 과학고 진학에는 과학 사교육을 받을수록 진학 확률이 높았
다. 이는 고등학교 진학계획에 따라 해당 학교에 맞는 사교육이 이루어
짐을 의미한다. 특히 가정 배경의 영향을 통제해도 고등학교 진학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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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교육의 영향이 유의하며, 동시에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어도 가정
배경에 따라 고등학교 진학 확률이 달라짐을 확인했는데, 연구자들은 고
등학교 진학에 있어 사교육과 가정 배경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로 해석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이 시사하는 바를 정리해보면 특목고나 자사고와 같
이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주로 진학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방과
후 공부 시간과 같은 학생의 개인적인 노력이나 학업성취 수준뿐만 아니
라 다양한 가정 배경 요인이 독립적으로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때, 부모의 학력이나 가구소득, 맞벌이 가정 여부 등의 영향력의
경우 상당 부분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나 교육적 지원의 차이에 의
한 가능성 또한 암시하는데, 예컨대 가정의 SES가 높을수록 부모-자녀
사이에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우호적인 학생-교사 관
계를 이끄는 매개효과(유백산·신수영, 2012)를 고려해볼 수 있다. 하지만
양적연구의 한계 상 이러한 매개효과의 구체적인 양상을 포착할 수는 없
다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특목고와 자사고 진학에는 사교육비나 사교육을 받는 교과 등의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고
등학교 진학에 있어 학생의 경제적 배경이 고등학교 진학에 미치는 영향
을 줄여야 한다는 당위적인 논의에만 그치고 있는데, 특목고 진학계획과
수학 및 영어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공변량을 고려하면 선행연
구들에서 말하는 특목고 진학계획 집단과 일반고 진학계획 집단의 사교
육비 격차는 실제보다 과장된 추정 결과로 나타난다(서은경·김현철·황수
진·이철원, 2018). 이는 사교육 문제를 곧 ‘사교육비’ 문제로 환원시키는
경제적 시각으로부터 탈피하여 실제 고등학교 진학 과정에서 학교 교육
이외의 다양한 활동이 어떤 양상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른
교육적 의미를 검토해보는 작업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마지막으로, 대부분 선행연구가 과학고와 외고를 ‘특목고’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분석을 시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연구
자들이 사용한 패널 조사자료의 한계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고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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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체제에서 특목고를 타 유형의 고등학교보다 ‘상위 계급’의 학교로 전
제하는 계급적 관점이 투영된 연구 목적에 기인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
다. 하지만 과학고와 외고는 양성하고자 하는 인재상에 맞게 각각 수·과
학과 외국어 영역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문적 특성이 상당
히 다른 분야에 특화된 고등학교이며 이에 따라 각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의 특성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 둘을 같은 범주로 분석하는 것은 한
계가 존재한다. 예컨대 지능과제 수행 시 외고 학생들은 언어적 자료를
다루는 좌측 전두엽의 활동성이 큰 것에 반해, 과학고 학생들은 시각적
인 자료를 다루는 우측 두정엽10)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특성을 보인다(조
선희·최유용·이건호, 2012).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에 관한 장기적인 종단
연구에서 공간 능력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강조됨에도 불구하고(Wai,
Lubinski, & Benbow, 2009) 현대까지도 전통적인 교육 방법이 주로 책
과 강의 등 언어적 정보에 의존하므로 시각-공간적(visual-spatial) 사고
방식에 뛰어난 사람들의 장점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
되어 왔다(West, 2010/2011; Andersen, 2014). 따라서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계급적 접근 이전에 획일적인 교육과정 속에서 고등학교 학생선발
과정이 수·과학 분야와 시각-공간적 사고에 재능이 있는 학생을 발굴하
는데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0) 20세기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로 손꼽히는 Albert Einstein의 뇌를 해부학적
으로 살펴보면 다른 부위는 일반 남성의 평균과 차이가 없지만, 두정엽 부
위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15%가량 더 넓었다(Witelson, Kigar, & Harvey,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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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재성 개념과 우리나라 과학영재교육
1) 영재성 개념의 변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특정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에 대
한 관심은 언제나 있었지만, 현대적 의미의 영재성에 관한 체계적인 연
구는 영미권에서 처음 이루어졌다. 진화론의 창시자인 Charles Darwin의
사촌으로도 유명한 Francis Galton은 ‘유전적 천재(Hereditary Genius)’를
주제로 영국에서 과학, 정치, 문학, 예술, 음악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보인 가문의 족보를 분석하였고, 특정 분야에 저명한 사
람의 자손일수록 그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는 결
과를 바탕으로 영재성이 유전된다는 결론을 내렸다(Galton, 1869). 또한,
지적 능력의 유전성에 관심을 둔 Galton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사람은 태
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지능을 타고나며, 그 지능은 거의 변하지 않는
다는 고정된 지능 이론이 보편화 되었다.
고정된 지능에 대한 공감대 속에서 이루어진 스탠퍼드 대학의 Lewis
Terman의 연구는 영재 연구에서 가장 유명한 종단연구 중 하나이다.
Terman은 또래에 비해 학습이 느린 학생을 판별하고자 Alfred Binet가
개발한 지능검사 도구를 수정하여 지능지수(Intelligence Quotient, IQ)를
측정하는 스탠퍼드-비네 지능검사(표준편차 16)를 개발하였고, 이를 바
탕으로 스탠퍼드 지역의 IQ가 140 이상이면서 평균 나이가 11세인 1,500
여 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방대한 종단연구를 시작하였다(Terman. 1925).
Terman의 연구는 비록 문화적, 사회경제적, 인종적 제한점이 있었지만,
영재들이 일반 아동보다 더 건강하고 적응력이 좋으며 학교에서도 높은
성취를 보인다고 보고했다. 이후 더 장기적인 종단연구에서도 개인의 성
격이나 행운 같은 요소가 영향을 주긴 하지만 지능검사를 통해 측정한
일반 지능(general intelligence, g), 즉 추상적 사고를 활용하는 능력이
개인의 성취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했다. 당시 영재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거만하고 사교성이 떨어지며, 책과 몽상에 잠겨 스스로
- 30 -

고립된 존재로 인식됐다는 점을 고려한다면(Clark, 2007/2010), Terman
의 연구는 기존에 영재에 대한 통념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erman과 마찬가지로 고정 지능의 중요성을 전제했지만, 그와 다른
접근을 취한 학자로 Leta Hollingworth가 있다. 그녀는 스탠포드-비네
지능검사 결과 IQ가 187인 8세 고도 영재 소년의 사례를 추적하며 연구
하였다(Garrison, Burke, & Hollingworth, 1917; Hollingworth, Garrison,
& Burke, 1922). 이후에도 고도 영재들에 대한 임상적인 연구를 통해 그
녀가 내린 결론은 Terman과 궤를 달리했는데, 고도 영재들의 경우 어른
의 지능을 가졌지만, 아이의 몸과 감정을 그대로 갖고 있으므로 또래와
의 관계 속에서 감정적으로 상처받기 쉬운(vulnerable) 성향이 있음을 보
고하며 그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Hollingworth,
1942). 이를 현대적 용어로 표현하면 영재들의 비동시성(asynchrony)을
강조한 것이며, Hollingworth가 수행한 일련의 연구는 영재성과 관련한
연구 방향에 처음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제언했다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IQ만으로 영재성을 정의하는 흐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져갔다. Paul A. Witty는 Terman의 종단연구 방법을 일부 차용하여
IQ 140 이상의 영재아 100명을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로 개인의 능력 이
외에도 성취하려는 욕구와 이를 돕는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높은
IQ가 반드시 높은 생산성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Witty,
1930). 또한, 높은 IQ만으로 영재성을 판별한다면 예술, 글쓰기, 리더십
등의 가치 있는 분야에 탁월한 잠재력을 가진 영재들을 놓칠 수 있으므
로 영재의 정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영재 판별의 기준도 시험 점수
가 아닌 실제 수행 능력에 초점을 둘 것을 제안하였다(Witty, 1958). 무
엇보다도 Witty가 영재 연구에 기여한 점은, 그간 영재성을 개인의 타고
난 인지적 최대 용량(capacity)의 관점으로만 바라보았던 시각에, ‘열정’
과 같은 비인지적 요인이나 환경의 중요성을 더했다는 데 있다. 이에 따
라 20세기 중반에는 영재성에 대한 논의가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천성
(nature)과 환경적으로 제공되는 양육(nurture) 사이의 균형으로 재조정
되었다(Dai,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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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성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에 따라 Witty 이후의 영재 연구 흐름
은 크게 세 가지 갈래로 나뉘어 발전하였다(Sternberg & Kaufman,
2018). 첫째는, 영재성에 관한 논의에서 기존의 영역-일반적
(domain-general) 지능 개념에만 의존하는 경향에 반대하며 영역-특수적
(domain-specific) 지능을 주장하는 연구 흐름이다. 인간의 지적 능력은
단일 요인인 일반 지능(g)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Charles
Spearman(1927)과 최소한 7가지의 정신적 능력이 통계적으로 독립적이
라는 Louis Thurstone(1938)의 논쟁으로부터 영재성과 관련된 여러 이론
이 도출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일반 지능을 유동성 지능(fluid intelligence,
g-f)와 결정성 지능(crystallized intelligence, g-c)로 구분하는 Horn &
Cottell(1966)의 연구가 있다. Horn-Cottell 모델은 지능이 중추 신경계의
효율적 작동에 기인하는 유동성 지능, 그리고 문화적 맥락이나 이전의
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발달하는 결정성 지능으로 구성된다는 지능
이론이다. Horn-Cottell 모델은 이후 Carroll(1993)의 기여를 바탕으로
Cattell-Horn-Carroll(CHC) 모델로 발전하며 지능의 계층구조를 주장했
는데, 최하위층(Stratum I)은 Thurstone가 주장한 정신적 능력과 일부
겹치는 영역 특화된 기술이 포함되며, 중간층(Stratum II)에는 유동성 지
능, 결정성 지능 등이 포함된 여러 종류의 지적 능력이 포함된다. 그리고
가장 최상위층(Stratum Ⅲ)에는 하위층 모두에 영향을 끼치는 일반 지능
(g)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Spearman의 영역-일반적 지능 개념
과 Thurstone의 영역-특수적 지능 개념을 절충한 이론으로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영역-특수적 지능 이론으로는 Howard Gardner(1983)의 다
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s) 이론이 있다. 이 이론은 영역-특수적 지능
이 상위의 일반 지능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독립적인 인지
체계로서 존재하며,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신체-운동지능,
음악지능, 인간친화지능, 자기성찰지능, 자연친화지능까지 총 8가지 지능
이 별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실존지능 Gardner의 이론은 지능
에 대한 교육자들의 견해를 넓히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두 번째 연구 갈래로는 영재성을 정의할 때 지능과 같은 인지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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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비인지적 요인이 종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일종의 시스템으
로 바라보는 접근이 있다. 이러한 맥락의 연구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영재성 정의는 Joseph Renzulli(1978, 2005)의 세 고리(Three-Ring) 모델
이 대표적이다. 세 고리 모델은 영재성을 (1) 평균 이상의 능력
(above-average ability), (2) 창의성(creativity), (3) 과제집착력(task
commitment)의 상호작용으로 보았다. 이때 평균 이상의 능력으로 특정
영역에서 상위 15-20% 수준의 개별적 수행성을 제시했는데, 이는 전통
적인 영재성 정의에서 말하는 상위 3-5% 수준에 비해 그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Renzulli는 영재성을 크게 학업적 영재성
(schoolhouse giftedness)과 창의-생산적 영재성(creative-productive
giftedness)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러한 Renzulli의 이론은 영재를 위한 교
육 프로그램이 빠르고 효율적인 지식 습득과 더불어 창조적인 생산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더 포괄적인 영재 판별 과정을 통해 환경적 요소
로 인해 판별 과정에서 소외되는 영재들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큰
반향을 불러왔다.
Renzulli와 더불어 영재성을 심리적 요소 간의 상호작용하는 네트워크
체계로 바라본 연구자로 Sternberg(2003)를 꼽을 수 있다. 그는 영재성이
지혜(Wisdom), 지능(Intelligence), 창의성(Creativity) 등의 세 가지 요소
가 통합될 때(Synthesized) 발현된다는 WICS 모델을 제안했다. WICS
모델은 영재성의 발현이 단순히 사익을 위한 창조적 아이디어의 실현이
아닌, 공공의 선을 위하는 지혜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영재성 모델과는 차별성을 가진다.
마지막 연구 갈래로는 영재성을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요소로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 발달 모델이 있다. 이러한 발달
이론은 영재성이 개인의 내적 요소와 외적 요소가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
작용하며 영재성이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관점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 대
표적인 발달 이론으로는 Françoys Gagné(2005)의 영재성과 재능에 대한
차별화(Differentiated Model of Gifted and Talented, DMGT) 모델이 있
는데, Gagné는 그간 영재성 이론에서 부각되지 못한 환경적 요인(가족,
- 33 -

문화, 부모, 교육적 지원 등)과 개인 내적 요인(건강, 성격, 열정 등)을
강조하여 영재성(giftedness)을 어떤 발달 과정을 통해 특정 분야의 재능
(talent)으로 발현시킬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Abraham Tannenbaum(1986) 역시 잠재성이 영재성으로 발현되기 위
해서는 (1) 우수한 지능, (2) 탁월한 특별 적성, (3) 비지적 촉진제, (4)
환경적 영향, (5) 기회 또는 운의 다섯 가지 요소가 심리적, 사회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Tannenbaum의 주장은 영
재성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당시의 개인의 잠재력이 당시의 사회적 가치
와 운이 좋게 잘 들어맞아서 영재성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한
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는 기존의 영재성 개념에서 간과되어온 요인을
포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단, Gagné는 영재성과 재능이라는 용어를
엄밀하게 구분하여, 잠재력의 의미로 영재성을, 그리고 이러한 영재성이
발현된 결과를 재능이라고 정의한 데 반해, Tannenbaum은 영재성이라
는 용어를 잠재력이 발현된 결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Sternberg & Kaufman, 2018).
연구 분야와 학자마다 다양하게 사용하는 영재성의 개념과 그에 대한
이론을 합의된 틀로 정리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Subotnik,
Olszewski-Kubilius, & Worrell, 2011), 앞으로도 연구자들 사이에서 영
재성에 대해 하나의 합의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이는 영
재성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 한 편에서는 심리학적으로, 다른 한 편에서
는 교육학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심리학자들은 어떤
심리사회적 특성이 영재성을 발현시키는지에 관심을 두고 이를 일반화하
려는 접근을 취하는 데 반해, 교육학자들은 영재성이라는 라벨과는 관계
없이 잠재성이 엿보이는 학생 개개인에게 적절한 학습 수준을 어느 정도
의 속도로 제공할 것인가에 더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McBee, McCoach,
Peters, & Matthews, 2012). 본 연구는 후자의 교육적 관점에 따라 과학
영재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과학 분야의 재능이 엿보이
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교육 기회와 환경이 제공될 필요가 있는지 고찰하
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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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과학영재교육의 역사
영재성에 관해 체계적으로 연구를 주도한 영미권의 영재교육 정책 철
학은 “같지 않은 사람들을 똑같이 대우하는 것만큼 불평등한 것은 없
다.”라는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인 Thomas Jefferson의 말로 요약할 수 있
다. 즉, 개인의 고유한 잠재성을 계발해야 한다는 목표 의식에서 영재교
육 정책 수립이 시작된 것이다. 이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은
영미권의 영재교육 철학과 함께 국가발전에 기여할 인재 양성의 목적을
함께 표방하며 시작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역사를 살펴보면 해방 이후 1970년대 이전까지는
학업성취가 우수한 학생들이 정해진 나이보다 더 이른 시기에 진급 및
졸업하는 월반 제도나, 6세 미만 아동이라도 수학할 준비가 되었다고 판
단되면 학교장의 재량으로 학교에 일찍 입학시키는 조기입학 제도 정도
만이 영재교육을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최호성, 2017). 하지만 국
가의 산업화를 이끌 우수한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시대
적 화두로 떠오르며 다양한 분야의 영재 중에서도 특히 과학영재 육성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커졌다. 1970년, 대학원 과정의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기관으로 한국과학원(KAIS) 설립이 결정된 것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는 체계적인 과학영재교육의 첫걸음을 뗐다. “과학기술 영재의 집중적
양성”을 목적으로 신설된 한국과학원은 우수 교원 초빙, 최신 실험·실습
장비 구비, 장학금과 연구비 및 기숙사 지원, 병역특례 등의 유인책을 통
해 우수 학생을 유치하여 1973년에 제1회 석사과정 입학식을 치렀다. 이
러한 한국과학원의 움직임은 1970년대 후반에 기존 대학들이 ‘대학원 중
심대학’이라는 목표를 내세우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며 국내 이공계 연구
활성화를 이끌었다(과학기술부, 2008).
1974년 고교평준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학문적으로 우수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1979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영재교육 연구 보고서(이영덕, 1979)가 발간되었다. 1983년 1월에는 국내
에서는 처음으로 고등학교급 과학영재교육 기관인 경기과학고가 설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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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경기과학고 1회 졸업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시기인 1986년에는 20
대 박사 배출을 목표로 과학기술처 산하의 한국과학기술원11) 부설 한국
과학기술대학(KIT)이 개교하면서 비로소 고등학교-대학-대학원이 연계
된 과학영재교육 체계가 처음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우새미, 2015). 이후
1987년에는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실이 설치되었고, 1990년에는
한국영재학회가 창립되면서 과학영재교육 체계를 정책적, 학술적으로 뒷
받침했다(최호성, 2017).
경기과학고 설립을 시작으로 문교부와 각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과
학고 설립이 추진되었고, 과학고 재학생은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
이 있다고 과학영재선발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조기졸업이 가능하도록 하
여 과학영재들의 속진 교육이 가능해졌다. 고등학교급 과학영재교육 체
계가 점점 자리를 잡게 되자 중학교급 과학영재교육 기관의 필요성도 대
두되었는데, 이에 따라 1997년 한국과학기술원의 시범센터 운영을 거쳐
1998년에는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누어 9개 대학에 대학부설 과학영재
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중학생 과학영재 학생들을 위한 과학영재교육 제도
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우새미, 2015).
한편, 19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이공계 기피 및 의대 선호 현상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과 동시에 과학고가 국가 교육과정에 따라 운영되어
야 하는 한계로 인해 과학 영역의 창의적 능력 개발을 위한 탐구실험 위
주의 과학을 가르치기보다는 기초지식과 기능에 관련된 문제 풀이 방식
의 수업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으며(서혜애·정현철·손정우·최경희·하봉
운, 2006) 기존 교육제도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과학영재교육
기관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초·
중등교육법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법령을 마련하여 영재교육의 기반을 만
11) 1980년 중반 당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1966년 설립된 한국과학기술
연구소(KIST)와 1972년 설립된 한국과학원(KAIS)이 통합된 기관이었다.
하지만 통합 당시부터 연구기관인 KIST와 교육기관인 KAIS는 설립 목적
의 차이로 인해 갈등을 빚었고, 결국 1989년에 연구부가 한국과학기술연구
원(KIST)으로 다시 분리되었다. 그리고 남아있던 학술부와 학사과정이 운
영되던 한국과학기술대학(KIT)이 통합되어 지금의 국립 특수 대학교인
KAIST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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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필요가 있었고, 2000년 1월 영재교육진흥법, 뒤이어 2002년 4월에는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이 제정·공포되었다. 법률적 기반이 갖춰지자 과학
기술행정부처는 고등학교 과정의 과학영재교육 기관 설치에 관여하였고,
2002년 5월에 부산과학고가 한국과학영재학교로 전환되는 것이 결정되면
서 비로소 영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의 간접적인 참여를 넘어 과학영재
교육 기관을 운영하는 주체로 거듭나게 되었다(우새미, 2015). 이렇게 설
립된 영재학교는 학교 운영에 관하여 자율권을 보장받았으며, 초·중등교
육법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의 수준과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육과정
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 이후 이를 토대로 5년 단위의 영재교육 방향 및
주요 추진과제를 제시한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 ‘제1차 영
재교육진흥 종합계획(2003-2007년)’은 “국가발전에 기여할 세계적 수준
의 소수 정예 인력 양성”을 정책목표로 삼고 (1) 영재성 계발 기회의 확
대, (2) 영재교육 기관의 특성화 및 세계수준 영재 육성, (3) 고등교육단
계와 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4)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제고,
(5) 영재교육 연구·지원 기능 강화 등 5개 목표를 설정하였다(교육부,
2003). 제1차 종합계획이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평
가한 뒤 수립한 ‘제2차 영재교육진흥 종합계획(2008-2012년)’은 “잠재력
발현 고도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비전으로 삼고, 2007년 현재
전체 초·중·고생 대비 0.59% 수준이던 영재교육 수혜 비율을 2012년까지
1%(7만여명)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중점 목표로 설정했다(교육부, 2008).
이후 ‘제3차 영재교육진흥 종합계획(2013-2017년)’은 “영재교육 최적화를
통한 창조적 인재육성”을 비전으로 삼고, (1) 꿈·끼를 키우는 영재교육
기회확대, (2) 영재교육기관 운영 내실화, (3) 수요자 중심의 영재교육과
정 제공, (4) 우수교원 확보·지원 강화, (5) 안정적인 발전기반 구축 등 5
대 분야를 설정하여 17개의 추진과제를 계획함으로써 끊임없이 도전하는
열정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했다(교육부, 2013).
현재 우리나라 영재교육정책의 기반이 되는 ‘제4차 영재교육진흥종합
계획(2018-2022년)’은 지난 15년간의 영재교육 추진성과와 한계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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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재능 계발 영재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창의융합 인재 육성”을 비
전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1) ‘선발’에서 ‘교육’으로
의 패러다임 전환, (2) 다양한 학생에 대한 맞춤형 선발로 적합한 영재교
육 제공, (3) 영재교육 연계성 확보로 교육의 연속성·효과성 제고, (4) 영
재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강화, (5) 효과적인 영재교육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 5개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영재교육 정책을 재수립하고
있다(교육부, 2018).
이상의 역사를 거쳐 현재 우리나라 영재교육은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영재학교 및 과학고 등 3개의 기관을 중심으로 [그림 II-1]12)와 같은 체
제를 갖추어 운영되고 있다.

[그림 II-2] 우리나라 영재교육 체계
영재교육진흥법을 법적 근거로 하여 영재학급은 주로 초등학교 중심으
로 단위학교나 지역공동으로 운영되며, 영재교육원은 교육청 소속 또는
12) 그림 출처: 서예원·이동화·문대진·문미연(2015). 대한민국의 영재교육.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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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부설로 운영된다. 이 두 기관은 특별활동, 재량활동, 방과 후, 주말
또는 방학을 이용하여 비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영재학교 및 과학고
는 고등학교급 정규교육 기관이며 소수정예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분야에
특화된 교육을 제공한다. 영재학급-영재교육원-영재학교의 역할 분담을
표로 정리하면 <표 II-3>와 같다.
<표 II-3> 영재학급-영재교육원-영재학교의 역할 분담
영재학교
구분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과학고 포함)
*

정규여부

비정규교육과정 비정규교육과정
정규교육과정
단위학교 교육청 소속 (또는 정규학교 체제
운영체제 초·중·고
지역공동운영
대학부설)
기초심화교육 및 심화교육 및
전문심화교육 및
목적 잠재적
영재 발굴
사사교육
창의성 계발
(고등학교 중심)
(초등학교 중심) (중학교 중심) 소수정예
학생의
역할
통합교육 위주의 통합교육 및
전문분야별
영재교육
분야별 특화교육
집중교육

*

김주아·한은정·조석희·한기순·안도희·한자영(2017)의 <각주 표1>, <표 II-1>
을 재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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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재의 삶에 관한 질적연구 개관
1) 영미권 영재의 삶에 관한 질적연구
영미권은 영재교육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연구가 처음으로 시작된 지역
이다. 영미권 영재 학생들의 삶에 관한 질적 연구물을 살펴보면 방법론
적으로 현상학적 사례연구를 활용한 경우가 많은데, 따라서 연구참여자
개인의 고유한 생애사보다는 여러 연구참여자의 생애로부터 공통되는 주
제를 도출한 형태의 연구가 주를 이룬다.
우선 영미권에서 영재 학생들이 주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개요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Coleman & Cross(2015)은 2015년 기준으로 25
년간의 영재 학생의 학교생활 경험과 의미에 중점을 둔 질적 연구물을
종합하여 연구 주제를 범주화하였다. 첫 번째 주제 범주는 영재성의 본
질적 요소, 즉 영재 학생들은 또래 학생들과 비교하여 자신이 뭔가 다르
다는 것을 느낀다는 점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영재’라는 용어를 거의 쓰
지는 않지만(Coleman & Cross, 1988), 자신이 능력(ability)이나 동기
(motivation) 측면에서 같은 나이대의 친구들과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한다는 점을 여러 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두 번째 주제 범주는 영재 학생들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이다. 또래 관
계에서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동질감을 공유하길 원하기 때문에 자신과
다르다고 생각되는 아이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Coie, 1990). 영재 학생
들은 자신과 또래 아이들이 뭔가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가능한 한 그들
과 다르게 보이지 않기 위해 학업에 있어서 또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잘 모르는 척을 하거나 아예 또래와의 교류를 피하는 내성적인 성향을
보였다(Gross, 2003). 영재 학생들에게 ‘영재’라는 라벨은 양면적으로 작
용했는데, 영재라는 이름으로 인해 교사나 어른들에게 매우 높은 기대를
부여받아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지만, 반대로 영재라는 이름
덕분에 독창적인 교육과정, 우수한 교사, 그리고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
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얻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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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Berlin, 2009). 다인종 사회인 미국의 경우 영재 학생들의 문화적 정
체성 또한 중요한 연구 주제인데, 아프리카계 미국인 영재 학생들의 뛰
어난 학업능력은 같은 인종적 배경을 가진 친구들로부터 비정상적인 모
습으로 인식되기도 했으며, 영재 학생들이 학업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것에 자부심을 드러내는 경우 ‘백인 연기(acting White)’를 한다는 비난
을 받기도 했다(Henfield, Moore, & Wood, 2008).
세 번째 주제 범주는 영재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교 환경에 관한 연구
이다. 영재 학생들은 일반 학교의 교육과정이 자신들에게 너무 느리고
수준이 낮다고 생각했다. 즉 영재 학생들은 배울 준비가 되었으나 학교
는 그들을 가르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이다. 영재 학생들에 대한 괴
롭힘(bullying) 문제도 주요한 주제였는데, 영재 학생들은 괴롭힘을 당하
는 경우 일반적으로 어른들과 대화하기를 꺼리고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상대방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등 개인의 문제로 여기는 경향을 보였다
(Peterson & Ray, 2006). 일반 학교의 경우와는 달리 영재 학생들의 발
달을 고려하여 비슷한 능력을 갖춘 학생들로 구성된 특수 학교(예:
specialized high school)로 진학하는 경우, 그들은 도전(challenge), 동기
부여(motivation), 관계(relationship)라는 용어로 교실의 모습을 묘사하였
으며(Eddles-Hirsch, Vialle, Rogers, & McCormick, 2010), 특히 ‘도전’이
라는 용어를 훨씬 자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Coleman, 2005).
영재 학생들은 학교라는 교육체제 속에서 우수한 성취를 거두며 잘 적
응하기도 하지만, 또래 친구들과는 다른 지적 특성 때문에 겪게 되는 부
정적 경험도 있다. Peterson, Duncan, & Canady(2009)는 초등학교 2학
년에서 5학년의 영재 학생 59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최장 11년
간 그들의 삶에서 부정적인 생애 사건이 무엇인지를 종단연구를 통해 살
펴보았다. 이를 통해 총 9가지 주제의 부정적 생애 사건을 추출했는데,
가장 빈번하게 나온 주제는 대학 입시 준비나 대규모 프로젝트 활동, 동
료와의 경쟁 등에서 촉발된 학업적 스트레스였다. 둘째로는 학교 전환과
관련된 주제였는데, 특히 영재를 위한 특수 고등학교에 1년 이상 다닌
영재의 경우, 다시는 중학교와 같은 환경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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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했다. 그들에게 있어 중학교 수업은 속도가 너무 느리고 지루하게 느
껴졌으며, 또래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사건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초·중학교 때 또래와는 다른 관심사를 가지는 독특한 모습으로 인해 자
주 괴롭힘을 당해서 가족이나 학교 밖에서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과 우정
을 키워나가곤 했다. 이러한 와중에 영재 학생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
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는데, 예컨대 명문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업
뿐만 아니라 운동, 음악 등 다양한 활동을 두루 병행해야 한다는 데 심
적 압박을 느끼기도 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걸고 있는 기
대가 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스스로도 높은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 크게 실망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가족 구성원 사이의 불화나 가까운 사람의 사망, 자신이나 가
족의 질병이나 사고 등이 영재 학생들이 언급하는 주요한 부정적 생애
사건이었다.
공교육 체계에 실망감을 느끼고 학교를 중퇴한 영재 학생에 관한 연구
도 찾아볼 수 있다. Zabloski & Milacci(2012)는 학교를 중도에 그만둔 7
명의 농촌 지역 영재들에 관해 연구를 수행했다. 그들은 모두 초·중·고
과정에서 시험이나 관찰을 통해 영재로 인정되었으며, 영재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참여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주로 초·중
학교 시절에 가족이나 친구와 같이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 이혼, 중독,
살인 등의 사건으로 인해 심리적 외상(trauma)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학교 교사가 자신들의 지적·정신적 멘토가 되어주길 바랐
으나, 교사들은 수업 내용과 방식에 자주 의문을 제기하는 영재 학생들
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초등학교 때 높은
성취를 보이고 만족스럽게 학교생활을 이어갔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 교육이 자신의 지적 도전 의식을 자극하지 않고, 정서적으로도 지
지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결국에는 학교를 그만두었다. 흥
미로운 점은 학교를 중퇴한 영재들이 과밀한 학생 수, 물질적·기술적 지
원의 부족과 같은 농촌 지역의 열악한 교실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들은 교사와 같이 신뢰할만한 사람들로부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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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감정과 지성이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는 점에 크게 실망했고 이 점이
학교를 그만두게 된 가장 큰 계기였다고 회고했다. 학교를 중퇴한 후에
도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지적 열정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연
구참여자 7명 중 6명은 고등학교 검정고시(general education diploma)를
통과하고 대학과 대학원에서 학업을 계속 이어가는 등 주어진 현실 속에
서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개척하고 있었다.
영재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끔 만드는 부정적인 경험에 관한 연
구도 있다. Hyatt(2010)는 18세의 나이로 자살을 선택한 영재 여학생의
생애를 재구성함으로써 영재 학생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변할 필요가 있
는지 살펴보았다. 연구의 주인공 Amber(가명)는 IQ 140의 고지능자 모
임인 멘사(MENSA) 회원이자 전국적인 표준화 시험인 아이오와 기초
학습 평가 시험(Iowa Tests of Basic Skills)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받았
으며, 고등학교 친구들로부터도 가장 지적이라고 평가받는 학생이었다.
Amber가 쓴 시와 산문, 부모님이 제공한 비디오 영상, 부모님과의 인터
뷰 등 Amber와 관련된 각종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때부터
Amber는 또래 아이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인해 자주 놀림을 받았고, 학
교 수업을 지루하게 여겨서 교사와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잦았다. 학교 교
사들은 권위를 내세우며 Amber를 훈육했고, 다른 학생들과 차별 대우를
하며 그녀를 분노하게 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Amber는 어른들, 특
히 교사들을 권위주의자로 인식했으며, 그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문제를 친하게 지내는 학교 친구들하고만 상의했다. Amber는 학교생활
을 하며 과제물 등에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적기도 했고, 고등학교 친구
들에게는 자신이 자살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곤 했지만, 친구들은
Amber의 말을 그다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알
리지 않았다. Amber는 주변의 기대, 특히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
다는 압박이 있었고, 자신에게 높은 잣대를 들이대는 완벽주의 성향이
있었다. 그녀는 아주 좋은 명문대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버드, 프린
스턴과 같은 최고의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다는 데 큰 실망감을 느꼈다.
그리고 자살하기 얼마 전, 자신이 삶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 23개를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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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을 적으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생각해왔던 자살의 구체적인 방법
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

2) 우리나라 과학영재의 삶에 관한 질적연구
영재교육진흥법 시행 이후 2019년 현재 1,911개의 영재학급과 341개의
영재교육원, 그리고 20개의 과학고와 8개의 영재학교가 운영되면서 우리
나라의 과학영재교육은 질적·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한국교육개발원,
2019). 특히 과학기술행정부처의 지정을 받아 주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전일제 영재교육 기관인 27개의 대학부
설 과학영재교육원과, 고등학교급의 전일제 영재교육기관인 과학고 및
영재학교는 우리나라 중등교육 수준의 과학영재교육을 지탱하고 있는 중
추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중에서 연구의 목적에 맞게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이나 과학고
및 영재학교에 다닌 학생들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연구에 초점을 두고 살
펴보고자 한다. 하상우·김선자·박종욱(2008)는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을 수료한 학생 중에서 과학고에 진학한 학생 30명과 면담을 하여 과학
영재교육원 활동이 과학 관련 진로 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
았다. 충북지역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을 수료한 30명의 연구참여자
중 17명은 과학영재교육원에 다니기 전부터 부모의 권유, 학원이나 교내
경시반 활동, 이공계열 대학 진학의 유리함 등을 이유로 과학고에 진학
할 계획이 있었다. 반면 나머지 13명은 과학고라는 학교의 존재를 몰라
서, 과학이 재밌긴 했으나 자신의 실력에 자신이 없어서, 과학영재교육원
에 다니기 전까지는 진로에 대해 깊게 고민해보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과학고 진학을 계획하지 않았다. 연구참여자들은 과학영재교육원에 다니
면서 학교와는 다르게 실험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데 매우 만족해
했다. 또한, 주어진 문제를 직접 탐구하는 토론 위주의 활동을 통해 동료
들과 논쟁 및 협동을 해나가며 과학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를 키워나갔
다. 특히 과학영재교육원에서 함께 활동하는 동료들의 뛰어난 실력을 보
- 44 -

며 도전 의식을 가지고 자신을 계발하면서 과학 관련 진로를 꿈꾸기도
했다.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은 중학교와 달리 다양한 실험 도구와 충
분한 공간 등의 환경이 갖춰져 있고, 과학에 열정과 실력을 갖춘 또래
친구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실험·탐구 중심 활동이 가능했는데, 이러한
경험을 통해 과학영재 학생들은 과학 활동을 위한 환경이 잘 갖춰진 과
학고에 진학하길 희망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양태연·한기순·박인호(2007)의 연구는 대학
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수료생에게 있어 영재교육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
았다. 인천 지역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을 수료생 59명을 면담한 결과,
이들은 우선 학교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실험교육, 토론수업, 탐구활동
등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며, 무엇보다도 자신과 비
슷한 목표와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영재교육을 통해 겪은 긍정적인 경험은 이후 그들의 진로 결
정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수료생들은 자신이 경험한 좋은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더 많은 학생에게 확대되길 바랐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지나치게 빠른 수업 진도로 인해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
며, 속진학습보다는 심화학습에 초점을 맞춰주길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자와 조교가 얼마나 영재교육에 대한 열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가
높았다.
과학고에 다닌 학생들의 진로와 삶을 탐색한 연구도 찾아볼 수 있는
데, 이기순·최경희·이현주(2011)는 과학고 졸업을 앞둔 학생 18명이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의 진로발달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
써, 어떠한 교육적 개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 초등
학교 시기부터 연구참여자 대다수는 수학·과학에 큰 흥미와 재능을 보였
다. 일상생활에서 손으로 조작하는 조립이나 실험 등을 통해 과학에 대
한 흥미를 키운 경우도 많았으며, 특히 훗날 과학에 더 큰 흥미를 느낀
학생일지라도 학교에서 수학을 더 중요한 과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교
사나 부모로부터 수학에 대한 격려를 받아 자신감을 형성한 경우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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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비중을 차지했다. 18명의 연구참여자 중 2명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부
모의 권유로 특목고 준비를 위한 강도 높은 사교육에 참여했으나, 나머
지 16명은 허용적인 분위기의 가정환경이 과학고 졸업 시기까지 이어졌
다. 중학교 시기에 이르러 연구참여자들은 학문적 측면과 사회심리적 측
면에서 강한 욕구를 보였는데, 일반적인 학교 수업과 교육과정에서는 이
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했다. 또한, 이들은 수학이나 과학 특
정 분야에서 또래 학생들보다 앞서 나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는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학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고 사회적
위치가 높은 과학고 진학을 계획하였다. 과학고에 진학한 연구참여자들
은 일반교육과정 이상의 깊이 있는 교육과정과 자유로운 학습 환경, 과
학에 열정과 실력을 갖춘 동료들을 만나 자신을 재발견하였다. 이 시기
에 학업적 시련을 겪은 학생들은 자신을 되돌아보고 공부에 매진하여 그
시련을 극복함으로써 심리적 성숙을 이룸과 동시에 진로에 대한 정체감
을 확고히 다졌다. 중학교 때부터 경시대회를 준비했던 학생들은 지속적
으로 경시대회 준비를 통해 자신의 전문분야에 깊이 몰입하는 모습을 보
여주었고 대학에서도 이를 전공할 계획을 세웠다.
중등교육 과정을 넘어 대학과 대학원 시기까지 과학영재들의 목소리를
담은 연구도 찾을 수 있다. 윤정이(2012)는 과학고 재학 시절 과학 분야
올림피아드 수상자 중에서 세계적인 명문대학의 대학원에서 자연과학 또
는 공학 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과학영재 4명의 주요 생애사건을 살
펴보고 이를 다중지능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4명의 연구참여자는 초등학
교까지의 유년기에 왕성한 호기심과 과학에 대한 높은 흥미를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우수한 학업성취를 거두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개방적이
고 지지적인 가정환경에서 자랐는데 이 중 3명은 여가시간에 왕성한 독
서를 통해 자신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켰으며, 나머지 한 명은 주로 밖에
서 친구들과 놀거나 게임을 즐기며 자유로운 유년기를 거쳤다. 중학교에
서 고등학교 시기는 이들의 과학적 강점이 발현되는 시기였다. 이들은
여러 과학 분야 중에서도 자신이 잘하지 못하는 과목은 하나씩 제외하
고, 잘하고 좋아하는 과목을 선정하여 깊게 몰입함으로써 강점을 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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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강화하는 전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자기성찰 과정을 통해 “공부를
잘하는 평범한 학생”에서 특정 분야의 “과학영재”로 발달궤적의 질적 차
이를 만들어낸 것이 특징이다. 이때 올림피아드라는 대회와 국가대표 선
발을 위한 계절학교 교육, 그리고 “선택과 집중”식 학습을 장려하는 과
학고의 학풍은 그들의 강점을 특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과학
에 열정이 있으면서도 세부 분야에서 자기만의 강점을 갖춘 과학고 친구
들과 교류하면서 지적·정서적으로 큰 자극을 받았다. 대학에 진학한 연
구참여자들은 함께 입학한 동기들에 비해 이미 전공 분야에서 탁월한 실
력을 갖추고 있었는데, 예컨대 연구참여자 A는 대학에서 전공 분야와
관련된 활동보다는 오케스트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에도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조기졸업했다. C의 경우 자신의 전공인 물리와 함께 생
물을 복수 전공했으며, D는 생물 올림피아드 공부 과정에서 생물과 화학
의 밀접한 연관성을 알게 되면서 대학에 진학 시 화학으로 전공을 변경
하는 등 지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경험하게 됐다. 다만, 연구참여자 B의
경우에는 대학에서 새로운 지적 도전을 경험하지 못하고 시험만 잘 치러
좋은 학점을 받는 데 급급한 공부를 했다. 그는 우수한 성적으로 조기졸
업까지 했지만, 고등학교 때까지 좋아했던 화학에 흥미를 잃고 수학동아
리 활동이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을 취미로 하며 다른 분야의 적성을
찾기도 했다. 연구참여자 모두는 대학 졸업 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
다. 미국 대학원의 학구적인 분위기와 세계적 수준의 연구 환경은 다시
금 그들에게 새로운 지적 자극을 주었다. 특히 자신의 아이디어나 연구
결과를 과학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의사소통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대학에서의 의사소통은 주로 전공과 관계없는 활동에서 다양
한 상호작용을 했다면, 미국 대학원에서는 마치 과학고 때처럼 열정 있
고 우수한 동료들로부터 자극을 받으며 전공 분야와 관련된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이어갔다. 이러한 연구 분위기는 연구참여자들이 대학원 교육
환경에 대해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인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
영미권과 우리나라 영재 학생들의 목소리가 담긴 일련의 질적 연구를
살펴보면, 영재 학생들은 지적·정서적으로 또래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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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또래 친구들로부터 배척당하기도 하고, 영
재의 독특한 특성을 ‘문제 행동’이라고 인식하는 교사들로 인해 지적 열
정을 인정받지 못하고 인간관계에서 크게 실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영재들의 취약성은 지역별, 인종별, 계층별로 교육 편차가 큰 영
미권에서 더 크게 부각된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지도
하는 교사의 경우에는 영재 학생들의 특성을 이해하여 그들과 친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완벽함보다는 독창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영재교
육 제도나 프로그램의 성공이 단순히 잠재성을 가진 학생을 발굴해내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재들의 욕구를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교
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 교수자가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공통의 관심사
와 우수한 재능을 가진 또래 관계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
인지적 측면과 함께 정서적 측면의 교육도 함께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윤정이(2012)를 제외하고는 연구참여자 개개인의 삶을 기술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이는 영재 학생들 개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드러
내기보다는 ‘영재’라는 집단의 보편적인 특성을 끌어내는 데 연구의 초점
이 모여있기 때문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는 물론
영미권에서조차 영재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을 찾
아 특별 고등학교에 진학하길 원하거나 명문대 입학을 준비하는 과정에
서 학업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Peterson,
Duncan, & Canady, 2009) 상급 교육기관으로 진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
이 어떠한 생애사적 경험을 하는지에 대한 고찰이 피상적으로만 다뤄지
고 있다. 따라서 중학교 수준의 영재교육 기관인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
원에서 중등교육과정의 최상위 영재교육 기관인 영재학교 및 과학고로
진급하는 단계에 놓인 과학영재 학생들이 어떤 생애사적 사건을 경험하
는지 초점을 맞추고 조명해보는 작업은 과학영재 학생들의 현실을 이해
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재교육 체제의 연계성을 재평가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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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학영재들의 고등학교 입시 과정
본 장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어떤 과정으로 고등학교 입시를 경험하
며, 그 와중에 과학영재교육원에서는 어떤 활동에 참여했는지 독자들에
게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다. 각 연구참여자의 입시 과정을 하나씩 살펴
보기에 앞서, 1절에서는 그들이 독특하게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여러 종류의 고등학교 입시 절차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
다.
또한, 2절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한창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시기
인 중학교 2, 3학년 당시 그들이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기술했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이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
하는 양상과 영재교육원에서 활동하는 양상을 더 분명하게 대비해보기
위함이다.
3절부터 7절까지는 각 연구참여자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어렸을 때
부터 고등학교 입시를 끝마치기까지의 과정을 기술하였다. 특히 중학교
2, 3학년 시기는 고등학교 입시 측면에서 연구참여자들에게 중요한데, 연
구참여자들이 진학할 고등학교가 결정된 시기는 중학교 3학년이지만, 모
든 연구참여자가 3학년 1학기에 진행될 영재학교 입시를 위해서 이전 해
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입시 준비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1. 연구참여자들의 입시 과정 개관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특수목적고등학교에는 과학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만 포함되며, 영재학교의 경우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이 말하는 ‘특목고’는 영재학교, 과학고등학교, 전국단위 자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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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고등학교 등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이 선호하는 “좋은 학교”를 통칭
한다. 앞으로 본문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이야기할 때의 맥락을 살리고
자 ‘특목고’라는 용어를 후자의 의미로 사용하며, 제도적인 의미로 사용
하는 경우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과학영재학교와 과학예술영재학교의 경
우, 둘을 하나로 묶어 보통 ‘영재고’라고 통칭했으며, 둘 사이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예술영재학교를 ‘과예영’ 또는 ‘예술영재고’ 등으로
불렀다. 이하 본문에서는 ‘영재학교’라는 명칭보다는 연구참여자들이 사
용한 ‘영재고’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전국단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지
역단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통칭하여 ‘자사고’라고 불렀으나, 대부분
은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국단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자사고’로,
지역단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지역자사고’로 지칭했다. 연구참여자들
은 지역자사고 진학에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하 본문에서는 ‘자
사고’라는 용어가 곧 전국단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들이 고등학교 입시에 앞서 많이 준비하는 대
회인 ‘물리올림피아드’(약칭 물올)와 ‘화학올림피아드’(약칭 화올)는 공식
명칭이 각각 ‘한국중학생물리대회’, ‘한국중학생화학대회’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또한, 수학올림피아
드(약칭 수올)의 경우에는 KMO(The Korean Mathematical Olympiad)
라는 영문 약칭을 사용한 경우도 많았다13).
연구참여자들의 지원했던 ‘특목고’는 <표 III-1>에 정리하였으며, 각
학교의 특징을 간략하게 소개해보았다. 표에 정리된 학교들은 모든 학생
이 기숙사 생활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13) 수학올림피아드, 물리올림피아드, 화학올림피아드는 각각 대한수학회, 한국
물리학회, 대한화학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으로, 각 분야의 탁월한 능력을 지
닌 학생들을 발굴하고 격려하는 목적으로 시행된다. 각각 중등부와 고등부
로 나뉘어 있으며 고등부 대회는 국제올림피아드 국가대표 선발과도 맞물
려있다. 한때는 올림피아드 입상 실적에 따라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에서
특별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거나 가산점이 부여되는 등의 혜택이 있었지만,
2011학년도부터 자기주도학습전형이 도입되면서 이러한 혜택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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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1> 연구참여자들이 지원했던 ‘특목고’
학교 종류 학교 이름14)
학교 특징
모두가 인정하는 우리나라
가름영재고 연구참여자
최고(最高)의 영재고
영재고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고가 전환된 역사와
(전국단위) 나름영재고
전통이 있는 영재고
유명한 우리나라 최초의
다름영재고 자유로운 학풍으로영재고
과학고
서울 소재 두 개의 과학고 중 김리온이
(서울지역) 한산과고
지원한 과학고
자사고
무계열·무학년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유명한
두리고
(전국단위)
서울 소재 전국단위16) 자사고
15)

다음의 <표 III-2>에 정리한 바와 같이 2016년 당시 학교별 입시 일
정을 살펴보면, 영재고, 과학고, 자사고 중에서 영재고 입시가 가장 먼저
시작됐다.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간 근처에 영재고를 지원했으며, 각
전형 단계를 거쳐 7월 초순에 최종합격자가 발표됐다. 영재고 입시가 끝
난 후에 시작되는 과학고와 자사고 입시의 경우, 모두 3학년 2학기 중에
진행되어 전형 시기가 겹쳤기 때문에, 지원자들은 과학고나 자사고 중에
서 한 곳을 선택하여 지원해야 했다.
14) 연구참여자의 소속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본 연구에 등장하는 모든
학교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했다. 단,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학벌주의’의
맥락을 연구에 드러내고자 대학교의 이름은 실명을 사용했다.
15) 연구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영재고 안에서의 서열체계에서 가름, 나름, 다름영
재고의 위상은 우리나라 대학 서열의 최정점으로 인식되는 SKY(서울대, 고
려대, 연세대)와 비교할 수 있다. 이 중 가름영재고는 단연 S(서울대)에 해
당한다.
16) 두리고의 경우 전국단위 자사고이긴 하지만 전국단위 모집은 사회통합전형
일부와 임직원자녀전형에만 제한되므로 정원 대부분은 서울지역 학생에 한
정하여 모집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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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종류
영재고
한산과고
두리고

<표 III-2> 2016년 당시 학교별 입시 일정
2단계 3단계
지원 1단계
전형
전형
전형
4월 4월 중순 초중순 5월 초순 5월 하순 7월 초순
중순 - 11월 하순 8월 하순 9월
10월 하순
11월 11월 중순 11월 하순 중순

합격자
발표
7월 중하순
12월 초순
12월 초순

각 학교의 입시 단계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영재
고, 과학고, 자사고의 입시 절차를 각각의 표에 정리해보았다. 우선 영재
고의 경우 전국에서 지원자를 모집하며, 학교별로 세부적인 운영은 조금
씩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표 III-3>과 같이 입시가 이루어졌다.
<표 III-3> 2016년 당시 가름, 나름, 다름영재고 입시 절차
구분
1단계 전형
2단계 전형
3단계 전형
전형 내용 서류평가
영재성 검사
영재성 캠프
자기소개서,
1박 2일 캠프를
평가 방식 교사추천서,
지필고사 시행 통해 면접 평가,
생활기록부 평가
과제수행능력 평가
있다고
200명 내외
120명 내외
선발 인원 여영재성이
겨지는 자 전원
(우선선발 포함) (우선선발 포함)
연구참여자들이 참가한 2017학년도 영재고 지원자는 가름영재고 1,000
여 명, 나름영재고와 다름영재고의 경우 2,000여 명이 지원했다. 세 영재
고의 모집인원이 모두 120여 명으로 같음에도 가름영재고의 지원자만 비
교적 적은 이유는 가름영재고의 경우 정말 뛰어난 학생들만 지원하기 때
문에 그만큼 합격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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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고의 1단계 전형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생활기록부를 평가하
는데, 영재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원자는 전원 2단계 영재성 검사를 받
게 되므로 1단계에서는 탈락자가 적으며, 학교에 따라서는 탈락자가 없
는 경우도 있다. 반면 2단계 전형은 지필고사 방식으로 영재성 검사를
진행하는데(부록 5 참고), 이 단계에서 지원자 대부분이 탈락하므로 학생
들이 가장 신경 쓰는 단계에 해당한다. 또한, 각 영재학교에서는 3단계
전형을 진행하기 전에 1, 2단계 전형 결과를 바탕으로 모집인원의 30%
내외를 우선 선발하는 ‘우선선발’ 제도를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3단계
전형에서는 1박 2일간 이루어지는 캠프를 통해 면접 평가와 과제수행능
력 평가를 진행하여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과학고의 경우 소재지 거주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데, 연구참여자들이
사는 서울에는 총 두 개의 과학고가 존재한다. 그중 하나인 한산과고는
<표 III-4>와 같은 절차로 2017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진행했다. 당시 한
산과고에는 600명가량의 학생이 지원했으며 이 중에서 140명 내외의 학
생을 최종 선발했다.
<표 III-4> 2016년 당시 한산과고 입시 절차
구분
1단계 전형
2단계 전형
전형 내용 서류평가 및 출석 면담
소집 면접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과학고 공통
평가 방식 생활기록부 평가 및 면담을 문서울지역
항으로 면접고사 시행
통한 서류의 진정성 검증
선발 인원 모집인원의 1.5배수 내외
140명 내외
한산과고의 1단계 전형은 서류평가로 진행되었는데,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생활기록부를 평가하며, 특이한 점은 특정 일자에 지원자를 한산
과고로 불러 서류의 진정성 검증과 추가 정보 확보를 위해 제출서류를
기반 면담을 진행했다. 1단계에서 모집인원의 1.5배수 내외를 선정한 뒤
2단계 소집 면접에서는 인성 및 과학·수학 분야에 대한 창의성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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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했는데, 영재고와는 달리 지필고사가 아닌 면접고사로 이루어졌다.
이때 서울지역의 두 과학고는 해당 면접고사에서 같은 문항을 사용했으
며, 해당 문항은 입시 종료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부록 6 참고).
두리고의 경우 전국단위 자사고이긴 하지만 일부 전형을 제외하면 대
부분 서울지역 학생만 선발하는 자사고다. 2017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두리고는 <표 III-5>와 같은 절차로 입시를 진행했는데, 당시 200명가량
의 학생을 선발하는 두리고에는 700명이 훌쩍 넘는 학생이 지원하여 당
시 전국단위 자사고 10개 중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구분
전형 내용
평가 방식
선발 인원

<표 III-5> 2016년 당시 두리고 입시 절차
1단계 전형
2단계 전형
교과 성적
서류평가, 면접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록부 평가 및 해당
1학기까지의 내신 성적 평가 생활기
서류 기반의 면접 진행
모집인원의 2배수 이내
210명 이내

두리고의 1단계 전형은 중학교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
는데,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3개 학기의 성적을 두리고의 기
준에 맞추어 점수화하여 평가했다. 두리고에 지원한 연구참여자들에 의
하면 모든 교과목이 A가 아니면 바로 탈락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2단계 전형은 서류평가와 면접으로 진행됐는데, 연구참여자 박재혁이 면
접 질문을 모두 복기하여 나에게 제공한 자료를 살펴보면, 특정 교과 내
용과 관련이 없는 개방형 공통 질문17)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든 질문이
제출서류에 기반해 이루어졌다. 또한, 두리고는 2단계 전형에 참여한 모
든 지원자가 체력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결과는 점수화되어 입시에 반
17) 연구참여자 박재혁이 나에게 제공해준 면접 복기 자료에 따르면 2017학년
도 입시 당시 두리고의 공통 질문은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
“원(○) 모양을 보고 떠오르는 것을 말하고, 그것의 ( ) 의미를 설명하시오.
(단, 괄호 안에는 ‘과학적’ 또는 ‘사회적’이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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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한선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논의
를 거쳐 지원자를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반영되었다.
중학교 3학년 시기에 연구참여자 중 김리온은 다름영재고에 이어 한산
과고 입시에도 불합격하여 최종적으로는 사립 일반고를 진학하였다. 박
재혁은 “1티어(tier) 수준”인 가름, 나름, 다름영재고가 아닌 학생들의 선
호도가 낮은 다른 영재고를 지원했으나 불합격하였고, 이후에 두리고에
지원하여 합격했다. 최인규는 다름영재고에 지원했으나 불합격하였고, 이
후에 박재혁과 같이 두리고에 지원하여 합격했다. 안성민과 안영우는 각
각 나름영재고와 다름영재고에 합격했다.

2. 연구참여자들의 과학영재교육원 활동
5명의 연구참여자는 고등학교 입시를 한창 준비하는 중학교 2, 3학년
시기에 과학영재교육원의 화학분과 심화과정, 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참
여했다. 따라서 2년 동안 연구참여자들이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 살펴보는 작업은 연구참여자들이 고등학교 입시
와 영재교육 사이에서 어떤 갈등을 경험하는지, 또는 어떻게 조화를 이
루는지 살펴보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1) 2015학년도 심화과정: 중학교 2학년 시기
연구참여자들이 중학교 2학년 시기였던 2015년, 화학분과 심화과정의
주요 활동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화학분과의 지도교
수가 진행하는 심화된 내용의 화학 강의를 듣는 것이다. 강의 수준은 주
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1학년 정도로 다뤄졌다. 둘째로, 심화된 강의가
끝나면 그날 배운 내용과 연결되는 실험 활동이 진행됐다. 실험 활동은
주로 대학원 석·박사 과정의 조교가 진행했는데, 이때 나는 주 조교를
돕는 보조 조교로 참석하였다. 화학 실험의 특성상 안전 문제 상황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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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할 확률이 항상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한 반에 20명 남짓 되는 학생들
의 활동을 조교 한 명이 지도·관찰하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판단하여 두
명의 조교가 함께 실험을 계획하고 지도했다. 셋째로, 학생 주도의 탐구
활동이 진행됐다. 탐구 활동으로는 두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하나
는 심화과정 기간 전체에 걸쳐 모둠별로 진행하는 자유탐구 활동이며,
나머지 하나는 여름 집중교육 기간에만 진행하는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18) 설계 활동이다. 두 활동 모두 중간발표, 최종발표, 최종보
고서 제출까지 진행하지만, 자유탐구 활동은 다른 분과에서도 의무적으
로 수행하는 활동인 데 반해, 적정기술 설계 활동은 화학 분과 학생들의
탐구 주제 설정 및 탐구 방법을 지도하기 위해 고안한 부가적인 활동이
었다. 적정기술 설계 프로젝트는 활동 기간이 짧은 관계로 탐구 설계 단
계까지만 진행했다. 마지막 넷째로, 화학분과 학생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
과의 학생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여 강의를 듣는 전체특강 수업이 진행됐
다. 전체특강은 주로 수·과학 분야 영재 학생들에게도 꼭 필요한 인문학
관련 주제로 진행되었다.
과학영재교육원의 한 해 일정을 구성할 때에는 중학교의 중간고사, 기
말고사 등의 시험 일정과 영재교육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올림피아
드와 같은 대회 일정을 사전에 조사하여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수업 날
짜를 조정하였다. 따라서 학교 임원 수련회와 같이 학교별로 운영 날짜
가 제각각인 행사를 제외하고 학생이 공식적인 일정으로 인해 수업에 빠
져야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2015년 1학기에는 주로 화학 분야 강의와 그에 따른 실험이 주로 진행
됐다. 이와 함께 심화과정 기간 동안 자유탐구를 함께 수행할 모둠을 구
성하고 모둠에서 함께 탐구할 탐구 주제를 선정하는 활동도 병행하였다.
자유탐구 모둠 구성은 우선, 자신이 탐구하고 싶은 주제가 있는 학생들
이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그 주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지원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20명의 학생이 5개의 모둠으로
18)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은 지역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해 고안된
기술로써, 첨단기술에 비해 적은 자원을 사용하고 가격이 저렴하며, 유지·
보수가 간편한 기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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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져 각각의 탐구를 진행했다19). 2015년 1학기에 진행된 화학분과
심화과정 교육을 정리하면 <표 III-6>과 같다.
<표 III-6> 2015학년도 심화과정 1학기 일정
날짜
주제
교수방법 시간
3/7(토)
연구윤리
전체특강 2
자연과학 속에서 화학은 어떤 학문일까? 강의
2
3/21(토) 실험실 안전 교육 및 실험 기구 다루기
실험
3
질문 생성 방법 및 탐구 안내
자유탐구 2
원자의 세계
강의
2
4/4(토)
이산화탄소의 분자량 측정
실험
3
탐구 주제 공모를 통한 모둠 편성 안내 자유탐구 2
원자 구조
강의
2
4/18(토)
은거울 반응
실험
3
모둠 편성 공지 및 활동 안내
자유탐구 2
4/25(토)
독서를 향해 가는 두 방향
전체특강 3
화학 결합
강의
2
5/23(토) 모둠별 연구계획 개선 및 예비탐구 지도 자유탐구 2
테르밋 반응
실험
3
산-염기의 특성과 중화반응
강의
2
6/20(토) 예비탐구 결과 사전 점검 및 발표 준비 자유탐구 3
자유탐구 계획 및 예비탐구 결과 발표회 발표회 2
6/27(토)
글쓰기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전체특강 3
화학반응, 화학평형, 화학반응속도
강의
2
7/18(토)
비타민 C 중화 적정
실험
5
1학기 전체 활동 시간
50
19) 당시 학생들의 탐구 주제 및 모둠 구성 방식은 박기수·이종혁·홍훈기(2017)
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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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의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평일 시간을 활용하여 <표 III-7>과
같이 5일간의 집중교육이 진행되었다. 이 기간에는 주로 적정기술의 개
념을 소개하고 학생들이 모둠별로 의미 있는 적정기술을 설계해보는 탐
구 활동을 진행했다. 집중교육 기간에 진행된 강의 및 실험 활동은 모두
적정기술과 관계된 주제로 선정하였으며, 집중교육 마지막 날에는 각 모
둠이 설계한 적정기술을 발표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표 III-7> 2015학년도 심화과정 여름 집중교육 일정
날짜
주제
교수방법 시간
자유탐구 중간 발표회
발표회 2
7/27(월)
적정기술과 과학교육
강의
2
적정기술 해결 문제 선정
토의
4
적정기술의 현황과 실제
강의
2
7/28(화)
화학 전지 만들기
실험
3
적정기술과 현장의 이해
토의
3
적정기술과 녹색화학
강의
2
7/29(수)
분자 요리 만들기
실험
3
적정기술 적용 방안 공유
토의
3
EDTA 적정
실험
3
적정기술에서 과학의 중요성
강의
2
7/30(목)
적정기술과 특허
강의
2
적정기술 발표 준비
토의
1
적정기술 발표 자료 제작 및 수정
토의
2
7/31(금)
적정기술 발표
발표회 3
적정기술 개선 및 피드백
토의
3
여름 집중교육 전체 활동 시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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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학기에는 주로 자유탐구를 마무리하는 활동이 이루어졌다. 1
학기와 여름방학 기간에 영재교육원 밖에서 학생들끼리 모여 자유탐구
활동이 진행되다 보니 모둠별로 진행 상황이 천차만별이었기 때문에 영
재교육원 수업 시간을 활용해 모둠별 자유탐구 방향을 지도하고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11월 21일에는 화학분과에서 자유탐구 최
종 발표회를 진행하였고, 연말에 과학영재교육원 자유탐구 발표대회에
참가할 화학분과 대표팀을 선정하였다. 2015년 2학기 일정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III-8>와 같다.
<표 III-8> 2015학년도 화학분과 심화과정 2학기 일정
날짜
주제
교수방법 시간
글쓰기
전체특강 3
9/5(토) 자유탐구 진행과학상황점검
및 모둠활동 자유탐구 5
광메모보드 만들기
실험
2
10/17(토) 자유탐구형진행
상황점검 및 모둠활동 자유탐구 5
과학사진 발표회
발표회 2
11/7(토)
태양 에너지의 다양한 이용 1
실험
3
태양 에너지의 다양한 이용 2
실험
3
11/21(토)
자유탐구 최종 발표회
발표회 2
재미있는 물질 이야기
강의
2
12/5(토)
과학적 감수성 키우기
실험
4
과학과 경제
전체특강 3
12/26(토) 과학영재교육원
자유탐구 발표대회
발표대회 3
2학기 전체 활동 시간
37
화학분과 조교로서 적정기술 설계 활동과 자유탐구 활동을 지도하다
보니, 학생들이 크게 두 가지 지점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로 눈에 띄게 드러난 지점은 함께 탐구를 진행하는 모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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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갈등이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모두 학교 공부와 고등학교 입시
준비 등으로 인해 바쁜 삶을 살고 있다 보니 영재교육원 밖에서 따로 시
간을 내어 만나고 탐구를 수행하기에는 어려 난관이 있었다. 이 과정에
서 발생한 동료 사이의 자그마한 갈등이 조금씩 쌓이면서 탐구도 잘 진
척이 되지 않고, 종국에는 불화가 크게 표출되기도 했다.
연구참여자 김리온은 영재교육원에서 다른 남학생들과도 거리낌 없이
어울렸고, 항상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었다. 자유
탐구 활동에서는 ‘차(tea)에서 나온 타닌을 이용한 미세먼지 막는 방충망
만들기’라는 탐구 주제를 제안하고 모둠장을 맡아 적극적으로 탐구를 이
끌었는데, 김리온의 입장에서 다른 친구들이 학원 수업 등의 개인 일정
을 이유로 탐구 활동에 최소한의 열의도 보이지 않아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다20). 하루는 5명의 모둠원 중에서 김리온과 다른 한 명의 모둠원이
나를 찾아와 실험 과정에서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재현해가며 조언을
구하기도 했는데, 나머지 세 명은 연락이 거의 되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리온의 답답함은 그녀가 작성한 탐구일지에서도 드
러난다.
[심화과정 탐구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바로 아이들과의 소통이
었던 것 같다. 아이들은 결과 발표 전날이 되어서도 궁금하지도 않은지
그냥 연락 한번 없었다. (중략) 이번만큼 소통이 안 된 적은 없었기 때
문에 소통이 안 되면 뭘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한 번 더 일깨
워 주는 계기가 되었다.
아이들에게 제발 이 말을 전하고 싶다. ‘이기적이게만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기분도 알고 공감해주는 배려 있는 삶을 살아라.’
나에겐 꽤 상처로써 앞으로 나아가게 한 도약인 듯하다. 이보다 더한
일이 많겠지만 이겨낼 것이다!
(심화과정 당시 김리온이 작성한 탐구일지)

20) 당시 김리온이 겪은 자유 탐구의 어려움은 박기수·이종혁·홍훈기(2017)에서
‘캔디’ 모둠의 ‘김주연’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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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감각이 풍부하고, 특히나 스스로 놀림감이 되는 것도 괘념치 않
는 성격 덕분에 화학분과 분위기를 항상 화기애애하게 만들었던 박재혁,
그리고 과학뿐만 아니라 교육, 정치, 금융,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
이 풍부해서 대화 소재를 끊임없이 쏟아내는 화학분과의 수다쟁이 최인
규도 자유탐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였다. 이 둘은 초기에
‘파라벤(parabens)의 역할과 이를 대체할 천연 방부제의 탐구’라는 주제
로 다른 두 명의 친구들과 함께 자유탐구 활동을 수행했다. 탐구 초기에
는 영재교육원 수업이 끝난 뒤에도 실험실에 남아 나에게 실험을 도와달
라고 부탁할 정도로 탐구에 열정적이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다들 바쁜
일정으로 인해 탐구의 동력을 잃었다. 특히 박재혁은 본인이 주도적으로
탐구를 이끌기에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최인규는 1년 먼저 시험 삼아 참여했던 영재고 입시에 실패한
이후 부모님의 태도가 급변하게 되면서 심적 부담감이 커져만 갔다. 그
래도 팀원들끼리의 관계는 좋았기 때문에 바쁜 와중에도 짬을 내어 탐구
를 진척시키고자 했지만, 어렵게 갖게 된 모임은 서로의 어려운 처지를
성토하는 친목의 장으로 변질되었다 결국 제대로 된 결론을 맺지 못한
채 자유탐구를 끝마치고 최종발표 당일에는 알맹이 없는 발표를 하며 지
도교수에게 크게 혼나기도 했다21). 최종발표가 끝난 뒤 한창 넋이 나간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이 둘은 반성의 목적으로 탐구에 실패한 이유를
보고서로 제출했다. 당시 박재혁과 최인규의 심란한 마음은 보고서를 통
해 엿볼 수 있다.
학원 등으로 인한 시간과 여건의 부족이 실험 실패의 큰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큰 이유는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숙제나 학교생활에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조원 친구들이
만남 약속을 위해 학원 일정을 빼고 꽤 규칙적으로 만났던 것을 생각
하면 시간의 결여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중략)
또한 상대적으로 다른 조원 친구들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조원 친구들

21) 당시 박재혁과 최인규가 겪은 자유 탐구의 어려움은 박기수·이종혁·홍훈기
(2017)에서 ‘들풀’ 모둠의 ‘임선균’, ‘주진수’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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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의존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 태도가 탐구에 큰
악영향을 주었고, 잘못된 것을 수정하려는 태도를 가지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심화과정 당시 박재혁이 작성한 “탐구에 실패한 이유”)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이 상처도 받고 힘도 들었지만 조원들끼리는 다른
조들과는 달리 서로 마음을 모아 협력하고 우정을 쌓는 기회가 되었습
니다. 특히 탐구와 실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몸소 알 수 있
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짧은 기간이었지만 열심히 노력한 것에
비해 결과가 실패로 끝나 좌절감을 느낄 때 실패의 원인을 다시 깊이
생각해보고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되돌아본 경험은 저에게 가
장 소중하고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심화과정 당시 최인규가 작성한 “자유탐구 실패 원인 분석 보고서”)

평소에는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이었지만, 자신의 호기심이나 흥미를
자극하는 소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토론에 참여했던 안성민의
사정도 비슷했다. 안성민의 경우에는 그를 제외한 모든 모둠원이 여학생
이었는데, 탐구 과정에서 모둠장을 맡은 학생이 참여도가 특히 저조한
학생 한 명의 이름을 탐구자 명단에서 빼고 발표를 진행해버리는 ‘이름
삭제’ 사건이 발생하면서 모둠원 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았다. 그는 여
학생들 사이의 불화를 잠재우고 탐구를 끌고 가느라 많은 에너지를 쏟았
는데 이를 통해 탐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함께 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다.22)
안성민: 아아... (웃음) [심화과정 당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여자애들
하고 맞춰주느라고.
연구자: 맞아, 혼자만 남자였잖아요. 성민이 혼자.
안성민: 왜! 내가 혼자만 남자가 된 거죠? 완전, 어후... 정말 다시는 안
할... (웃음)

22) 당시 안성민이 겪은 자유 탐구의 어려움은 박기수·이종혁·홍훈기(2017)에서
‘화산’ 모둠의 ‘한영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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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아, 여학생들이 분위기 좀 다르던가?
안성민: 남자애들은 좀 그런데 여자애들은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연구자: 어떤 의미에요?
안성민: 남자애들은 좀 쿨하고, 좀, “에이! 그럴 수도 있지!” (웃음) 그런
데 여자애들은 약간 뒤끝도... 그리고 뭔가 좀 말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 조용한 애들은 너무 조용하니까 뭐 말을 안 하
고.

탐구가 어떤 방식과 주제이든 간에 탐구를 진행하는 사람들 사이는 항
상 친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단 탐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관계
가 좋지 않다면 탐구하는 사람의 능력과 관계없이 탐구는 정체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략)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그룹 프로젝트가
있다면, 조원끼리 친해지는 데에 더 노력할 것입니다.
(심화과정 당시 안성민이 작성한 탐구일지)

연구참여자 안영우는 항상 교실 뒤편에서 조용히 집중해서 수업을 듣
고, 실험 중에도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았던 학생이었다. 그 또한
모둠이 함께 모여 자유 탐구를 수행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안영우
는 자신이 제안한 ‘인체에 유해한 독소와 건강식품의 해독작용 관찰 및
새로운 성분들을 결합한 개량 건강식품의 설계’를 주제로 다른 두 명의
학생과 탐구를 진행했으나 최종발표가 다가오자 모둠원들의 탐구 의욕이
저하되면서 주로 안영우가 실험을 도맡아 수행하며 겨우겨우 탐구를 마
무리 지었다23). 평소에 감정표현을 잘 하지 않는 안영우였지만, 당시 그
가 느꼈던 상심은 심화과정 탐구를 종료한 뒤 작성한 연구일지에 잘 드
러나 있다.
2학년은 중학교 1학년 때나 초등학교 때와는 다르게 본격적으로 입시
준비를 하다 보니 다들 탐구에 많이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 같다. 학교
정기고사나 올림피아드 모두 오래 전부터 많은 시간을 들여가며 준비

23) 당시 안영우가 겪은 자유 탐구의 어려움은 박기수·이종혁·홍훈기(2017)에서
‘노을’ 모둠의 ‘하인수’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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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만큼 다른 친구들과 연락하는 기간도 짧아지고 자연스럽게
연락이 두절되는 일도 생겼다.
그동안 다른 조에서 탐구에 참여하지 않는 조원이 있다는 점으로 고생
하는 것을 보았지만 잘 공감하지 못했다. 하지만 결과 발표 이후 실험
에서는 우리 조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다. 중간발표 때는 모일 시간이
없어서 내가 실험을 진행했다고 하지만 그 이후는 2번이나 만나기도
했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실험은 모두 내가 진행을 하였다. (중략)
그 이후로도 혼자서 실험을 하고 다른 조원들은 TV나 보니 짜증이 났
다.
(심화과정 당시 안영우가 작성한 탐구일지)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심화과정 기간에 진행한 자유탐구 과정에서 탐구
활동을 원활하게 해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어려움의 가장 큰 원인은
영재교육원 밖에서 별도의 시간을 내서 모둠원끼리 만나 활동하기에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영재 학생들의 어려움을 겪은 두 번째 지점은 탐구 주제 선정이었다.
자유탐구 활동이 영재교육원의 의무다 보니 학생들은 어떻게든 학기 초
에 주제를 결정하여 탐구를 시작해야만 했다. 하지만 과학 지식과 실험
경험이 부족한 중학생 수준에서는 소위 “있어 보이는” 주제를 만들어내
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다. 물론 학생들이 탐구 활동 과정에서 의
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조교들이 탐구계획서부터 꼼꼼하게 검토해
주기는 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이 제안한 탐구 주제가 결국 자신
의 경험이나 호기심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인터넷이나 책, 또는 과학
자들이 수행하는 전문적인 연구를 변용한 형태의 주제가 반복적으로 제
안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학생들이 어떠한 자연현상을 관찰
할 때, 얼핏 보기에는 이론적으로 당연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막상 깊게
고찰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학생들이 그저 과학자들의
실험을 모방하는 수준을 넘어서길 바랐다. 자유탐구 최종 발표회가 끝난
뒤 다음 수업으로 개발된 ‘과학적 감수성 키우기’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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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감수성 키우기’의 주요 활동은 특정한 목적 없이 드라이아이스
로부터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만들어보는 것이었
다. 비록 이 수업이 자유탐구 활동이 종료된 후 입시 준비에 가장 중요
한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 가까운 시기에 진행되었기에 학원 수업에
참석하느라 많은 학생이 결석했지만,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무척 활기
차고 즐겁게 수업에 참여했다. 특히 연구참여자 중에서 수업에 참여했던
박재혁, 안성민은 이러한 분위기를 주도했다. 그들은 세척병에 드라이아
이스를 넣어 “자동 스프링클러”를 만들거나 [사진 III-1]처럼 U자관에 드
라이아이스와 물을 넣어 물안개를 만들고 이를 움직여보는 실험을 하는
등 독창적인 시도를 선보이며 다른 친구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사진 III-1] 박재혁의 U자관 속 물안개 움직이기 실험
안성민: (U자관의 물안개를 이리저리 움직여보는 박재혁을 향해) 야, 이
게 진짜 그 화학 아니냐? 애들이 생각하는 화학? (웃음)
박재혁: 내가 초딩 때 생각하던 화학이었어!
안성민: 뭔가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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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학년도 사사과정: 중학교 3학년 시기
2015학년도 화학분과 심화과정이 종료된 후, 20명의 학생 중 7명이
2016학년도 화학분과 사사과정에 진급했다. 사사과정은 1년 동안 지도교
수와 조교의 지도를 받으며 독자적인 탐구 활동을 수행하는데, 연구참여
자들은 비록 심화과정 자유탐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목표를 갖고 사사과정에 지원했다. 예를 들어 사사과정 지원을
막판까지 고심했던 박재혁은 ‘영재교육원을 아쉬운 기분으로 마무리할
수는 없다’라는 심정으로 마음을 다잡고 신청 기간 막바지에 지원서를
제출했고, 김리온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남에게 보여주는 데 초점을 뒀던
공학적인 탐구 주제에서 벗어나 정말 자신만의 호기심에서 출발한 탐구
를 해보고 싶다는 욕구 때문에 사사과정 진급을 신청했다.
김리온: 사사 지원했던 게, 지금까지 계속 실용적인 걸 해왔단 말이에
요? 막 제가 타닌 [주제를 제안]한 것도 그렇고, 어성초도 결국
에는 실용적인 거였고. (중략) 그런데, 그냥 정말 과학자다운 과
학? 연구를 하고 싶었어요. 아니 과학자가 솔직히 말해서 이걸
실용적인 걸 생각하고 연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구자: 아인슈타인이 어디다 써먹으려고 상대성이론 냈나? (웃음)
김리온: 그러니까요! 어디다 처음에 써먹을 생각을 하고서 연구를 했겠
어요? 그냥 탐구하고 싶으니까 연구를 했겠지. 과학자의 모든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탐구! 궁금증! 이건데, 요즘은 과학실험
이, 선생님들이 모두 탐구심!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결과를,
더 실용적인 걸 보니까 저도 답답한 거에요! 저 이런 걸 하고
싶지가 않은데, 결국에는 생각하는 것도 거기에 한정되게 되고.
주변을 보지 못하니까.
연구자: 크! 계속 얘기해주세요.
김리온: 감명받았어요? (웃음) 사사하면서는 적어도 이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그냥 실체적 탐구하고 싶다, 과학자다운 과학 자세를
가져서? 실험을 하고 싶다, 이 생각밖에 안 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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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과정은 심화과정과 달리 정해진 강의나 실험실습이 이루어지지 않
고 탐구 중심으로 진행되므로 조교와 학생이 상의하여 교육 일정을 비교
적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었다. 2016학년도 1학기에는 영재학교 입시가,
2학기에는 과학고와 자사고 입시가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표 III-9>
와 같이 많은 시간을 여름방학 집중교육 시기에 진행하였다.
<표 III-9> 2016학년도 사사과정 전체 일정
구분
날짜
주제
3/26(토)
사사과정 안내 및 일정 조율
발견 경험 공유 및 예비실험
1학기 4/9(토)
발견 경험 공유 및 예비실험
(25시간) 5/7(토)
6/4(토)
발견 경험 공유 및 예비실험
6/11(토)
발견 경험 공유 및 예비실험
7/27(수)
여름 집중교육 탐구 계획 수립
7/30(토)
집중교육 준비 및 예비실험
집중교육 탐구 실험
여름방학 8/1(월)
집중교육 8/2(화)
집중교육 탐구 실험
(50시간) 8/3(수)
집중교육 탐구 실험
8/4(목)
집중교육 탐구 실험
8/5(금)
실험 결과 정리 및 해석
9/10(토) 실험 결과에 대한 이론적 근거 보강
11/26(토)
사사과정 탐구 중간발표
12/3(토)
발표 자료 및 보고서 보완
2학기 12/10(토)
사사과정 탐구 최종발표
(30시간) 12/17(토)
최종보고서 작성
2017년
발표대회 예행 연습
1/7(토)
2017년
전국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발표대회 1/13(금)
사사과정 연구성과 발표대회
2학기 전체 활동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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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5
5
5
5
5
7
7
7
8
7
7
7
6
3
6
5
7
3
105

사사과정 활동 초기에는 주로 본인이 생활 속에서 흥미롭게 관찰한 현
상을 온라인 공간에 업로드하여 조교와 친구들이 모두 공유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입시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다양한 현상을
글, 사진, 동영상 등의 자료를 통해 보고했는데, 그중에서 학생들이 특히
관심을 가졌던 현상은 박재혁의 ‘계란 껍데기로 스마트폰 화면 터치가
가능하다’라는 현상, 그리고 안성민의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에서 녹차
티백이 젖는 속도가 매우 다르다’라는 현상이었다. 이 두 현상은 재료 준
비도 간단하고 실험 과정도 쉬어서 다른 친구들이 금세 재현 실험을 해
보고 호기심을 공유할 수 있었다.
한창 터치펜과 스마트폰의 스케치북 앱으로 그림 그리는 것에 열중
하던 중에 부모님께서 삶은 계란을 만들어 주셨다. 이유는 모르지만 갑
자기 계란 껍데기로 스마트폰에서의 터치를 시도해본 적이 있었다. 놀
랍게도(?) 계란 껍데기로 스마트폰에서 터치가 가능했다.
(2016년 4월 9일, 박재혁의 발견 공유)
오늘 독서실에서 녹차를 타 먹는데 신기한 현상을 발견했다. 차가운
물에 녹차를 타려고 팩을 넣어봤는데 넣어지지 않는 것이었다. 그런데
컵에 뜨거운 물을 담아서 다시 넣어보니 평소처럼 티백이 물 안으로
잘 들어갔다. 왜 이런 것일까??
(2016년 4월 16일, 안성민의 발견 공유)

학생들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과학적인 의미의 실마리를 잡은 시기
는 영재학교 입시가 끝난 뒤 여름방학 집중교육 무렵에 이르러서였다.
손재주가 좋았던 김리온은 계란 껍데기 내부의 막을 핀셋으로 세심하게
분리해냈는데, 이렇게 내부 난각막이 제거된 계란 껍데기는 스마트폰 터
치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김리온의 실험 결과를 계기로 사사과정
학생들은 난각막이 스마트폰 터치를 유발하는 원인을 탐색하였고, 박재
혁이 보고한 현상은 최종적으로 [사진 III-2]과 같은 실험을 통해 '액체
의 유전 상수에 따른 스마트폰 터치 반응'이라는 탐구로 발전하였다.
- 68 -

[사진 III-2] 유전상수가 큰 액체(좌)와 작은 액체(우)의 터치 비교
연구참여자들은 바쁜 입시 일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탐구를 끌고 나갔다. 기본적으로 실험 과정에는 모두가 참여했지만, 탐구
주제를 구조화하는 과정에는 김리온이, 주제가 구조화된 후에는 안성민
이 주로 실험을 맡아서 진행했다. 또한, 박재혁은 실험 결과 정리와 보고
서 작성, 최인규는 발표 자료 제작, 안영우는 이론 자료조사를 주로 맡았
는데, 모두 과학 탐구에 의욕이 있는 학생들이다 보니 자유로운 수업 환
경 속에서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활동했다.
최인규: [사사과정은] 자유롭고 훨씬 학생 의견이 존중된달까? 그니까
심화는 적어도 20명이잖아요. 아무리 애들이 그만큼 적다고 해
도, 많이 제한되잖아요? 근데 사사는 좀 더 수준 높은 거를 적
은 인원이서 마음껏 할 수가 있고, 마음 맞는 애들끼리 뭉쳐서
하니까. (중략)
연구자: 특히 우리 서울대 사사과정 화학분과가 좀 많이 자유롭죠. (웃
음)
최인규: 정말 자유로움의 끝판왕을 걸었죠. (중략) 진짜 원없이 해볼 수
있잖아요? 그니까 물론 탐구 주제를 잡기도 했지만, 탐구 주제
에 관련된걸, 그니까 더 심화해서 자료도 막 찾아보고, 실험도
해보고, 달걀에서 흰자도 빼보고 (웃음) 막 여러 가지 했잖아
요? 막 푹 찔러서, 막 뽀갠 다음에, “아, 역겨워!” 이러고. (웃음)
재밌었잖아요? 저는 그거 자체가 되게 재밌었어요. 그니까,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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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향해서 원하는 만큼 시간은 주어졌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나아가라! 이런 거잖아요?

2016학년도 화학분과 사사과정 탐구 결과는 전국 대학부설 과학영재교
육원 연구성과 발표대회에서 화학 분야의 가장 우수한 연구성과로 선정
되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다른 사사과정 연구팀의 경우
전체 활동 시간이 최대 80시간 수준에서 진행되었지만, 연구참여자들은
실험이 끝난 후에도 남아서 보충실험을 진행하기도 했고, 본인들의 실험
이 미진하다고 생각이 들면 일정을 조율하여 추가로 서울대학교 실험실
을 찾아왔기 때문에 100시간 정도 활동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연구참여
자들의 탐구에 대한 열정이 유종의 미를 거둔 것이다.

3. 김리온 이야기: “인생의 마지막은 대학이다”
김리온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아버지와 전업주부인 어머니, 그리고
그녀보다 나이가 5살 많은 언니 한 명으로 구성된 경제적으로 유복한 가
정의 막내딸이다.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서울대를 졸업했을 정도로 공부
를 잘했으며, 언니는 지역자사고를 졸업하고 미국의 유명 패션 대학교에
서 디자인 관련 공부를 하고 있다.
아버지의 나이를 고려하면 비교적 늦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렸을 때
부터 “머리가 일찍 커서” 오히려 어머니는 본인을 “언니 취급”했을 정도
라고 했다. 특히 언니가 중학교 때부터 사춘기에 접어들며 아버지와 다
툼이 잦아지자 둘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습관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져
서 분위기를 잘 읽는 성향이 되었다고 했다. 이후에 언니가 미국의 대학
에 합격하면서 가족끼리의 분위기도 화기애애해졌고, 그 이후로는 언니
와의 사이도 가까워졌다.
김리온은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9년 동안 한 영재교육 전문학원에
꾸준히 다녔다. 강남지역 학부모들 사이에는 독특한 불문율이 하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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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하나의 학원만 너무 오래 다니는 경우 학원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를
편하게 생각하여 나태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학원을 바꾸는
게 좋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김리온은 강남지역 학원가에서 꽤 독특
한 학생이다.
원래 수학에는 큰 관심이 없었으나 또래 친구들보다 어려운 내용을 금
방 배우는 모습을 보여주며 초등학교 5, 6학년 때에는 교육지원청 지역
공동 영재학급 수학 분야에서 공부하기도 했다. 반면 과학은 “태생적으
로 좋아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학원의 과학 실험반에 다니는 것
을 무척 즐거워했다. 하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학원에서 물리올림
피아드를 준비하게 되자 과학실험을 해볼 기회가 없어져서 무척 아쉬움
을 느꼈다. 이때쯤 학원에서는 올림피아드에 필요한 공부를 함으로써 장
기적으로 영재고나 과학고 입시에도 대비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래서 초
등학교 졸업 후에는 내신관리가 쉬운 중학교를 진학하기로 했다.
김리온: 일단, 저희 동네 자체가 학구열이 굉장히 뛰어나고! (웃음)
연구자: 목동?
김리온: 네, 목동! 그리고 저희 동네 학교도 좋아요. 근데 애들이 다 공
부를 잘하잖아요. (중략)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올림피
아드] 공부를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학원 자체가 계속 특목고
얘기도 하고 이러니까 엄마랑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 입시에 대해] 알게 된 거죠. 이
제 좀 먼저 알게 된 거죠. 초등학교 때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도 올라가면서 이제 내신관리 쉬운 데로 가고. (중
략) 제가 제일 원하는 거는 아무래도 그 실험실이라든지, 제가
과학을 좋아하니까 실험을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하고 싶고, 일
반고 가서는 그럴 기회가 없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다름영재고에서 개최하는 과학축전에 참여하기
위해 집 베란다에서 ‘어성초’라는 악취가 심한 식물을 기르며 탐구실험을
수행했다. 올림피아드 공부와 탐구대회 준비라는 이중고로 인해 급성 위
염이 찾아와 학원에서 쓰러지는 일도 있었지만, 끝까지 노력한 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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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축전 본선에 참여할 수 있었다. 과학축전이 진행되는 2박 3일간 학
원이나 부모로부터 전해 듣기만 했던 다름영재고 생활을 조금이나마 체
험해볼 수 있었다.
김리온: 아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냥 “너
학원 다니기 싫으면 학원 다니지 말고 아프면 쉬고” 이러는데,
엄마는 아파도, “그래도 수업은 듣고 오지?” (웃음) 이러거든요?
“3시간짜리인데 그냥 듣고 와.”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 터진 적이 있어요. 그때 너무 아픈데, 머리 깨질 것 같은데
엄마가 약 먹고 [학원을] 가라는 거에요. (웃음) 그래가지고, 내
가 이때까지 한 번도 아파도 꾹 참고 갔었는데 학원에서 쓰러
진 적도 있거든요?
연구자: 헐...
박재혁: 학원에서 쓰러져?
김리온: 저 학원에서 쓰러진 적도 있어요. 그때는 다름영재고에서 개최
하는 대회 준비하면서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는지,
급성 위염으로.

김리온은 중학교에 진학하자마자 화학올림피아드도 추가로 준비하게
됐는데, 대회를 준비하면서 화학이 무척 재미있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학문이라는 것을 느꼈다. 이때부터 자신의 진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
계하기 시작했다. 김리온은 화학뿐만 아니라 심리학에도 무척 관심이 많
았는데, 어렸을 때 우연히 아버지가 사주신 심리학 관련 책에 꽂혀서 그
때부터 관련된 책을 하나둘씩 사서 읽다 보니 어느새 집에 심리학 서적
이 책장을 가득 메울 정도였다. 여기에 친구들로부터 “엄마”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또래들의 고민을 잘 들어주는 포용적인 성격이 더해져 장래에
정신과 의사가 되는 꿈을 키워갔다.
김리온: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웃음) 집이 못 사는 편
은 아니잖아요? (웃음) 그러니까 [부모님은]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후원해줄 테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거 해라.” (중략) 엄마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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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정신 쪽 계열 공부하고 싶다” 했더니, “공부해. 하고 싶은
거 해. 거기서 톱(top)만 해.” 이러고. (웃음) 확실히 커가면서
약간 생각이 변하는 것 같아요. 어렸으니까 그냥 막연히 ‘의사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좀 이제 계열도 좀 깊어지고.
연구자: 의사는 어떤 이미지에요? 리온이한테? 뭔가 동경... 그러니까 되
고 싶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뭔가?
김리온: 다른 애들 대부분이 돈을 잘 벌기 위해선데, 뭔가 그런 게 있
어요. 내 손으로 사람의 생명을 하나 살릴 수 있다는 그런 거
에 대한 동경이 되게 커요. 뭔가, 공부만 하면 누구에게 이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하면 직접적으로 사람을 도울 수 있
잖아요? 제가 천성이 이런지 모르겠는데, 오지랖이 넓다고 해
야 되나? (웃음) 오지랖이 넓기도 하고. 아! 반에서 ‘엄마’ 소리
듣고 살아요. 담임선생님도 심지어 그 롤링페이퍼에, ‘9반 엄마
리온아’ 이런 식으로! (웃음) 애들도 호칭이 엄마라 그러고.

하지만 가름영재고를 제외한 영재고의 경우 학교 규정상 의대 진학이
매우 까다로운지라 장래희망을 고려하여 과학고에 진학하는 것을 최우선
으로 생각했다. 다만 영재고는 과학고보다 입시가 먼저 진행될 뿐만 아
니라, 중학생이라면 학년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어서 영재고 입시를
일종의 과학고 모의입시처럼 참가하기로 했다. 어차피 영재고나 과학고
시험 과목이 수학·과학 중심으로 거의 비슷해서 입시 준비의 맥락이 별
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연구자: 영재고랑 과고, 어떤 면에서 영재고보다는 과고를 좀 더 가야
겠다고 생각했어요?
김리온: 의대 때문에. 의대를 갈 수 있는 영재고가 가름영재고밖에 없
어요. 근데 가름영재고는 솔직히 내 실력으로는 무리라고 생각
을 하고 있었고, 다름영재고를 간다고 하면? 일단 의사의 꿈을
접고서 시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의대를 가려면 과고를 준비
하는 게 더 맞다. 그러시더라고요.

- 73 -

김리온은 중학교 2학년 때에도 “그냥 시험 삼아서” 영재고 입시에 참
가했고 예상대로 탈락했다. 하지만 다음 해에도 진행될 영재고 입시에는
진심으로 도전해야 했으므로 물리올림피아드, 화학올림피아드 등을 계속
공부하며 실력을 쌓아 나갔다.
중학교 3학년을 앞두고 본격적인 입시 준비 시기에 이르자 학원에서는
학생들이 지망하는 영재고별로 그룹을 지어 반을 재구성했다. 그룹을 나
누는 기준은 입시 문제의 유형과 학교 선호도(경쟁률) 등을 고려했다. 그
이후에는 입시만을 향한 삶이 시작됐다. 학교가 방학 중일 때는 심지어
일주일 내내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학원에서 보내는 “ten to ten”
생활이 반복됐다. 학원 특유의 경쟁적인, 특히 자신의 관심 분야뿐만 아
니라 입시에 필요한 모든 분야를 평가하는 학원 자체 시험성적을 기준으
로 수준을 나누는 분반 시스템은 김리온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기도 했
다.
연구자: 학원 일정이 빡셌죠?
김리온: 아후... (웃음) 방학 때 10 to 10이었어요. 매일이 10 to 10! 월
화수목금토일이 10 to 10!
연구자: 와... 언제 쉬고, 언제 놀고, 휴식 시간도 좀 필요할 텐데?
김리온: 못 놀죠! 그리고 그때 수학에 스트레스 엄청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쌤들이 미쳐가지고 갑자기 단계를 나눈대요! 그래가지고
원래 2반이었는데, 제가 한번 계속 안 나왔어가지고 3반으로
내려갔는데 제가 악바리로 공부했거든요? 다시 올라갔거든요?
연구자: 아 그, 반을 올리려고?
김리온: 네, 그게 스트레스가 좀 커요. 원래 위에 있던 애들이 내려가면
스트레스가 크잖아요? 근데 그 자극은 있어요. ‘와 내가 이 정
도로 공부해선 안 되겠구나...’ ‘해야겠구나 빡세게!’ 그래서 쌤
이, “다시 올라가야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다시 올라오
니까 “야, 하면 되잖아!” (웃음) 스트레스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막 세상이 핑 도는...

학교 시험은 따로 공부하지 않고 쉬엄쉬엄 준비해도 성적이 잘 나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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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학원에 가지 않는 학교 시험 기간은 오히려 휴가로 느껴졌다. 학
교에서는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 학교 수련회에 참석하지 않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공부하게끔 했고, 방과 후 청소 시간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일찍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배려했다. 김리온이 다닌 중학교는 학
구열이 높기로 유명한 지역에 있다 보니 영재고 등 고등학교 입시에 참
여하는 학생이 제법 있어서 학부모들의 요구가 열성적이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자기 자녀의 영재고 입시 자기소개서에 활용하고 싶다며 김리
온이 수행한 연구성과를 빌려달라고 김리온의 어머니에게 부탁한 학부모
도 있을 정도였다.
김리온: 전 몰랐는데, 한번 뒤통수를 한번 맞았어요. 제가 [연구를] 했는
데 갑자기 빌려달래요 그 연구성과를. 내가 PPT도 다 만들고.
같이 하긴 했어요. 근데 [제가] PPT도 다 만들고, 보드도 애들
이랑 고생해서 다 만들고, 걔한테 부탁한 건 그냥 간판 하나
만들어달라는 거. 그것도 프린트해서 딱 해온 거에요. 근데 그
걸 영재고 입시 하는 데 쓰고 싶대요. 그래서, 빌려줄 수 있는
데, 그 아줌마가 엄마한테 얘기한 거에요. 엄마가 “이렇다는데
어떡해?” [그러길래] “걔가 와서 [부탁]하라고.” 나한테 부탁하라
고 했는데 부탁을 안 하더라고요? 와서? 뭔가 자존심이 상했는
지. 그래서, 아니 무례하잖아요! 솔직히 내가 해왔는데. 그래가
지고, 지금도 걔랑은 무시하고 지내는. 맘에 안 들어!
연구자: 아 또 별도로 좀 한 게 있어요? 탐구 같은 거?
김리온: 학교에서 동아리를 제가 운영을 했었어요. (중략) 근데 그게 1
학년 때 했는데, 사실 [가치가] 크잖아요? 자치동아리니까. (중
략) [입시 제출 서류에] 이걸 증빙서류를 내야 되는데 자료가
다 저한테 있고. 제가 다했는데, 걔가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고
빌려달라기만 하니까. 그래서 제가 혼자 빡쳐가지고 안 주고
이랬죠.

다사다난했던 김리온의 영재고 입시는 중학교 3학년 1학기에 끝났다.
영재고 시험을 마친 다음 날 학원 친구들과 함께 피자파티를 했던 것이
- 75 -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학원에서의 즐거운 기억이라고 할 정도로 그간
입시에만 몰두했다. 영재고 입시가 끝나고 급격히 긴장이 풀려서인지, 하
루는 아침에 등교한 직후 학교에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간 일도 있었
다.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무척 고단한 김리온의 생활을 지켜봐 온
한 학교 친구는 “네 머리는 부럽지만 네 삶은 부럽지 않다”라는 말을 건
넬 정도였다.
김리온: 영재고 다 입시 끝나고서였어요. 입시 끝나고 잠재돼있던 스트
레스가, 몸이 풀리면서 갑자기 덮친 건가봐요? 원래 긴장이 풀
리면 갑자기 아프기도 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스트레
스 받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몸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신
호를 보낸 거죠. (웃음) ‘야 좀 쉬어라!’ 그날 아침에 등교하자
마자 응급실 실려 가서 점심 때쯤에 일어났어요. (중략)
연구자: 그래서 하루는 좀 쉬었어요?
김리온: 그날 이러고. (의자에 축 늘어지며) 이러고 누워있었어요. 계속
핸드폰 하면서. (웃음)

비록 영재고에 합격하지는 못했으나 딱히 미련이 남지는 않았다. 장래
에 의대 진학을 계획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영재고보다는 과학고를 목표
로 했기 때문이다. 3학년 2학기에 진행되는 과학고 입시를 준비하는 것
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었다. 영재고에 제출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과학
고 양식에 맞게 자기소개서를 수정했고, 면접 문제의 경우 영재고 시험
보다 어렵게 출제되지 않으므로 특별히 새롭게 공부할 내용은 없다고 생
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7월경, 김리온은 영재교육원을 그만두고 고등학교 입시에 집중
하길 권하는 어머니와 갈등을 빚었다. 김리온의 어머니와 영재교육원 조
교였던 나는 긴 시간 동안 김리온의 수료 포기에 대해 상담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리온은 끝까지 영재교육원 활동을 포기하지 않았고, 절충안으
로 중요한 학원 수업이 있는 날은 영재교육원 활동에 빠지기로 합의를
보았다. 나는 김리온이 최소 활동 시간을 채우지 못해 영재교육원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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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하지 못하는 일을 막고자 다른 학생들과 일정을 조율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때는 별도로 시간을 내서 김리온의 활동을 지도하고 활동시
간으로 인정해주었다. 그녀는 서울대학교 실험실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실험 활동을 할 수 있는 재미를 놓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관심사
가 비슷하고 서로의 고충을 잘 이해하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
하게 생각했다.
연구자: 사사 때 어머니랑 한바탕 했다고 해야 되나? 의견이 갈등이 좀
있었잖아요. 사사를 계속 해야 되느냐.
김리온: 네네, 그렇죠. 한바탕까진 아닌데.
연구자: 그래서 그때 되게, ‘아,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고
민이 많았어요. (중략) 그래가지고, 난 그런 거 처음 경험해서
(웃음) 그래서 ‘아, 내가 여기서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김리온: (웃음) 그럴 수 있겠네요.
연구자: 리온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좋겠다, 리온이가 결정을 했
는데 뭐 어렵겠다고 판단이 되면, 막을 수는 없는데 리온이가
하고 싶다하면 최대한 배려하고 싶다, 그렇게 했는데 (중략)
김리온: 저, 사사하면서 그냥 가끔 모이는 게, 영재원에 “놀러 왔어요!”
그런 마음으로 했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학원 숙제 들고 와
도 결국에는 와가지고 못 하고! (웃음) [친구들끼리] “야 학원
숙제냐?”, “어, 해야지?” 이러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내려놓자,
내려놔!’ 이런 얘기도 안 하는 데 알아서 놓고서 그냥 떠들고
있어요. 그러다 교수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웃음)

영재고 입시가 끝난 이후에도 김리온은 과학고 입시를 준비하느라 바
쁜 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3학년 2학기에 진행된 과학고 입시에서 전
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1단계 서류 평가 및 출석 면담 전형에
서 불합격하여 과학고 면접고사를 치를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것이다. 차
라리 시험을 보고 탈락했다면 납득하기 쉬웠을 텐데 입학사정관이 면담
시간 내내 무척 호의적이었고 본인도 대답을 꽤 잘했다고 생각했기에 면
담 단계에서의 탈락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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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온: [한산과고 입학사정관의] 마지막 멘트가, 뭐 “여기를 꼭 오고
싶은 이유가 있냐” 해서, “여기 꼭 와보고 싶다” 해서, “와서 뭐
하면 되겠다”, 되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
서 면접 끝나고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결과가 이렇
게 나왔네? (웃음) 사람 가지고 노는 건가 이거는? 적어도 이러
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희망적인 이야기는 하면 안 되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그게 기분 차이가 확실하잖아요. 아 진짜, 과
고도 차라리 시!험!을 먼저 보라 그래요.
연구자: 시험을 먼저?
김리온: 시험을 먼저 보라 그래요. 제가 하면서, 면접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시험을 먼저 봤으면, 나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면접을 볼 땐 일단 자소서랑 생기부를 바탕으로 하는 거고, 시
험을 보고서 면접, 자소서 [평가]하는 건 확실히 다르잖아요. 일
단 기본 베이스가, 일단 과고도 엄연히 과학영재들이나 수학영
재들이 모여있는 집단인데? (중략) 그니까 그 실력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하고서 그 데이터를 넘은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면
접을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적어도 같은 실
력이 있을 때 그것보다는, 면접했을 때 인성을 본다거나, 막 그
렇게 해서 더 나눠서 해볼 수 있잖아요. (중략) 1차 면접에서
이렇게 되면 뭔가 인정을 하기가 싫을 것 같아요. (중략) 영재
고는 시험을 먼저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히 터치를 안 해요.
시험에서 떨어지면 내가 능력이 안 된 거니까. (중략)
연구자: 이거, 그때... 그때 기분 떠올리긴 좀 그렇겠지만 어땠어요?
김리온: 떨어졌을 때요? 학교에서 울었어요. 저, 잘 안 우는데. 그니까
충격이 큰 거죠. 생각보다 커가지고, 제가 울줄 몰랐는데... 사
실 밖에서 우는 걸 되게 쪽팔리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
교] 애들도 제가 원래 되게 강인한 애고 무슨 애를 쥐어팰 것
같이 (웃음) 그렇게 하고 다니는 앤데.

과학고 입시가 아쉽게 종료된 후, 김리온은 선택의 여지 없이 일반고
를 지원하였다. 이과 공부를 오랫동안 하면서 남학생들과도 스스럼없이
지내는 성향이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여고 특유의 치열한 내신 경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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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고자 남녀공학을 1순위로 지망하였다.
김리온: 중학교 때 예를 들면 안 되지만, 내신을 했을 때? 반에서 과제
를 안 해왔다 그러면 대부분이 남자애들이에요. 가끔가다 여자
애들 한 명씩 끼어 있긴 한데 대부분이 남자애들이에요. 그래
서? 대부분 애들이 [내신 성적을] 깔아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자애들 상대적으로 성적 올리기는 쉬운데? 여고를 가
면? 평소에 열심히 하던 애들도,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내려가는 거에요.
연구자: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김리온: 네, 다 열심히 하니까. 거기서 거기서 완!전! 특출나게 완전 다
퍼펙트하지 않는 이상, 부들부들 떨면서 ‘아 애들 다 이거 열심
히 했을 텐데 나 이번 결과도 어떡하지?’ 막 이런 부담감이 계
속 있죠.

하지만 고등학교 추첨 결과, 그마저도 원치 않던 낮은 지망의 여고에
배정받게 되었다. 김리온은 자신이 남녀공학이 아닌 여고에 배정받은 결
과를 단순히 운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고 보았다. 전국단위 자사고보다는
선호도가 덜하지만, 상위권 학생들이 일반고보다는 선호하는 서울지역
자사고의 경우, 2016년 당시 전체 22개 학교 중 남고가 16개, 여고가 2
개, 남녀공학 4개로 남학생 정원이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즉 남학생 중
에는 지역자사고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남녀공학 일반고는
남학생 경쟁률보다 여학생 경쟁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김리온: 자사고 중에서는 여자 자사고는 없으면서, 남녀공학이나 남자
자사고가 은근히 많아요. (중략) [여자 자사고는] 진짜 없어요.
굳이 따지면 있긴 있겠죠. 찾아보면 있겠는데 아마 잘 안 알려
지거나...
연구자: 이것도 사실은... 맞아.
김리온: 이게... 너무 선택폭이 좁아요. 지금 저희 때가 인구가 적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선택폭이 적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사태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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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냐면, 지금 산물고라고 [일반계] 남녀공학이 있어요. 남자애
들 분산되니까 남자는 미달이 나면서 여자는 폭발한 거에요.
이런 상황이 나온다니까요?
연구자: 그래서 리온이가 산물고 지원을 했는데 (웃음) 튕겨서... 여러모
로 이게, 남녀 불균등이네?
김리온: 불균등이라니까요!

우여곡절 끝에 진학하게 된 일반계 사립 여자고등학교에서 영재학급에
지원하여 과학실험을 꾸준히 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입시 스트레스로
응급실에 실려 가는 일을 겪으면서도, 그리고 어머니가 입시에 집중하길
바란다며 영재교육원 수료를 포기하라고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과학실험을 마지막으로 즐길 수 있다는 생각에 2년간 서울대학
교 과학영재교육원 활동에 성실히 참여했을 만큼 실험을 좋아하는 성격
이라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연구자: 만약 그때, 사사를 중간에 그만뒀다면, 그러면은... 이게 사실 어
떻게 보면 그거잖아요, 기회비용이잖아요?
김리온: 네, 그렇죠. (웃음)
연구자: 시간을 투자하는 시간이 분명히 존재하고, 만약에 그 시간에
추가적으로 다시 공부를 했다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김리온: 저는 그때 과고 준비할 때, 면접에서 최선을 다했고, 뭐 더 할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사사과정은] 실험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으니까... 아,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어요. 목동고
에 실험반이, 영재학급이 있어요. (중략) 1학년 때도 영재학급
지원하려고요.

비록 자신이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는 못했지만 김리온은 그간의
고등학교 입시 경험을 되돌이켜보며 그래도 과학 실력을 얻은 것은 정말
큰 수확이라고 평가했다. 어차피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과학을 공부해야
하는데 자신은 이미 수능 과학탐구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을 정도의 실
력을 갖추었으므로 다른 부족한 과목을 공부할 시간을 벌었다는 이유다.
또한, 영재고, 과학고 탈락에 이어 추첨으로 배정하는 일반고까지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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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배정받지 못하는 불운을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두부 멘탈”에서
“강철 멘탈”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마음이 아픈 경험을 상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쾌활하게 웃으며 “액땜은 다 한 것” 같다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는데, 어차피 고등학교보다 대학을 어디로 진학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김리온: 항상 생각하는 게, ‘인생의 마지막은 대학이다.’ 그러면 좀 생각
이 가벼워지거든요? 고등학교가 끝이 아니잖아요? 과학고 가도
1등 못하면 좋은 대학에 못 가니까. 그래서 엄마가, 오히려 “너
과학고에서 중위권 할 거면 안 간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지금까지 학업적으로 적극적인 뒷바라지를 해온 김리온의 어머니는 여
러 학원에서 진행하는 고등학교 내신관리 설명회를 다니느라 바쁜 시기
를 보내고 계신다. 김리온은 다시금 “학원 to 학원의 삶”을 살 것 같다고
말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때 좋
은 성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에 합격한다면 “진학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취업 걱정도 안 하고,
그냥 실컷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김리온: 최고의 목표는 서울대 의대! 안 그러면 서울대 심리학과! (웃
음) 그 정도? (중략) 최고의 서울대가 좋죠.
연구자: 서울대를 가서는 뭘 하고 싶어요?
김리온: 가서요? 가서는 공부하고 싶은데 그냥? 그냥 맘 놓고 공부하고
싶어요. 진학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취업 걱정도 안 하고 4학년
때까지는 실컷 그냥 하고 싶은 거만 하면서 살고 싶어요.
연구자: 지금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해야되는 걸 하는 상황인건가?
김리온: 해야되는 걸 하는 상황이죠. 한국 입시 자체가 그렇기도 하고.
제가 항상 그랬어요. 우리 학교 교육의,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문제점.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해야되는 걸 해야된다! 그거에 대
해서 오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거든요? 내가 왜 굳이 이걸... 솔
직히 말해서 수학을 안 하면 다 버리는 거랑 똑같잖아요? (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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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그래도 수능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해야되니까. 약간 그런
생각도 있고. 내가 역사는 되게 좋아하는데, 내가 왜 국어에서
화자의 심정을 생각하며... (웃음) 내가 왜 이걸 왜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화자의 심정을 알아서 내가 뭘 하려고? (웃음)
이런 느낌이죠.

4. 박재혁 이야기: “특목고가 멋져 보일 것 같아서”
박재혁은 회사원인 아버지와 전업주부인 어머니, 그리고 4살 터울의
여동생으로 구성된 중산층 가정의 장남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갑내
기 부부이며 아버지는 유쾌하고 활발한 성격인 데 반해, 어머니는 침착
하고 차분한 성격이라 “엄마가 아빠를 잡는 그런 분위기”의 집안이라고
한다.
박재혁은 유치원에 다닐 무렵의 어린 시절부터 책을 엄청나게 좋아하
는 아이였다. 이러한 박재혁의 성향은 부모님의 자녀교육 방향과도 잘
들어맞았는데, 특히 글쓰기와 논술 강사 경력을 가진 어머니는 자녀들이
학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게끔 장려함과 동시에 책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었다. 박재혁이 “다른 애들
이랑 노는 게 좀 다르다”라고 생각한 부모님은 초등학교 3학년이 끝날
즈음 박재혁에게 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시험을 볼 것을 권유했다. 비록
체계적으로 선행학습을 해본 적은 없었지만, 책을 통해 과학이 재미있다
고 느껴왔던 박재혁은 영재교육원 선발 시험을 보고 합격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3년을 줄곧 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에
다니며 다양한 과학실험을 경험한 것은 의미 있었으나 교육청에서 운영
하는 영재교육의 한계 때문에 학습 내용이 교육과정을 벗어날 수 없어서
심화 과학을 배운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다. 박재혁은 “좀 어려운 과학
을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마음이 맞는 친구 대여섯 명과
동네의 과학학원을 같이 다니게 되었다. 과학학원에 다니며 처음으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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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이라는 과학의 세부과목을 공부하게 되었는데,
그중 화학은 학원 숙제를 빠짐없이 하는 것을 넘어 자발적으로 예습까지
할 정도로 흥미를 느꼈다.
박재혁: 저희 부모님께서 학원을 다니는 걸 되게 안 좋아하세요. 저희
부모님의 교육 모토가 무엇이었냐면, ‘책을 많이 읽게 하자’고,
두 번째가, 지 혼자 공부하게, ‘자기주도학습을 몸에 배게 하자’
였거든요. 진짜 부모님이 존경스러운 게, 진짜 저희 어머님이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저랑 저희 부모님이랑, [교육청]영재원 친구들이랑 많이 친했는
데 그 영재원의 친구들은 그때부터 수학, 과학 선행을 계속 빼
기 시작했어요.
연구자: 보통 그렇지.
박재혁: 근데 그 어머님들이 되게 애들을 적극적으로 학원에 보내셨는
데 저희 부모님만 저를 끝까지 학원에 안 보내시고 과학 하나
만 보내셨어요.
연구자: 사실 그렇게 어머님들끼리 친하고 교류가 많으면 자연스럽게
불안해지거나 물들기 마련인데... 표현이 적절한진 모르겠지만.
박재혁: 네네 맞아요. 저희 어머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중략) 내
적 갈등이 너무 심하셨대요. 그리고 외적 갈등도 심하셨대요.
저희 그때 다른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학원 같은 거 정보공유
나 세미나 같은 거 나가실 때 저희 부모님만 안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관계도 멀어지고... 근데 진짜 대단하셨던 거에요.
그런 거 다 빼시고 ‘그래도 나는 얘를 죽어도 학원에 안 보내
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연구자: 소신 있으시네.
박재혁: 네.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과학학원은 보내셨던 게 제가 그래
도, 제가 과학을 좀 더 배워보고 싶다 이런 게 있어서, 제가 그
런 마음이 있어서 같이 보내셨어요.
연구자: 어머니가 직접, 뭔가 과학을 좀 알려주실 수 있었다면 아니었
을 것 같은데? (웃음)
박재혁: 네네. 근데 저희 어머님께서 문과셔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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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혁이 고등학교 입시에 대해 처음으로 생각한 시기는 초등학교 6학
년 때였다. 영재교육원에서 친하게 지내던 부모님들이 서울지역에서 가
장 선호되는 전국단위 자사고 설명회에 자녀들을 다 함께 데리고 간 것
이다. 평생 유일하게 가본 고등학교 설명회였지만, 단 한 번의 경험만으
로도 “좋은 학교”에 대한 박재혁의 마음을 동요시키기에 충분했다.
박재혁: 저는 고등학교 가면 되게 행복, 전 되게 뭐랄까... 나쁘게 말하
면 멍청한 거고 좋게 말하면 낙천적인 건데 (웃음) 제가 두리
고 가면 되게 행복한 학교생활 라이프! (웃음) 캬! 캠퍼스 라이
프! (웃음)
연구자: 오, 뭐가 그렇게 기대돼? (웃음)
박재혁: 일단 뭐, 저는 6학년 때부터 약간 두리고에 대한 환상이 있었
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처음으로 자사고에 대한 인식을 했고.
(중략) 걔네[=교육청영재원 친구]랑 두리고 답사를 갔었어요.
아, 답사가 아니라 설명회를 갔었어요. (중략) 부모님들에게 이
끌려서 갔죠. 그때 막 저희 4명이, 지루해서 나와서 벤치에 앉
아서 웹툰 봤어요. (웃음)
연구자: 어머님들끼리 또 그런 교류를 하시니까 두리고 설명회가 있으
니까 애들 한번 데리고 가보자, 그렇게 돼서?
박재혁: 네, 딱 그렇게 돼서.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막 다른 애들은 영
재학교, 과고 이런 것도 한번 가보고 설명도 들어보고 하는데,
저는 가본 데가 딱 두리고잖아요? (중략) 그래도 [설명회 당시]
완전 밖에 나와서 있던 게 아니라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아,
완전 좋은 학교인 것 같은 거에요.

초등학교 생활을 마치고 중학교에 진급하게 된 박재혁은 중학교 배치
고사에서 수석을 하여 입학식에서 학생대표 선서를 맡게 된다. 이것만
해도 학교 구성원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지만, 원체 책을 좋아하는 성격
상 학교 복도를 걸어가면서도 책을 읽고 다니는 유별난 모습까지 더해져
학교 친구들은 그를 심지어는 “신격화”할 정도로 남다르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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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과학학원에 함께 다니던 친구들
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자연스레 과학학원에 가지 않게 됐다. 그 대
신,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과학영재교육원에 합격한 박재혁
은 처음으로 대학교 실험실에서 실험 활동을 해볼 기회를 얻었다. 비록
실험 자체는 그다지 흥미롭게 느껴지지 않았지만, 과학실험에 필요한 설
비가 잘 갖춰진 실험실에 감명을 받아 “내가 커서 이런 데를 다니면 재
밌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중학교 1학년 생활이 마무리될 무렵,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영재교육
원 친구들이 하나둘 영재고와 과고 입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박재혁
또한 이과 분야에서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많이들 참여하는 영재고
입시에 막연하게나마 도전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는 부모님이 바라보는 박재혁과 스스로 평가하는 박재혁이 너무
큰 괴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박재혁의 부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모습을 보여준 아들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입시 전문학원의 도움 없
이,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영재고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
다. 그가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영재교육원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 과
학영재교육원에 합격한 것처럼 말이다.
반면 박재혁은 영재교육원이나 학원에서 만난 친구들이 하루 대부분을
입시 전문학원에서 보내며 영재고 입시만을 위해 몰두하고 있는 현실을
목격했다. 그들의 현재 입시 준비 수준과 비교하면 박재혁은 자신이 초
라하게만 느껴졌다. 특히 부모님의 권유로 중학교 2학년 때 학생들이 가
장 높게 평가하는 가름영재고 시험문제를 접했을 때 무력감을 느낀 이
후, 자신에 대한 “과소평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럴수록 ‘아들
정도의 영재성을 가졌다면 학원에 다니지 않아도 영재고에 충분히 합격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의 “과대평가”는 나날이 큰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박재혁: 중1까지는 되게 무난하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중략) 그
때는 되게 편안하게 지냈었는데... 2학년 되면서 문제가 좀 발
생했어요. 입시 문제요. 어떻게 보면 지금 문제의 메인인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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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데... (웃음) [영재원] 애들이랑 막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애들
이 슬슬 과고, 영재고를 준비하는 거에요. 보통 애들 ‘과학 좀
한다’하는 애들 중1 되면 학원 같은 데서 막 “영재고, 과고 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커리큘럼 딱! (중략) 그때부터 수학 [진도
를] 막 빼고, 과학도 막 빼고, 창의력 문제 막 풀고 그러잖아
요? (중략) 근데 저희 어머님께서는 학원을 많이 안 다니셔서,
학원가와 많이 안 친하셔서 그런지 제가 단순히 물리I, 화학I
정도 하고, II 과목 조금 맛만 살짝 본 것만 가지고 제가 과학
을 되게 잘하는 줄 알고 계셨어요. (웃음) 근데 저희 부모님은
안타깝게도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셨어요. 그래서 2학년 때
“너도 가서 가름영재고 시험 한번 봐라!” 그래서 봤는데, 뭔지
진짜 하나도 모르겠는 거에요.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중
략) 중2 때 딱 가름영재고 시험을 딱 보고, 허어... 그래도 그때
는 저도 아는 게 없어서, ‘나도 이런, 나도 영재고는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연구자: 아, 영재고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박재혁: 네, 했었는데, 그게 좀 뭐랄까... 진짜 진지하게 가고 싶었던 게
아니라, ‘나도 이런 걸 좀 잘하고, 과학을 잘하면 좋겠다’는 생
각이 들었어요.

중학교 2학년 시기부터 박재혁의 심적 압박이 심해졌던 이유 중 하나
는 서울대 과학영재교육원 때문이기도 했다. 서울대 영재교육원에서 만
난 학생들은 지금까지 그가 만났던 어떤 친구들보다도 똑똑한 학생들이
많았다. 특히 같은 화학분과의 학생 중 한 명이었던 병기가 과학영재들
에게 있어 꿈의 학교로 여겨지는 가름영재고에 중학교 2학년 때 조기합
격하자 스스로 점점 위축되는 것을 느꼈다.
박재혁: 서울대영재원에 딱 왔는데... 병기보고 진짜 너무 컬쳐쇼크를
받았어요.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걔가 너무 와...
연구자: 사실 교사 입장에서는 병기가 눈에는 많이 안 띄었거든? 근데
학생들이 느끼는 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박재혁: 네, 일단 ‘나는 똑똑하다’라는 게 얼굴에 딱 써 있는 것 같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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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그리고 걔가 가름영재고를 그것도 조기졸업으로 갔다니까
더 놀란 거죠? (중략) 어쨌거나 확실한 건 서울대영재원에 들
어오면서, 마음고생이 좀 더 심해졌던 것 같긴 해요. (중략) 제
자신대로 저를 너무 깎아내리다 보니까, 깎아내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거기다가 제가 (중략)
화학에 관심이 있어서 화학분과에 들어왔다고 해도, 화학I, II에
서 배웠던 걸 거의 다 까먹은 상태인데, 그 친구들은 영재고나
과고를 준비하니까 물리, 화학을 많이 배웠을 거 아니에요? 걔
네가 쉬는 시간에 칠판에 분자식 막 쓰고, 분자구조 그리고 그
러면서 놀았어요! (중략) 그때 얼마나 심했었냐면, 몰수 구하는
것도 기억이 안 났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위축이 된
거에요 제가 그런 면에서. 애들은 막 영재고 준비한다고 하고,
허구헌날 일반화학 가져와서 펴보고 있고.
연구자: 맞아, 학원 숙제들 같은 거 많이 갖고 왔었지.
박재혁: 네네. 그리고 뭐지? 맞아요! 그게, 애들에 비해서 내가 너무 초
라하고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중략) 자신
감이 되게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에 올라오며 곧 영재고 입시가 다가왔다. 그러나 주변 친
구들이 본인의 모든 시간을 영재고 입시 준비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자
신의 경우는 “시간은 막 흐르는데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 시간만 이
어졌다. 차라리 학교 내신시험 기간에 내신공부를 하는 것은 마음이 편
할 정도였다.
박재혁: [학교에서는] 공부도 안 했어요. (웃음) 그냥 내신공부할 때만,
그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할 때 3주 전부터만 열심히 공부했
지.
연구자: 내신은 아주 큰 부담은 안 됐던 건가?
박재혁: 네, 내신공부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어차피 그냥 싹 다 외
우면 이기는 거니까. (웃음) 저는 그냥 딱히 내신 비법이라 할
것 없이 그냥 핵심정리를 한 다음에 다 외웠거든요. 싹 정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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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저는 차라리 내신공부를 하는 게 마음이 편하기도 했어
요. 왜냐하면 내신 기간 밖으로 딱 벗어나면 다시 입시 스트레
스에 시달리게 되니까. 적어도 내신공부할 때는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입시 공부를 멈추잖아요? 차라리 전 그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연구자: 재혁이는 [평소에 항상 쾌활해서] 입시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걸로 내가 생각하고 있었어. (웃음) 굉장히 잘못 알고 있었네.
박재혁: 뭐랄까, 입시 스트레스가, 전 다른 애들이랑 다르죠? 걔네들은
너무 많이 해서 힘들었던 쪽이라면 저는 너무 안 해서 심적으
로 힘들었던 쪽이죠. 그니까 갈피를 못 잡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하지도 않았고. (웃음)

3학년 때 영재고 입시를 치를 때는 전 해 도전했던 가름영재고보다는
경쟁이 덜하다는 과학예술영재고에 지원했지만 “당연히” 탈락이었다. 실
망스러운 결과에 좌절할 법도 했건만 박재혁은 오히려 홀가분함을 느꼈
다. 영재고 입시가 종료된 후, 박재혁은 부모님과 마주 앉아 그간의 심경
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자신에 대한 부모님의 기대가 엄청난 심적 압
박으로 다가왔다는 말이었다.
박재혁: 진짜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은 게, 저희 부모
님께서는 저한테 영재고를 가라고는 하시는데, 다른 친구들이
영재고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다 알잖아요? 얘는 학원에서 막
2, 3시까지 공부를 한다...
연구자: 재혁이는 아는데 어머니는 잘 모르시고?
박재혁: 네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영재고는 영재성으로 가는
데라고 믿으신 거에요. 근데, 제가 부모님의 생각을 바꿀 수도
없고, 너무 기가 막혔던 거죠? (웃음) 답답했던 거죠. (중략) 중
학교 3학년 때도 저보고 영재고 시험을 보라는 거에요. 그래서
과예영 시험을 봤죠. 가름영재고는, “엄마, 가름영재고는 안
돼.” (웃음) 그래서, 당연히 또 떨어졌죠. 당연히 떨어지죠. 제가
거기서도 푼 문제가 거의 없는데.

- 88 -

연구자: 다른 애들은 뭐, [지원할] 학교별로 시험문제도 막 모의고사도
계속 보고, 준비하는 것 같더라, 학원에서.
박재혁: 네네, 그렇죠. 제 친구 말 들어보면 보통, 중2 말쯤에 자기가
갈 곳, 중2 후반부쯤에 자기가 갈 고등학교를 어느 정도 정한
다고 하더라고요.
연구자: 아 재혁이도 친구들한테 다 들었구나? 그런 이야기를?
박재혁: 네네. 제 제일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걔도 영재고 붙어서. 아,
[나만 빼고] 다 갔네, 영재고? (웃음) 그래서 중3 영재고 시험을
딱 보고, 너무 홀가분했던 게 기억이 나요. “야이씨 이제 영재
고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구나!” 그때 부모님하고 되게 진솔하
게 얘기를 몇 번 했었어요. (중략) 그래서 엄마가 그때부터 깨
달으신 거에요. ‘아, 내가 우리 아들한테 뭔 짓을 한 거지?’ (웃
음) 아니아니, 뭔 짓이 아니라, ‘왜 계속 영재고를 가라고 했던
거지?’라고 생각을 하신 거에요. (중략) 저희 부모님께선 저를
되게 과대평가를 하셔서. (웃음) “영재고 갈 거야, 영재고 갈 거
야”, 이러시니까... (중략) 제가 막, “날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라
고!” 그러면서 계속 울었었거든요. 으아... 왜 울었지 그때?

진심으로 영재고를 가고 싶었다면 오래전부터 학원에서 시험공부에 매
달렸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해 탈락한 상황에서, 박재혁은 부모님과 허심
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2학기에 지원할 고등학교를 고민했다. 과고의
경우는 교육과정이 너무 수학, 과학에 치우쳐져 있으므로 본인의 성향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자사고를 우선 살펴보았다. 그렇게 여러 선택지를
모색하다가 어렸을 때 설명회에서 좋은 인상을 받은 학교이자 본인 기준
에서 가장 멋있는 학교라고 생각하는 두리고에 지원하기로 했다.
연구자: 처음에 재혁이는 근데 특목고, 아! 과학고 지원은 안 한다 그랬
었지? 처음에?
박재혁: 예, 제가 되게, 뭐랄까... 전 되게 생각보다 입시에 굉장히 생각
이 없는 경우였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까지 되게 어안이 벙벙
한 게, (웃음) 저는 제가 봤을 때 일반고를 진학해도 충분히, 충
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최인규: 고입 내신 백분위 0.4%의 위엄입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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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혁: 아니 그, 저희 중학교 앞에도 꽤 나쁘지 않은 사립학교가 있었
고, 사립고등학교가 있었고, 저도 내신도 괜찮게 땄고 그랬으니
까. 근데 저는 되게 뭐랄까 좀... 되게 세속적인 욕심이라고 해
야되나? 일단 특목고라는 게 네임밸류가 있잖아요. (중략) 딱히
뭔가 더 나은 지성을 추구하거나, 뭐 아니면 다른 친구들처럼
대학을 좀 더 잘 가거나 하는 생각 없이 그냥, “가면 멋지겠
다!” (웃음)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영재원 지원한 것도, “가면
멋져 보이겠지?” (웃음) 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어쩌다보니까
그게 되게 좋은 선택이긴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거였는데,
계속 특목고를 여러 개 알아봤죠. 그러다가 영재고 쪽은 내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안 해놔서 안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했고,
과고 쪽은 커리큘럼이 저랑 안 맞을 것 같아서 접었고, 그래서
자사고가 여러 개 있는데, 그럼 제일 좋은 게 뭐지? 두리고?
그럼 두리고가 제일 멋져 보일 것 같아서, (웃음) “그래, 두리고
를 가자!”

부담스러운 영재고 입시가 끝나자 그동안 수학·과학 공부 때문에 미뤄
왔던 다른 공부도 시작했다. “갑자기 영어가 너무 하고” 싶었던지라 “학
원에 날 좀 보내줘!”라며 어머니를 설득했고, 몇 번을 반대하시던 어머니
는 마침내 영어학원에 다니는 것을 허락하셨다. 고등학교 입시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내용이 어렵기도 했지만, 스스로 원했던 공부였기 때문에
영어학원에 다니는 것이 무척 즐거웠다.
중학교에서 학생회장을 지내는 등 3년간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했고 내
신관리까지 완벽에 가깝게 해둔 박재혁에게 지필고사를 보지 않는 자사
고 입시가 별달리 준비할 게 없는 과정으로 느껴졌다. 게다가 3학년 2학
기가 거의 마무리된 시점에는 고등학교 입시를 많이 경험해본 학교 담임
교사가 학생들의 특목고 입시 상황을 많이 배려해주기도 했다. 제법 많
은 학생이 자기소개서나 면접학원에 다니기도 했으나 박재혁은 자기소개
서와 면접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담임교사 덕분에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
했다.
서울대 영재교육원에서 사사과정 탐구를 진행하면서도 중간중간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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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끼리 수다도 떨고 서로 모의면접을 봐주기도 했다. 그리고 박재혁은
자신이 지원한 두리고에 무난하게 합격하였다.
그는 지금까지의 영재교육원 활동 덕분에 자신이 두리고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6년간 꾸준히
영재교육원에 다니며 활동했던 경험으로 인해 다른 지원자들과는 차별화
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박재혁: 고등학교 입시, 지금 보면 너무 쓸데없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영재고, 과고는 입학시험 있으니까 그거는 애들이 빡세
게 공부를 해야되는건 맞는데, 자사고는 되게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몇몇 애들이 차라리 영재원을 다니느니 학원을 다니겠
다 하더라고요. 되게 웃긴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
사고는 스펙 경쟁이잖아요? (중략) 제가 알기로는 자사고가, 두
리고 같은 자사고를 붙으려면, 특히 두리고 같은 경우는 한 분
야에 대한 매니악한 그런 스펙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만
약에 과학 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런 스펙을 어디서 쌓겠어요?
이게 같은 학년에서 특별한 경험이나 스펙을 쌓을 수 있는, 스
펙이라고 하긴 웃긴데, 그런 특별한 경험이나 그런걸 할 수 있
는 데가 영재원이잖아요? 진짜 되게, (웃음) 영재원을 다니느니
학원을 다니는 건 되게 웃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자사
고를 다니는, 지망하는 애들한테. 자사고는 선행 하나도 필요
없거든요. 하면 좋겠지만. 어떻게! 영재원을 그렇게 생각할 수
가 있는 거야?

박재혁은 자신에게 있어서 고등학교 입시가 “좀 더 높은 목표”를 가짐
으로써 “한계를 더 확장”하는 도전의 과정으로 의미가 있었다고 말한다.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줄곧 “특별한 애”라는 평가를 받아와서
자신도 모르게 뭔가 특별한 것을 해야 한다는, 달리 표현하면 멋져 보이
고 싶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다며 솔직한 심정을 내비치기도 했
다. 하지만 자신의 그 “단점”을 내다 버릴 생각은 추호도 없다. 이러한
감정 때문에 가끔은 무척 힘들기도 한 것이 사실이지만, 과거의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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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아보면 한편으로 자신이 타인과는 구분되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내
적 동기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그 덕에 영재교육원부터 자사고까지, 박재
혁이 그간 획득한 교육기회는 그 기회를 얻지 못한 다른 학생들에게 미
안할 정도로 자신을 성장시키는 소중한 토대였다고 평가했다.
박재혁: 평범하게 공부 잘하는 애가, ‘나는 일반고에 갈 거야’ 하는 것
보다, 특목고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확실히 자신의 한계를 더
확장시킬 수 있다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은 좀 더 높은
목표가 있어야 계속 자신을 발전시키는 거고, 영재고는 진짜
전 답 없이, (웃음) 그러니까 망상이었죠. 따지고 보면 망상이었
어요, 그거는. (웃음) 망상하긴 했지만 적어도, 그런 나보다 더
앞서나가는 애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었잖아요. 그리
고 더 나아가 자사고 대비를 함으로써,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공부를, 제가 해왔던 걸 정리하면서, 더 나은 제 비전이나 진로
설계를 확실히 할 수 있었고? 뭐 그게 비록 입시용 진로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저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지만 옛날부터 꾸준
히 자사고를 준비한 애들은, 여러 가지 스펙을 쌓았잖아요? 그
스펙 자체가, 스펙을 쌓는다는 행위 자체가, 되게 피곤하고, 되
게 어떻게 보면 쓸데없어 보일지 몰라도, 그 자체가 개인을 좀
더 의미 있게,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거라고 봐요. (중략)
굳이 또 하나 따지자면 제가 부담감이 되게 크죠. 근데 그거는
장점에 딸려오는, 장점에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런 불안, 긴장감이나 불안감이 없으면,
이런 거 도전하는 것도 재미가 없잖아요? (웃음)
연구자: 그렇지. 오오, 멋진 말인데?
박재혁: 아니 근데 되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웃음) 그리고 과거는 미화
되는 법이기도 하고. (웃음) 분명히 되게 힘들었던 것 같은데
심적으로. 제가, 아! 그니까 이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었어요. 제
가 어렸을 때부터 나름 부모님께, 부모님이나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저는 좀 되게 특별한 애로 대우를 받아왔거든요?
저는, 저도 알게 모르게 뭔가 특별한걸 해야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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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남들과는 다른, 다른 특별한걸 해야 된다는 그런?
박재혁: 네, 맞아요! 그런,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평
범하게 살 순 없어!” 이런 강박. “살면 안 돼!” 이런 강박관념이
드는 것 같아요. 진짜, 뭐든지요. (중략) 그런 강박관념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개인적으로 되게
안고 가고 싶은 제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걸 통
해서, 그걸 내다버리는 건 되게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을 하거
든요. 그게 없으면 저는 발전을 못 하게 되니까요.

본인이 목표했던 두리고에 합격한 박재혁은 벌써부터 선택형 교육과정
에 기대를 품고 있다. 비록 1학년 때는 공통과정이 많아서 선택의 폭이
좁지만 2, 3학년 때는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충분히 선택하여 공부할 수
있을 만큼 자유도가 높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고등학교 입시 준비를 위
해 이과 과목만 중점적으로 공부했는데, 학교에서 수강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면 흥미로운 문과 과목을 골라서 들을 수 있어서 기대가
크다.
하지만 중학교에서 수석으로 입학하여 수석으로 졸업까지 한 박재혁조
차도, 공부로는 알아주는 학생들만 모인다는 자사고 진학을 앞두고는 좋
은 성적을 받지 못할 것 같아 걱정 또한 크다. 내신뿐만 아니라 독서, 봉
사활동, 대회 준비 등 대학교 입시를 위해 신경 써야 할 비교과 활동도
많아서 더욱 심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일단은 필수 교과목
중 가장 껄끄러운 수학을 학원에서 조금씩 공부하며 고등학교 생활을 준
비하고 있다.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했더라도 결국에는 좋은 대학에 진학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연구자: 지금 재혁이가 얘기할 때 뭐가 좀 흥미로웠냐면, 대학교 딱 얘
기하잖아요? 사실 재혁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데, 우리 막 공부 열심히 해서 영재원 뭘 하고 성취하고 할 때,
모든 대화의 종결이 어디까지면 대학까지야. 그 이상을 이야기
를 안 해요. 사람들이.
박재혁: 그게, 그게, (웃음) 안 좋은 거죠. 고정관념? 고정관념이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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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고정관념인가?
연구자: 대학은 무슨 의미일까? 우리나라 사회에서 대학이라는 것은.
박재혁: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어느 정도 가늠케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해야 되나? (중략) 대학의 입지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
전히 우리 사회에서 그 사람이 나중에 사회적으로 얼만큼까지
성장할 수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게 대학이잖아요? 그러니
까 그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높여보기 위
해서 가는 게 대학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회적 성공이란 게, 일
단 부랑 관련이 있는 거에요. 있다고 보는 전제하에. 개인적인
행복이나 그런 거는 대학으로 따질 순 없겠죠. 근데 그거 맞잖
아요? 우리나라 회사에서 신입사원같은 거 뽑을 때 대학을 가
리고 하는게 법적으로 돼있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그거는.
대학만 보는게 굉장히 속물적인 태도인 걸 인정한다 해도, 대
학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서 대학까지 얘기하는 건 좀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합리화일 수도
있네요.

5. 최인규 이야기: “내 할 일은 내가 하게 좀 놔둬라”
최인규는 금융기관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아버지와 특수교육 교사인
어머니, 그리고 3살 어린 여동생으로 구성된 가정에 속해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대학원까지 졸업했을 정도로 학력이 높다.
최인규는 어렸을 때부터 특수교육 교사였던 어머니가 자폐증을 의심했
을 정도로 숫자에 관심이 많았다. 지나치게 숫자에만 몰두하는 아들을
걱정하여 어머니는 일부러 대신에 국어, 영어, 과학 등의 다른 분야에도
관심을 두도록 환경을 조성하기도 했다. 그는 초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점
심시간마다 학교 도서실에 눌러앉아 문학, 비문학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책을 읽으며 다방면의 호기심을 키워갔다.
그렇게도 숫자를 좋아했던 최인규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교사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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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며 수학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었다. 최인규는 그 당시 담임교사를
“매번 신경질적이고” 학생들이 “주눅 들게 하고, 되게 민망하게 하고, 무
안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기억했다. 하루는 최인규가 수학 시험에서 비
교적 낮은 성적인 80점대 점수를 받았더니 알림장에 빨간 글씨로 큼직하
게 점수를 적은 뒤 보호자에게 점검을 바란다는 메시지를 적어서 보내기
도 했는데, 이 때문에 어머니와 다툰 후 느꼈던 트라우마에 가까운 감정
이 남았다.
최인규: 엄마들이 초등학교 때 성적 잘 받아야 된다해서 문제를 완전히
쉽게 냈어요. 저희 초등학교가 엄마들이 굉장히 쎄 가지고, 막
강남권 중학교 못지않게 교내 대회 많이 열고, 경시대회는 막,
경시대회도 그렇고 애들 그냥 상 무더기로 줄라고 문제 변별력
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쉬운 시험에서 80점대가 나온
거에요. (중략) 그걸 또 그 알림장 거기다가 그 담임이 빨!간!
글씨로 써놓고. 그 80몇 써놓은 다음에, ‘수학 이렇게 나왔으니
뭐 점검 바랍니다’, 막 이렇게 해갖고 엄마가 꼭지가 돈 거에
요. 볼만 했는데 그때.
연구자: 그래서 담임선생님이랑 [어머니랑] 한바탕 하셨어요?
최인규: 아뇨, 저랑 [엄마랑] 한바탕 했어요. (웃음) 저랑 한바탕 해가지
고요, 제가 되게 수학을 싫어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그
것 때문에 연산 실수가 되게 많아지고, 수학이 싫어지고.
연구자: 허... 인규가 선생님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인규: 꽤 많이 받죠. 요즘이야 좀 덜 하지만 초등학교 때는요. 아 근
데 그게, 3학년 말에 가서 깨진 게, 3학년 1학기 때 그러다가
3학년 2학기 때 전교 1등을 해갖고... 그 쌤도 저를 싫어했고
저는 그 쌤을 굉장히 혐오했는데, 어쩔 수 없이 칭찬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나온 거에요. 아!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내가 능력만 있으면 내가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내 밑에 놔둘 수 있다’, 막 이런 잘못된 사회관 같은 게 싹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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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본인의 스트레스를 학생들에게 푸는 듯한 모습이라든지 사
사건건 학생들을 통제하려는 모습 때문에 3학년 때 담임교사와의 사이가
크게 틀어졌다. 이 때문에 최인규는 담임교사 추천서를 받지 못해 영재
교육원에 지원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최악의 초등학교 3학년 시기를
지낸 후, 4학년에 진학하여서는 자신을 아끼는 담임교사가 추천서를 써
준 덕분에 초등학생들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서울교대 과학영재교육원에
지원할 기회를 얻었고 당당히 합격했다. 이러한 일련의 경험은 최인규가
“능력”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로 작용했다.
최인규: 저 3학년 때 담임을 잘못 만났죠. 저 원래 4학년 때 그걸 써서
[서울교대영재원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때 3학년 때 담임교
사 추천서를 못 받았어요, 그 쌤한테.
연구자: 아이고. 하긴 그게 3학년 말에 쓰고 4학년 때 들어가는 거지?
최인규: 근데 그 3학년 담임이 막장이어서 안 써줘갖고. “얘 어차피 써
도 안 될 거다”라는 식으로 해버려갖고, 저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차라리 저는 “그 쌤한테 추천서 안 받을 거다” 이랬거
든요. 근데, 4학년 때 쌤이, 저는 되게 좋아하는 쌤이었어요. 초
등학교 때 유일하게 좋아하는 쌤. 그 쌤이 써서 주셨어요. 들어
갔어요.
연구자: 야 이거, 교사도 참...
최인규: 제가 그래서, 직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빅엿을 먹였죠. 3학년 담
임한테. “봐, 네가 안 써줬지만, 이 쌤이 써줘갖고 됐잖아? 그니
까 너 따위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능력이 되니까, 되는
데 네가 안 써준 거야”라고 증명을 한 거잖아요?

초등학생 시절 최인규는 교사에게만 실망한 것이 아니었다. 그가 다녔
던 초등학교는 정재계 인사의 자녀가 많이 다니는 소위 명문 사립초등학
교였다. 그 속에서 사교육과 같은 지원을 받지 않았던 본인의 모습과
“치맛바람”을 휘날리는 부모를 등 뒤에 둔 다른 아이들의 모습은 대비될
수밖에 없었다. 최인규의 관점에서 자신이 다녔던 초등학교는 능력이 없
는 아이들이 부모의 돈으로 자신의 모자란 능력을 메울 수 있는 반칙의
공간처럼 인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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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전 졸업하고나서 애들하고 연락 다 끊었어요. 초등학교 애들이
랑. 제가 별로 안 좋아했던 초등학교였어요. 엄마들 치맛바람이
나 이런 게 너무 쎄서. (중략)
연구자: 막 학부모들이 학교에 자주 찾아가거나 뭐.
최인규: 엄청 찾아와요. (중략) 애가 능력 없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도 많고. 애는 학원에 대치동, 목동에서 학원으로 만들어진
애들도 많았고요, 저는 그때 진짜 조용히 지냈거든요. (중략) 엄
마들이 너무 쎄니까. 돈이 엄청 많잖아요? 평균 소득이 많으니
까, 학교에서 음악 콩쿨을 하거든요? 음악 콩쿨을 하는데 뭐
음대 교수를 쫙 모셔와갖고 합니다! 이래놓고 하프가 있는 건
처음 봤어요, 초등학교 음악 콩쿨에! (웃음)

중학교에 진학할 시점에 최인규는 국제중학교에 지원해보기로 했다.
그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고등학교 입시 실적이 좋
은 ‘달인국제중학교’였고, 다른 하나는 실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
한국제중학교’였다. 처음에는 한창 혁신적인 고등학교로 주가를 높이던
자사고인 두리고에 진학하고 싶은 마음에 입시 실적이 좋은 달인국제중
에 지원할까 고민도 했지만, 초등학교 때의 좋지 않은 경험을 상기하며
가능하면 사교육의 영향력이 적게 작용하는 유한국제중을 선택했다.
최인규: 그 당시에 유한국제중이랑 달인국제중을 보고, 첨에는 달인을
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달인을, 보니까 아닌 것 같더
라고요. 입학설명회를 두 군데 갔다 와봤는데 아닌 것 같더라
고요.
연구자: 아 둘 다 갔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갔어요?
최인규: 부모님이랑 같이. 근데, 저는 처음에 달인국제중이 잘 보내니까
달인국제중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연구자: 달인국제중이 잘 보낸다는 게?
최인규: 입시성적이 좋아요, 달인이. 예, 저는 그때 처음부터 두리고를
가고 싶어했기 때문에. (웃음)
연구자: 어? 두리고는 어떻게 알았어요? 그때?
최인규: 그때 두리고가 막 생겨갖고 되게 막, 두리고 붐이 일어날 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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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연구자: 아, 두리고 붐이었구나?
최인규: (중략) ‘재단도 빵빵한데 막 시설도 좋은데 서울에 문을 열었다
더라’, ‘장난 아니라더라’ 이래서 두리고 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
어요. 그래서 그럴려면 국제중을 가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달인국제중을 보니까 아닌 것 같더라고요. 3
년을 그렇게 보내기는 싫었어요. 초등학교 때랑 다른 게 없더
라고요. (중략) 거기는 거의 60에서 70%가 강남, 목동에서 와
서 되게 힘들어요. 거긴 야자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중략)
연구자: 아, 국제중학교는 그 당시 어떻게 뽑았어요?
최인규: 달인국제중, 유한국제중이 기수가 같아서 5기까지는 성적 보고,
면접 보고 뽑는 거였는데, (중략) 저희[=6기]는 우선 조희연[교
육감]이 임시방편으로, 성적 보고 그 담에 3배수 추첨해서 뽑
아라[라고 해서], 3배수 추첨해서 뽑았는데, 7기부터는 완전 전
산 추첨으로 뽑았어요.

발표형 수업과 서술형 시험 등의 특별한 교육과정을 경험하며 본인의
중학교 선택이 “인생 최고의 선택 중에 하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정도
로 만족스러운 중학교 생활을 시작했다.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에 걸친
시기, 유한국제중에서 최인규는 학교 내외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
휘했다. 우선,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영재교육원인 서울대 과학영재교
육원에 선발되었으며, 동시에 한국중등과학올림피아드 과정에 참가하며
단계별 선발고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예비서울대표단까지 선발되
기도 했다.
두 성과 모두 최인규가 그토록 평가절하하는 사교육의 도움 없이 거둔
결과기 때문에 더욱 뿌듯함을 느꼈다. 특히 한국중등과학올림피아드의
경우 단계별로 주어지는 과제가 대학교 수준의 과학 내용임에도 스스로
과제를 해결하며 서울대표단 문턱까지 이르렀다는 데에서 자신의 가능성
을 발견하였다. 한국중등과학올림피아드에서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거둔
최인규는 자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다시금 점검해보기 위해 시험 삼아
영재고 시험에 응시했다. 여러 영재고 중에서 인문학도 함께 강조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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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영재고를 선택하여 시험을 봤는데 시험 당일 수학 문제를 풀어보고
는 너무 어려운 난이도에 큰 벽을 느꼈다. 문제는, 자신이 영재고 수학
시험을 거의 풀지 못했다는 사실에 어머니가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
다. 그전까지 교사인 어머니는 교육과 관련하여 최인규의 의견을 잘 받
아들여 주었지만, 2학년 때 한 번 응시해본 영재고 시험 직후부터 그에
게 사교육을 강력하게 권하기 시작했다.
최인규: 다름영재고에 도전을 해봤어요. 그래도 기회가 왔는데 포기하
는 것보다는 해보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했어요. 그런데 어느
샌가, 2학년 때 하고 나서는 엄마가 2학년 겨울방학 때 갑자기
목표가 영재고로 바뀌어서 막 그러더라고요?
연구자: 아, 인규 2학년 때 1차 통과했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다름영
재고?
최인규: 예, 1차야 다 통과하죠. 2차에서 다 떨어지죠. 1차를 자소서로
뽑는데요. (중략) 2학년 때 2차 수학[시험]을 봤는데 충격과 공
포인 거에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이거를 본다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엄마가 그걸 보고, 거의 못 풀었다는 거에 충격을 받은
거에요. 그래갖고 갑자기, 난 이거는 그냥 걍 시험삼아서 해본
건데, 난 목표가 두리고인데 엄마는 그게 아니고 목표가 다름
영재고로 와전되어 있더라고요? 주객전도가 돼가지고, 2학년
겨울방학 때 막 갖혀서 수학을 했어요. 그래서 몸무게가 십몇
kg이 불었어요. (중략) 근데, 저는 처음에 가기 싫어했어요. 왜
냐하면, 난 영재고 떨어졌고, “영재고가 내 적성은 아닌 것 같
아요. 난 두리고를 가고 싶어요.” 근데 엄마는 “그래도 영재고
해봐야되지 않겠냐”, “네가 원해서 2학년 때 해본 거 아니냐”,
“하는 거 제대로 해봐야되지 않겠냐”해서. 아... 그래서 겨울방
학 내내 학원에 진짜 계속 있었어요. 수학만 하면서. 그때 대판
싸운 것도 학원을 보내니 마느니 그거였고요... 불행한 인생이
죠.

최인규: [심화과정] 탐구할 땐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즐거웠습니
다. 애들이랑 또 친해지면 의외의 면이 있잖아요? (중략)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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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국은 망했죠. (웃음) 진짜 어후... 애초에 망할 걸 알고 있
었기 때문에 최종발표날 아예 마음을 비우고 (웃음) 적어도 ‘교
수님이 화려한 PPT에 현혹되게 하자’라는 목표로... 되게 화려
했잖아요? 되게 화려하게 한번 만들고 끝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너무 싫었어요. (중략)
연구자: 그랬구나... 그런데도 사사를 들어올라 그랬다는 거죠? 그게 신
기하단 말이지?
최인규: 저는 심화 때 망해서 ‘사사 때는 잘해보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영재원 자체가 좋았고요.
연구자: 부모님이 말리지 않던가요? 왜냐면 이게 시간 뺏는 일이잖아?
어떻게 보면.
최인규: 아뇨, 제가 간단히 설득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목표하는 고등
학교가] 영재고라고 해도, [탈락하면] 그다음에 두리고 아니냐?
그전까지는 우선 영재원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하게
됐거든요.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은 일주일 내내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학
원에서 보내는 생활의 연속이었다. 그나마도 과학은 자습으로 해결하고
수학 수업만 듣겠다는 것, 그리고 밤 12시 무렵까지 이어지는 자습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을 부모님과 타협한 결과였다.
3학년 1학기가 되어 최인규는 다름영재고 입시에 다시 도전했다. 하지
만 이번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2차 전형에서 불합격했다.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한 데다가, 원래부터 인문학과 과학을 골고루 배우는 두리고를
1순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 큰 충격은 아니었다. 다만, 자신이
합격한 국제중학교나 영재교육원 시험에서 매번 탈락했던 친구가 “거의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죽도록 학원을 다닌” 결과 영재고 2차 전형에서
우선선발로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씁쓸한 감정을 감출 수 없었다.
최인규: 여기 영재원 떨어진 그 애가 [다름영재고] 우선선발이 됐어요.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하고, 되게 씁쓸하더라고요. 걔도 유한국
제중을 넣었다가 떨어진 애고, 서울대영재원 넣었다가 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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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였는데, 그래서 매번 걔한테 미안하긴 했어요. 같이 지원했는
데 매번 저만 되고 걔는 안되니까 미안했는데, 다행히 이번엔
‘다름영재고 돼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다
음에 그게, 뭐랄까 속된 말로 현타24)라 그러죠? 현타가 굉장히
깊게 왔어요. 그날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몸을 축 늘어뜨리
며) 이렇게 있었어요. (중략)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했는데, 다 떨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걔가 붙
어서 약간 좀 뒤숭숭했는데, 전 솔직히 떨어졌다는 거 알았을
때, ‘음, 떨어졌구나.’ 이랬는데, 걔가 붙었다는 걸 알았을 때는
좀 충격이 있어서.
연구자: 그때 딱 현타가 온거야?
최인규: (웃음) 예, 그때 현타가 좀 심하게 왔는데, (중략) 입시에서 쓴
맛을 많이 봤죠. 다시금 느끼게 된 거는, 학원을 안 가고 영재
고에 붙은 애는 거의 없어요. 그거는 정말, 천재가 나타나는 빈
도로 적은 거에요. 거의 없잖아요?

3학년 1학기 영재고 입시에 불합격한 이후, 최인규는 원래 목표로 했
던 두리고 입시를 준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부모님과의 마찰은
더욱 커져만 갔다. 최인규가 영재고 입시를 준비하기 전까지만 해도 학
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어머니가 그에게 계속 학원에 다닐 것을 권
유했던 것이다. 게다가 아버지도 전적으로 어머니의 편을 드는 상황이
반복되자 최인규는 심적으로 큰 압박을 받았다.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
겨 면접 대비 학원에 잠깐 가보기도 했지만 “이렇게까지 해야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만 했다. 스스로 되돌아봐도 순하고 전형적인 모범생이었던
초등학생일 때와 비교해 고등학교 입시를 거치며 부모님과의 의견충돌로
인해 “인성이 약간 파탄”났다고 표현할 정도로 성격이 크게 바뀌기도 했
다.
24) 현타: ‘현자(賢者)타임’의 준말로서, 자위행위 및 성관계를 통해 사정 후 성
욕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느껴지는 허무감과 비슷한 감정이 드는 경우를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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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저는 중학교 때 성격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초등학교 때까
지만 해도 그냥 순하고, 되게 모범생이었고, 시끄러운 그런 성
격이 아니었는데, 중학교 때 완전히, 완전히 (웃음) 인성이 약간
파탄나가지고.
연구자: 뭐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거에요? 그렇게 변하게 된...
최인규: 엄마, 아빠가... 제가 관심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서, 그니까 “내
할 일은 내가 하게 좀 놔둬라.” 그 전에, “난 내 할 일 똑바로
할 테니까 내 할 일 참견 마라.” 그게 되게 심했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막 일을, [부모님도] 뭐라고 못하게, 내가 다시 따박따
박해서 내가 다시 이길 수 있게, 그래서 완벽주의적 성격이 그
때부터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 [성격이] 강해져서요.
연구자: 부모님이 결국은 큰 역할을 하셨네.
최인규: 그렇죠. 인성 파탄나는 데 큰 역할을 하셨죠. (웃음)

사실 최인규에게 있어 두리고 입시는 별다르게 준비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다. 평소와 같이 중학교 내신 성적을 잘 관리하는 게 전부였다. 또
한, 두리고 입시 시기에는 그가 다니던 국제중의 여러 선생님이 늦은 시
간까지 모의면접을 도와주기도 했다. 독특한 학교 교육과정상 워낙 발표
활동을 많이 해왔던 데다가 열정 있는 선생님들이 면접까지 도와주니 추
가적인 사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최인규: 학교에서 모의면접 볼 때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연구자: 어? 모의면접을 누구랑 어떻게 봤어요?
최인규: 저희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모의면접을 해주세요. 그래서 9시
까지 남겨서 (웃음) 계속 질문하고, 피드백하고, 질문하고, 피드
백하고. 애들 옆에서 보고요. 두리고는 모든 분야가 나올 수 있
으니까 6명의 쌤들이 국, 수, 사, 과, 영, 인성 해서 쫙 돌아가
면서 본단 말이에요? 그니까 방이 6개가 있는데, 하나 갔다, 하
나 갔다, 하나 갔다, 하나 갔다.
연구자: 와, 되게 체계적으로 하네? 생각보다?
최인규: 저희는 그런 게 되게 정립이 잘 돼 있어서. 의외로.
연구자: 그때 그게 왜 그렇게 인상에 남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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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딴 애들은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의외로 내가 별로 준비 안 했
는데 애들보다 잘한 것 같아요. (웃음) 그리고 뭐지? 그리고 다
른 학교 애들 면접하는 거 잠깐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희
학교에서 하는 면접 말고 다른 데 가서. 확실히 유한국제중에
서 있던 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 우여곡절 끝에 치른 두리고 입시에서 최인규는 당당히 합격했다.
면접 당시 답이 딱 떨어지지 않는 개방형 면접 문항이 출제되었는데, 같
이 두리고 면접을 본 박재혁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멋진 답변을 했기 때
문에 예상된 결과였다.
최인규가 부모님께 합격 소식을 알리자 아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해서까
지 수학에 발목을 잡히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던 부모님은 곧장 수학
학원부터 결제했다고 한다.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이라면 최인규도 학원
의 도움을 받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고등학교 입학 전까
지는 큰 불만 없이 학원에서 열심히 수학을 공부하고 있다.
연구자: 두리고 합격하고 나서 집에서 뭐 파티 같은 거 했어요? 가족끼
리?
최인규: 엄마가 지금 다니는 수학학원을 끊었어요. (웃음) 결제를 했어
요.
연구자: 아, 아버지는 뭐라 하시던가?
최인규: 아빠는 그때 기분 좋아하셨어요. 그냥, 그냥 “잘했다” 이러고
말았죠.
연구자: 아버지는 두리고가서 잘 해야된다 하면서?
최인규: 아빠랑 엄마랑 같이 가서 [수학학원을] 끊었어요. 같이 가서 끊
었어요...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웃음)

최인규: 근데 그것[=수학학원] 말고는 안 다니니까. 근데 안 다니는 시
간에 수학 숙제하면 [시간이] 다 가요. (중략) 근데 빡세긴 한
데, 쌤이 되게 관리를 잘해준달까? (중략) 수업이 2시부터 6시
인데 10시 정도까지 쌤이 남아있어요, 애들이랑 같이.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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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이랑 남아서, 조교쌤도 따로 있긴 한데 조교쌤도 와서 있
고 쌤도 와서 있으니까 같이 와갖고 이 문제, 이 문제 다 설명
해주고 그래요.
연구자: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최인규: 지식을 새로 얻는다는 점에서는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걸로 좀 지식이 많이 쌓였으니까요. 학원 대충은 안 나가니
까.

이제 곧 시작될 고등학교 생활에서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 노
력할 계획이다. 아무래도 국제중학교 출신이다 보니 중학교 동창들이 다
수 자사고에 함께 진학한지라 자칫 기존의 인간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할
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고등학교에서는 대학 진학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앞으로 어떤 대학에 진학할지 고민이 많기
도 하다. 워낙 관심사가 다양하고 언어에도 재능이 있어서 외국 유학이
라는 선택지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획일적이고 경쟁적인 한국의 교
육과정에서 벗어나 국제중학교에서 살짝 경험해 본 자율적인 분위기 속
에서 공부해보고 싶은 욕심이 크기 때문이다.
최인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아마 대입에 관심을 둬야 될 것 같
아요. 독일어나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지망대를 가야되는데,
지망대가 외국.
연구자: 아, [예전에 말했던] 독일에 있는 대학교?
최인규: 독일에서 바꿨어요. 스위스로. 근데 거기가 힘들긴 한데, 그거
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준비를 해봐야죠.
연구자: 오, 아 외국으로 가고 싶어 하는구나?
최인규: 전 탈조선25) 할 겁니다. (웃음) 안 되면... 안 되면 도쿄대라도!
적어도 칭화대라도!

25) 탈조선(脫朝鮮):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민한다는 의미이지만, 한국 사
회의 어두운 현실에 지쳐 떠난다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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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성민 이야기: “뭔가 사기를 당한 기분이에요”
안성민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서울대 대학원까지 졸업한 분들이
다.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집안에서 안성민과 2살 아래의 남동생은
부모님의 보살핌 아래 특별한 부침 없이 자라왔다.
안성민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조용하고 성실한 학생이었다. 학교 성적
도 우수하고 생활 태도가 모범적이어서 학교 대표로 장관상도 받는 등
주변 친구들과 선생님의 신뢰를 받았다. 또한, 강남교육청 영재교육원에
이어 서울교대 과학영재교육원에도 선발되었고, 학생탐구발표대회에도
참가하여 상을 받으며 과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주변에서 들려오는 중학교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며 안성민도 어느 중학교에 진학할지 고민하게 됐다. 또래
대부분은 일반중학교를 진학했지만, 일반중학교와 비교하여 영어를 접할
기회가 많으니 좋을 것 같다고 아버지가 국제중학교를 추천하셨다. 안성
민도 달인국제중의 설명회 홍보 책자를 살펴본 뒤 여러모로 괜찮은 점이
많은 것 같아서 달인국제중에 지원하였고 최종적으로 합격했다.
안성민: 국제중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알았던 것 같은데, 뭐 ‘이런
학교가 있다더라’ 하면서 그냥 들은 정도? 잘 기억이 안 나는
데 엄마가 말씀해주셨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연구자: 오, 학교에서도 이런 얘기를 좀 해줘요? 국제중학교 이런 거?
최인규: 학교에서 중학교 얘긴 안 할 수 없죠. (웃음) 그때 아버지께서
“국제중 가면 좋을 것 같다”, 왜냐면은 거기서 영어? 그런 거
실력 같은 것도 있고, 그런 영어를 접할 기회가 더 많다고. 그
래서 저도 학교가 나쁜 것 같지도 않고, 그때 설명회 브로셔
같은 것도 봤는데 괜찮아서 그냥 썼는데 붙었어요. (웃음)
연구자: 오, [지원서] 쓰는 데 뭐뭐 제출해요?
안성민: 초등학교 성적하고 생기부, 그거 2개 제출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추천서도 제출했다. (중략) 자기소개서는 안 썼고요, 그
냥, 거기서 서류로 한번 거르고, 그다음에 3배수 걸러서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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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했었어요.
연구자: 아, 3배수 걸러서 추첨?
안성민: 옛날, 저희 윗 기수까지는 자기소개서를 봤었대요. 점점, 선발
기준을 낮추다가, 이제는 추첨으로만 뽑아요.

안성민이 다닌 달인국제중은 또 다른 연구참여자인 최인규가 “입시특
성화중학교”라고 부를 만큼 특목고 입시 실적에 신경을 쓰는 학교였다.
하지만 이제 갓 달인국제중에 입학한 안성민에게 아직 고등학교 입시는
먼 미래의 이야기였다. 단지 학교의 전반적인 분위기상 특목고 진학을
높게 평가한다는 느낌을 받았던지라 자연스레 자신도 특목고에 진학하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됐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주어지
는 과제가 워낙 많아서 일단은 열심히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라 공부를
해나갔다.
연구자: 달인국제중은 어떤 학교라고 생각해요?
안성민: 인규는 입시특성화중학교라고 말하는. (웃음) 아 근데, 그 말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국
제중학교가 계속 인기 있고 좋은 학생들을 뽑으려면 인기가 있
어야 되잖아요? 근데, 인기가 있기 위해서는 특목고를 많이 보
내야 되거든요. 선생님들의 최우선 목표가 약간 그래도 특목고
를 갈 수 있게 아이들을 지도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연구자: 아, 그게 딱 느껴져요? 뭐가?
안성민: 일반중하고는 약간 다르죠. 그... 2학년 때 부장 선생님께서, 자
유학기제 하면서, “꿈과 끼는 일반 중학생이나 키우라” 그러고
“너희들은 공부!”라고 하면서 (웃음) 자유학기제가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잖아요? 그 슬로건.

달인국제중에 입학하여 학교에 적응하는 1학년 시기에 강남교육청 영
재원 활동과 학교 공부를 하는 와중에도 꾸준히 과학 관련 대회에 참가
했다. 초등학생 때도 수상했던 탐구발표대회에 참가하여 또 상을 받았고,
과학전람회와 자연관찰탐구대회 등의 대회에서도 좋은 상을 받으며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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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달인국제중의 1학년 생활을 마무리할 무렵, 그
는 서울대 과학영재교육원 화학분과에 지원하여 합격도 했다.
어렸을 때부터 과학을 좋아했고 여러 탐구대회에서 상도 받으며 자신
의 꿈을 키워간 안성민은 자연스레 이과 분야 진로를 계획했다.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면서 과학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를 위해 올림피아드를
준비하는 학원에 다니게 되었고, 그곳의 친구들과 선생님들로부터 영재
고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예컨대 명문대 진학에 유리하다는 점이나
과학 분야에서는 다른 학교는 “꿈도 꿀 수 없는” 시설 등에 대해 듣게
되면서 학원의 교육과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영재고 입시를 준비하기 시
작했다.
안성민: 화올은 근데 중1 때 하긴 했었어요. 사실은 이과 쪽을 생각하
긴 했었어요. 옛날부터.
연구자: 중학교 들어갈 때부터? 과학이 좀 재밌었나?
안성민: 네. 과학할 때 재미있었거든요. 영재원도 다녔었고, 그다음에
그 과학 탐구대회 같은 거 나가서 상도 받았었거든요. 그때 탐
구하면서 재미있었던 것도 있고. 뭔가 그래서 옛날부터 이과는
가고 싶었는데, 어쨌든 이과 중에서도 학교가 많긴 많잖아요.
그랬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거[=올림피아드 공부] 하면
서, 영재고 준비하는 애들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때 저도
‘영재고라는 데가 그렇게 좋은 덴가?’ 하면서 (웃음)
연구자: 올림피아드 준비하다 보니까?
안성민: 왜냐면은 아무래도 올림피아드 준비하면은 영재고 대상 애들이
많긴 하거든요. 선생님께서도 말도 많이 해주시고, 그 학원 선
생님들이. 뭐 좋은 학교가 있다는 것 듣고. 그래서, 근데 이 화
올 끝나자마자 영재고 준비하는 게 있어서, 그냥 거기 자연스
럽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웃음)

각종 올림피아드에서 수상을 하더라도 영재고 입시에 가산점을 받는
등의 직접적인 혜택은 전혀 없다. 하지만 안성민은 영재고 입시에 출제
되는 문항이 어쨌든 중학교 과정의 심화 내용이며, 그 내용이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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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이상에서 배우는 내용과 긴밀히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많은 입시 전문학원의 교육과정이 그러하듯 “단기적인 목표”로
올림피아드 수상을 위해 공부하는 과정에서 수학, 과학 “실력”을 쌓을
수 있고, 이렇게 다진 “실력”은 향후 영재고 입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안성민: 과학 선행 같은 경우는 안 하고 있었는데, 물올, 화올 하면서
실력이 많이 늘긴 했죠. 사실은 진짜, 고등학교 내용을 그냥 배
우는 거라서, 이게 안 늘래야 (웃음) 그냥 고등학교 과정을 배
우는 거니까. 나중에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스
펙이 되진 않는데. (중략) 수상기록엔 못 넣지만, 입시 준비할
때 진짜! 큰 도움이 되거든요? 왜냐면은, [영재고 입시 출제 내
용이] 중등심화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물어보는 내용이 중등
심화면 고등학교 내용일 것이고, 그리고 문제를 많이 푸니까
문제 풀이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수학 문제 풀면서 사고력이
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늘 수밖에 없어요. (웃음) 어쨌든 남들
보다 노력을 많이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실력도 느는 것 같아
요.
연구자: 사실 그냥 이런 시험을 준비하지 않더라도 공부는 할 순 있지
만 이게 약간 목표가 되는 건가?
안성민: 그렇죠. 약간 단기적인 목표로. 그래서 이런 거 준비한 애들이
영재고를 많이 붙어요. 특히, 가름영재고를 많이 가는데, 걔네
들은 KMO[=한국수학올림피아드; 수올]를 준비하니깐 수학을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물올, 화올까지 하면은 이제 이과에서는
거의 날아다니는 거죠. 저는 KMO 준비를 하지 못 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 8월 무렵에 화학올림피아드를 마친 후, 안성민은 본격적
으로 영재고 입시 준비를 시작했다. 올림피아드 준비와 영재고 입시 준
비는 공부 범위와 유형에서 차이가 있었다. 특정 과목을 깊이 있게 공부
하는 올림피아드와는 달리 영재고 입시에는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
과학과 같은 이과 과목 전반을 공부할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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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근데 올림피아드 준비랑 영재고 준비랑은 차이가 뭐에요?
안성민: 영재고... 차이라고 하면... 되게 넓게 배우는 그런 차이가 있어
요. 왜냐면 중학교 교육과정이 물화생지도 다 나오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훑으니깐 그런 거 선생님들이 알려주고, (중략)
기출문제 같은 것도 풀어보고, 선생님이 유사 유형 나올 수 있
는 거, 뭐 최신 이슈들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수업해주실 때
도 있고. 근데 결국에는 전체적인 내용은 고등학교 내용인 건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수학은 약간 다른데, 수학은 올림피아드
라고 해서, 올림피아드에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는 반면에, 영재
고 준비하는 거는 약간 사고력 문제들? 그런 거 많이 풀긴 풀
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영재고 입시가 다가왔다. 올림피
아드와는 달리, 영재고는 학교별로 시험의 문항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자
신이 지원하는 학교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는 연
습도 해야만 했다. 따라서 어느 영재고를 지원할지 선택하는 일도 시험
공부를 하는 것만큼 중요했다.
안성민은 영재고 입학설명회와 아버지의 조언 등을 참고하여 어느 영
재고가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지 고민했다. 여러 영재고 중에서도 학생
들의 선호도, 즉 경쟁률이 다르므로 현실적인 합격 가능성도 따져봐야
했다. 그는 원래 학생들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가름영재고를 지원해볼
계획이었으나, 학원에서 수학 모의고사를 본 뒤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실력으로는 자칫 탈락할 수 있겠다는 불안감이 들어서
그보다 한 단계 낮게 선호되는 나름영재고를 지원하게 됐다.
연구자: 가름영재고를 쓰고 싶어 했던 이유가 뭐에요?
안성민: 최고의 학교잖아요! 애들이 독보적으로 잘하고, 그리고 거기서
뭔가 실력은 좀 부족하지만, 성실함으로 밀어붙이면은 그래도
‘충분히 서울대 갈 수준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
요. (중략) 근데 이런 게 있었어요. 제 친구가 영재고 같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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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했었는데 근데 걔가 되게 잘하는 애에요. 좀 늦게 시작하긴
했는데 되게 잘해서 막, 수학도 막 40등, 30등 이렇게 하고 되
게 잘하는 애였거든요?
연구자: 학원 130명 시험보는데?
안성민: 네. 그래서, 이제 애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 어디 쓸거
냐” 서로 물어보는데, 근데 걔가 막 자기는 “가름영재고 안 쓸
까보다” 이러는 거에요. 그래서 막, “왜 네가 가름영재고 안 쓰
냐?” 40등이면 붙는 건데? 막 이러면서 했는데.
연구자: 아, 40명 정도면 붙는 거에요?
안성민: 70명이 붙어요, 그 학원에서. 매년. 올해는 80명 정도 붙었다는
것... 그니까 거기서 40등 안에 들면 그래도 엔간하게 붙는 거
죠. 물론 시험 컨디션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중략) 그래
서, “너 이렇게 잘하는데 왜 여기 안 쓰냐” 그랬더니, 자긴 “위
험하다” 이러는 거에요. 그래서 자기가 좀 모의고사를 봐보고,
계속 쳐도 40등 이하로 나오는 성적이 있으면 자기는 가름영
재고 안 쓸 거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70등인데, (웃음) 70등인데 가름영재고 쓸까?’ 막 이러고 있는
데 쟤넨 막 “40등 안 되면 가름영재고 안 쓴다” 이런 걸 보고
뭔가, 가름영재고는 역시 좀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영재고 시험 준비 과정은 만만치 않았다. 학원 수업에 이어 자습까지
마치고 집에 돌아와 하루를 마무리하면 새벽 2시 무렵이 될 정도로 강행
군의 연속이었다. 게다가 영재고뿐만 아니라 혹시나 영재고를 탈락할 경
우를 대비하여 다른 유형의 고등학교의 입시도 대비는 해둬야 하므로 내
신관리도 허투루 할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도 매사에 모범적인 안성민의
평소 소신에 따라 선생님이나 “시험에 대한 예의” 때문에라도 고등학교
입시를 핑계로 학교생활에 소홀할 수는 없었다. 이러다 보니 영재고 입
시 시기에는 입시 준비뿐만 아니라 상당한 양의 수행평가를 포함하는 국
제중의 학업을 동시에 준비하는 이중고를 겪었다.
학원에서는 성적에 따라 우열반을 나누고 모의고사 성적을 학원 벽보
에 붙이는 등 경쟁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하루하루가 치열하면서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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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하루가 이어졌던지라 “인생이 너무 칙칙”하
다고 생각될 정도였다. 하지만 그 와중에 자신이 쏟은 노력에 걸맞은 성
과를 얻어냈을 때는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다.
안성민: 그것도 있어요. 그 뭐냐, 매주에 한 번씩 시험을 치거든요? 그
수학 시험을? 붙여요. 학원 벽보에다가.
연구자: 이름이랑 점수랑 해가지고?
안성민: 이름이랑 점수랑 등수. 어, 완전 어후... 등수 순으로 붙이진 않
는데, 그래도 이름 찾아서 얘가 몇 등이다는 확인할 수 있게
붙여주는 식이죠. 뭐야 이게!
연구자: 압박이 큰데?
안성민: 그거는, [전국 학원 지역센터를 합쳐] 400명 보거든요. 200명에
서 400명 사이가 보는데, 거기서 그거 못 보면 애들이 막 와가
지고 놀리고! (웃음) 잘 보면 “완전 잘하는 애!” 이러고. 놀리러
가고 애들. (웃음) (중략) 뭐 그렇게 해서 열심히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연구자: 그래서 더 열심히 했을 수도 있겠네?
안성민: 맞아요! 제가, 그 시험을 봤는데 진짜 못 봤어요. 그때 막 컨디
션도 안 좋고 막 이래가지고. 거의 뒤에 문제는 손도 못 대고
앞만 보다가 끝나가지고 완전히. 그랬거든요? 그래서 반이 떨
어졌어요. 그런데 다다음주인가 복습하는 거 테스트가 있었어
요. 복습 테스트 1등 하면 올려주겠다, 그니까 그 위에 반 꼴찌
하고 아랫반 1등하고. 그래서 진짜! 열심히 막 밤새가면서 했어
요. 그걸 진짜, 내가 ‘모든 문제가 나오면 다 풀겠다’해서, 1등
했었어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중략) 저 진짜 득달같이 열심히
공부했었어요. 그 반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좀 더 상위 등급에
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끝나고
보니깐 다 의미 없더라고요. (웃음)
연구자: 아, 다 의미 없어?
안성민: 못 하는 애들, 그 아랫반에 있는 애들도 그냥 다 잘하는 애들
은 붙고 막 이러니까. 잘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하는 거 보면 되게 잘하기도 하고. 영재고 붙어서 하는 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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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다 의미 없는 거구나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의미가 컸었지? (웃음)

안성민이 다닌 국제중은 매년 많은 학생이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도 입시 준비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하지
만 아무래도 학교 특성상 어학 분야가 강조된 학교이기 때문에 과학 분
야에 특화된 영재고 입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보다는 성적 관리를 독
려하거나 영재고를 준비하는 학생에 한해 정규수업이 끝난 뒤에 이어지
는 방과 후 수업이나 야간 자율학습을 빼주며 학원에서 입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형태의 지원을 해주었다.
안성민: 저희 담임선생님께서, 그리고 입시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약간
경험 같은 게 많으세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일반중에서는 안
챙겨주는 것들을 챙겨주는 것 같더라고요.
연구자: 뭐가 있을까요? 그것들?
안성민: 뭐, 면접 준비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
연구자: 사실 이 [고등학교 입시의] 프로세스 자체를 알고 있다는 것만
으로도 큰 도움이 되는데.
안성민: 네, 프로세스를 선생님들이 다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어느 학
교를 지원 할지 되게 상담 같은 거를 계!속! 해요. “너는 성적
을 올리지 않으면 이 학교 못 쓴다”, 뭐 이런 거. 2학년 때부터
그런 것도 해주시고... 왜냐면 성적이 2학년 성적이 많이 들어
가니까. 아! 1학년 때부터도 계속 특목고 가려면 A 만들어야된
다, 이런 식으로.
연구자: 아, 그런 거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
에요?
안성민: 계속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학교 차원에서 분위기를 만들
어준다든가.

그의 노력은 결실을 거두었다. 안성민이 지원한 나름영재고는 당시
120명 정원에 2,000명 이상의 학생이 지원할 정도로 경쟁률이 높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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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성 검사와 영재성 캠프 전형을 연이어 통과하며 당당히 합격자 명단
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최종합격의 순간보다도 2,000명이 넘는 학생 중
에서 모집 정원 1.5배수인 180명만 선발하는 영재성 검사를 통과했을 당
시의 기쁨은 강렬했다.
안성민은 자신이 영재고에 합격하면 학업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내려
놓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합격자 발표
가 난 당일부터 학원에서는 영재고 내신 대비를 준비해야 한다는 문자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결국, 학원에 다니는 목표가 영재고 입시
대신에 고등학교 진학 후 좋은 내신성적을 받기 위함으로 바뀌었을 뿐,
학원에 매여 사는 삶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안성민: 내가 거기[=나름영재고]서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 아
니 근데, 제가 이게 뭔가 사기를 당한 기분이에요. 영재고 가
면, 뭔가 인생이 좀 훤하게 풀릴 줄 알았는데 (웃음) 그게 아니
여...
연구자: (웃음) 그걸 언제 딱 느꼈어요?
안성민: 합격자 발표하고, 합격자 발표하기 전에는, 좀 널널한 상태로
있었거든요? 근데 발표하고 나서부터, 수학, 뭐 일반물리, 내신
뭐 이러면서 막 학원이 쫙! 깔리는데... (중략)
연구자: 아, 이제는 합격하고 나니깐, 또 거기 가서 잘 해야되니까 그거
준비하고 있는 거구나?
안성민: 네, 영우는, 영우도 준비할걸요?
연구자: 어, 영우도 하고 있다 그랬어.
안성민: 그래서, (웃음) 이거 하니까 되게... 내가 이 학교를 간 것이 잘
한 것일까? 막 이러면서. (중략) 가서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영
재고 입시 준비할 때는 겨를이 없었어요. 뭐, 붙기나 했으면 좋
겠다 이랬는데, 이제 붙으니깐, 가서 잘 해야하는. 앞일이 갑자
기 걱정되기 시작을. (웃음) 그리고, 붙으면 붙자마자 막 학원에
서 문자 같은 게 와가지고, 설명회... 그래서 설명회 듣고 막 그
러면서, 갑자기 학원 쫙! 생기고 막 이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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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제로 그가 만난 영재고 합격생들의 두뇌 수준이 무척 높다는
것을 곁에서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영재고에서 뒤처질 수 있겠다는 걱정
은 더 커졌다. 다른 합격자들의 올림피아드 수상경력이나 학업성적은 두
말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는 방 탈출 카페에서 함께 퍼즐을 푸는 도중에
도 그들의 비상함을 느낄 수 있었다. 다른 친구들의 두뇌 수준이 본인보
다 “CPU로 치면 한 급수 위”라는 느낌마저 들었다.
그리고 합격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영재고에서는 단지 시험만 잘
보면 되는 것이 아니었다. 학생들이 매년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R&E26) 등의 연구 활동도 큰 난관으로 느껴졌다. 이미 다년간의 영재교
육원 활동을 통해 참신한 연구 주제는 단기간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던지라 어떤 연구를 하면 좋을지도 미리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오랫동안 탐구 활동을 경험했고, 특히 지금까지
해왔던 과학 탐구와는 색다른 접근을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사사과
정에서 경험한 것이 R&E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성민: 그럼 고등학교 가서, 선생님 [과학고 재학 당시] R&E 같은 거
하셨어요?
연구자: 아, 난 그런 활동은 아예 안 했어요.
안성민: 아, 의무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연구자: 어, 우리는 의무가 아니었어요.
안성민: 아,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느낌? (중략) [저희는]
R&E를 무조건 하나에 하나씩 내야되나봐요. 1년에 하나씩. 기
초 R&E, 심화 R&E, 뭐 이런.
연구자: 영재학교는? 그럴 것 같아 이제는.
안성민: 뭔가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느
낌? (웃음) (중략) 영재고 간다니까 내신도 그렇고 R&E도 그렇
고 챙길 게 많더라고요. (웃음)

26) R&E: ‘Research & Education’의 약자로 지도교수 또는 지도교사의 관리 아
래 학생들이 연구 활동에 참여하여 실제적인 연구 경험을 쌓고 연구 결과를 바
탕으로 논문이나 보고서까지 작성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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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장기적인 관점의 걱정도 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당연
히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하고, 이는 곧 어느 학과를 지원해야 할지 결
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성민은 그저 과학 분야
공부가 재밌어서 자신의 적성에 잘 맞아 보이는 영재고를 지원하게 된
것이라 아직 확실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제한될 수밖에 없
는 경험과 정보를 바탕으로 촉박한 시간 안에 진로를 결정하고 그에 맞
는 학과를 선택해야 하는 압박감을 느낀 것이다. 특히 영재고의 경우에
는 이과계열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의대 진입을 제도적으로 제한해가
고 있어서 안성민은 더 걱정스러웠다.
좀

안성민: 영재고에서 의대 가는 게 되게 참 이슈잖아요? 근데 저도 이
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의대를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제, 좀 고민... (중략)
연구자: 성민이는 그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의대를 못 가게
딱! 그 서약서 같은 걸 받는 거.
안성민: 국가의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학생의 자유
를 보장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연구자: 어, 성민이 이야기 좀 더 들려줘 봐.
안성민: 그냥 뭔가, 학생의… 아니 근데! 그때 당시에는 과학이 하고 싶
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나중에 하다 보니깐 뭔가,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연구 현실, 뭐 이런 것도 보이고. 뭔
가 좀, 3년 동안 세상을 보는 눈이 더 넓어지잖아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게 바뀔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입시 입장에서
는 전학을 가는 게 진짜 불리하거든요. (중략) 적응도 해야되고,
막 내신도 따야되는데. 그리고 안 하던 수능도 다시 준비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전학을 가지는 못하고, 근데 의대는 쓰
지 말라 이러면은 좀 뭐라 해야되지? 국가가 학생의 권리를 막
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연구자: 너무 일찍부터.
안성민: 사실 아무것도, 뭣도 모르고 그냥 영재고 좋다고 해서 들어왔
는데, 무슨 죄가 있다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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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영우 이야기: “학교에서 못 배우는 게 더 재밌죠”
안영우의 가족은 회사원인 아버지와 번역가인 어머니, 그리고 안영우
보다 각각 6살, 4살 위의 두 명의 누나로 구성되어 있다. 안영우는 학업
에 있어서 가족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 안영우의 부모님은
본인들이 평소에 꾸준히 책을 읽으며 어린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책과 친
해지도록 했고, 공부를 강요하지도 않았다. 어머니는 안영우를 포함한 몇
몇 학생들을 모아 집에서 논술을 가르쳐주셨다. 주기적으로 책을 읽고
토론하고 글쓰기 연습도 했다. 안영우가 느끼기에 부모님은 자신을 “굉
장히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닮고 싶은 분들이었다.
안영우보다 각각 6살, 4살이 많은 두 명의 누나는 학창 시절 성적이
우수해 둘 다 국제고를 졸업하고 명문대학에 입학했다. 어렸을 때부터
누나들은 안영우에게 누나 이상의 존재였다. “영어나 국어는 몰라도 수
학, 과학 정도는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키
는 학업적인 목표이기도 했고, 때로는 자신들의 학습 노하우를 전수해주
며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친근한 선생님이기도 했다. 특히 누나들의 도움
을 받아 수학 실력을 쌓을 수 있었던 안영우는 초등학교 4, 5학년을 교
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수학 분야에 합격하여 영재교육을 받았고, 6학년
때는 고려대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원에 합격하여 수학을 공부했다.
안영우: 어머니 아버지가 누나들을 잘 키워놨잖아요? (웃음) 누나들이
절 이제 키우고. 아, 진짜 저 누나 영향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중략) 아! 이건 제가 수학 공부 시작한 얘기를 하면은 진짜 확
올 텐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3학년 수학까지 그냥 필
(feel)이 와서 딱 끝냈어요. 그리고 2년을 놀았어요. (웃음) 그러
니까 이제 3학년 말이 되니까, 아마 누나가 제가 4학년 걸 안
했다는 걸 아니깐 이제 공부를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큰누나가. (중략) 그 수학 문제집 있잖아요? 그걸 얼마를
풀면 초콜릿을 천 원짜리 하나 사주겠다! (웃음) 낚시를 하더라
고요? 제대로 낚였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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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낚였어? (웃음) 덥석 물었어?
안영우: 제가 그때, 일주일 걸렸을걸요? 6학년 것까지 끝내는데?
연구자: 일주일 만에 수학 문제집을 다 풀었다고?
안영우: 네, 그냥 일주일 수학만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도? 중학교 가서는 한 단원에 뭐 컴퓨터 10분 하게, 그때도 집
컴퓨터는 못 하고 누나 노트북으로 (웃음) 조금조금씩 하면서.
연구자: 그건 누나가 또 제안한 거야?
안영우: 네. 그러면서, 모르는 것도 다 누나한테 물어보면서. 그렇게 중
3 것까지 집에서 수학을 했어요.
연구자: 그게 몇 학년 때지?
안영우: 중3 것 끝낸 게... 5학년 땐가? 그게, 나중에 알았는데, 이제 영
재고 학원에서 준비하는 애들이 그 정도 스케줄로 가는 거에
요. 5학년 때 중3 걸 끝내고 6학년 때 수학Ⅰ, 수학Ⅱ를 하면서
KMO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딱 그 루트를 누나 덕분에 타서
(웃음)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또래 친구들과 비교해서 많이 공부한 상태였고,
누나들도 모두 특목고를 졸업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안영우도 고등학교
입시를 생각하게 되었다. 초등학교 6학년 여름방학쯤, 어머니의 권유로
특목고 입시 전문학원에서 입시 준비 겸 수학올림피아드 공부를 시작했
고, 중학교 1학년 중간고사 기간 때까지 약 반년가량 수학올림피아드 문
제 풀이에 필요한 기본 개념을 학습했다. 수학올림피아드 출제 범위는
고등학교 과정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밖의 내용도 다뤄지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개념을 학습하기 위해 거의 매일 하루 6시간씩 수업을 듣는
강행군이 이어졌다. 학원 일정대로라면 기본 개념을 학습한 뒤에는 개념
을 적용하여 실전 문제를 반복적으로 푸는 과정이 진행되지만, 안영우는
기본 개념 학습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과 부담스러운 수업 일정 때문
에 학원의 수학올림피아드 대비반을 그만두었다.
수학올림피아드 공부를 중단하여 시간적 여유가 생긴 안영우는, 중학
교 1학년 여름방학부터 같은 학원에서 물리올림피아드를 조금씩 공부했
다. 물리올림피아드 준비반은 일주일 중 하루 4시간만 수업을 듣는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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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여유로운 일정으로 진행됐다. 평일의 여유 시간에는 동네에 새로 생
긴 학원에서 영어와 수학을 공부하며 보냈다. 카페형 공간에서 소규모
모둠이 선생님과 수업할 단원 및 진도를 협의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학원
이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남아서 혼자 공부를 하다가 자유롭게 선
생님에게 질문하고 설명도 들을 수도 있었다. 안영우는 학원의 자율적인
수업 형태와 편안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 오랜 시간을 학원에서 보내며
즐겁게 공부했다.
연구자: 음, 물리는 일주일에 한 번?
안영우: 4시간 정도... 그니까 사실 빡세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빡센 편은 아닌 거죠. 정말 물론, 입시학원에서 다하는,
거기서 사는 애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빡세게 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중략) 그 남은 시간은 어디서 보냈냐면
요, 동네 학원이 있어요. 그게, 저희 [중학교] 1학년 때. (중략)
제가 거기 초기 멤버에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기본적
으로 2시간이 정해진 수업 시간이에요. 정해진 날, 그 쌤이 3시
인가 와가지고 9시인가 퇴근을 하시거든요? 그니까 7시 전에
가가지고 2시간을 하고 오면 돼요. 수업도 쌤이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영어, 수학하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작문 위주라서
글을 쓰면 쌤이, 쌤한테 드리면 쌤이 첨삭해서 돌려주시고, 고
치고 이런 식이고, 수학은 쌤이 설명해주시면 문제 풀다가 모
르는 거 바로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돼요. 되게
자유롭고 자습실 같은 느낌으로, 학원도 약간 카페? 요런데 비
슷한 느낌으로 돼 있거든요. 자유롭게 막 쿠션 있고. (웃음) 쌤
들이 그렇다 보니까 그냥 계속 있어도 되는 거에요. “너네, [수
업이] 2시간이긴 한데 2시간 채우고 더하고 싶으면 계속 있어
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겨울방학동안
학원에 쌤이랑 같이 출근해서 쌤이랑 같이 퇴근했거든요. (웃
음) 그렇게 살았어요.

공부가 재미있게 느껴졌던 학원과는 달리, 중학교 1학년 과정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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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고려대 영재교육원은 수학과 정보과학이 합쳐진 반으로 통합운영되
면서 안영우가 느끼기에 “진짜 너무 재미없는” 활동만 이루어졌다. 그는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다른 영재교육원을 경험하고자 중학교 1학
년 2학기에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 지원했다. 총 여섯 개의 분야
중에서도 굳이 화학을 선택하게 된 데에는 과학영재교육원을 다닌 경험
이 있고 영재고 입시도 준비해본 작은누나의 영향이 컸다.
안영우: 제가 화학을 시작한 게 작은누나 덕이 아닐까? 같기도 한데, 6
학년 땐가? 그냥 방에서 주기율표 책이 있거든요? 그 원자들을
되게 귀여운 인형처럼 그려놓은 그런 책이 있어요. 막 끓는점
이랑. 그걸 읽고 있는데, 작은누나가 중3 때까지 영재고 준비를
했었어요. 다름영재고 떨어지고 국제고로 바꿔가지고 국제고로
간 거거든요.
연구자: 이과에서 문과로?
안영우: 네. 작은누나도 무섭긴 한데, (웃음)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작은누나가] 그런 주기율표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해줬거든요. 처음에 원자설에서 시작해가지고 원
자모형 변천사랑, 그때 오비탈 얘기까지 들었으니까 이제 들을
수 있는 건 거의 다 들은 거거든요.
연구자: 작은누나가 또 다름영재고를 준비했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 배
운 상황이었네요.
안영우: 많은 내용을 다 아는 거였죠. 그래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중략) 작은누나가 과학영재를 또 3년인가 했어요.
연구자: 아, 작은누나도 과학영재였어?
안영우: 네, 화학이 이런 것도 있다해서 얘기를, [서울대영재원] 화학 추
천도 그렇게 받았고. 그래서 하니깐 재밌더라고요?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화학분과에 합격은 했으나 지금까지 수학
과 물리만 공부했을 뿐, 화학을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영재교육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래서 영재교육원 활동이 시작되기 전 인터넷 강의로 화학올림피아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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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 달 정도 집중해서 공부했다. 교육과정상 고등학교 3학년들이 배
우는 정도의, 중학생에게는 굉장히 수준이 높게 느껴질 법한 내용이었지
만 안영우는 생각보다 어렵게 느끼지 않았고 점점 화학에 재미를 붙이게
됐다.
혼

안영우: 영재원이, 화학이 재밌대요. 실험도 많이 하고. 작은누나가 그
랬어요. 그래서 [서울대영재원에 원서를] 넣었어요. (중략) 제가
그래서 화학을 넣었는데, 되더라고요? (웃음) 뽑혔는데, ‘아, 이
거는 좀 위험할지도 모르겠다’, 난 화학을 너무 아는 게 없다
해가지고, (중략) 인강사이트 거기에 화학올림피아드 강좌가 딱
하나 있어요. (중략) 그걸 들었어요. 화올 인강을 들었거든요?
그걸로, 그냥 화학 이론도 배우고 그냥 거기 있는 자료로 문제
풀고 그거 했어요. (중략) 화학은 그것만 딱 그랬어요.
연구자: 이거는 수준이, 화올 정도면은 이것도 화학Ⅱ?
안영우: 이것도 화II까지 하죠. 화학은 인강으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영재원 와서, 배운 거죠.

중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나자 어머니는 학원의 영재고 입시
대비반에 등록할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안영우는 빡빡한 학원 생활이
싫어 등록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기말고사가 끝나고부터 영재학교 입시준
비반에 등록했다.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은 영재고 입시를 준비하기 위
한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 그 기간에는 “로봇처럼” 하루에 14시간 정도
를 학원에서 공부에 매진했다. 약 다섯 달 동안 학원에서 온통 영재고
입시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상당히 힘들었지만, 오히려 안
영우는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상 배울 수 없는, 하지만 자신이 흥미 있는
내용을 가르쳐주는 학원이 더 마음에 들었다.
안영우: 저는 영재학교를 엄마 때문에 학원 가서 안건 맞고, 학원은 그
냥 엄마가 가라하면 응당 가는 거였는데, 사실 저는 [학원에서
스트레스로 쓰러졌던] 김리온이랑 좀 반대인 게, 차라리 학교보
단 학원이 낫거든요? 이게 학원에서 배우는 게, 다 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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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가르치는. 제가 중학교 수학까지는 독학이랑 누나들한테 배
우면서 했는데, 고등학교부터는 그게 안 되더라구요, 독학이 좀
빡세던데, 거길 가면 다 해결해주고, 이상한 수학 이론 알려주
고 그러니까, 전 오히려 체력적으론 좀 힘들었는데 정신적으로
는 그냥 괜찮았거든요.
연구자: 학원 다니는 게?
안영우: 네, 그래서 시작은 엄마 때문에 갔지만, 중간부터는 학원가는
게 낫다 해서 계속 다니고 그랬어요.

전국에 영재고가 총 8개가 있다 보니 안영우는 자신이 지원할 영재고
를 결정해야 했다. 과거 작은누나의 영재고 입시 준비 당시 다름영재고
의 입시설명회를 인상 깊게 들었던 아버지는 다름영재고를 추천했다. 안
영우의 생각에도 다름영재고에 지원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좋아 보였
다. 타 영재고 입시 기출문제와 비교했을 때, 다름영재고의 기출문제가
자신의 스타일과 잘 맞았다. 자신은 계산 실수가 잦아서 빠르고 정확하
게 정답을 구하는 유형의 문제는 쥐약인데, 다름영재고는 모든 문항이
서술형이면서, 규칙을 추론하는 형태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계
산 실수가 있더라도 답안을 상세하게 작성하면 만회할 수 있겠다는 판단
이 들었기 때문이다.
안영우: 영재고 입시를 생각하면 학교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다르잖아
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름영재고를 좀 전략적으로 선택도 했
고, 어... 가름영재고 같은 경우는 수학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
이고, 입시시험에서도. 수학과 물리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
죠. 다름영재고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은 항상 어
렵지만? 가름영재고랑은 좀 다른 느낌의 어려움이죠. 제가 계
속 말씀드린 그런 단계적으로 찾아가는 추론 문제가 많이 나오
고, 과학은 좀 실험 설계나... 실험 설계나 결과 분석 쪽? 좀 정
말 과학자스러운?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정량
적인 계산이나 이런 거랑은 거리가 먼. 그리고, 다른 영재고들
은... 솔직히 학원에서도 묶어서 수업을 해요. (중략) 다른 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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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문제 스타일이 일단 무조건 ‘빨리 정확히’거든요.
연구자: 아, 빨리 정확히?
안영우: 네, 그거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나름영재고. (중략) 저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굉장히 안 좋은 편이니까 다름영재고를 선택
한 면이 있어요. 다름영재고는 전부 서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산 같은 거는 어느 정도 미스가 있어도, 물론 감점은 있지만,
계산 같은 거에 미스를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서술형이 있
는 거에요. 그래서 실제로 쓸 때도 정말 상세하게 거의 공백없
이 다 채워서 냈고.

3학년 1학기가 되자 영재고 입시가 시작되었다. 1차 서류전형을 무난
히 통과하고 2차 영재성 검사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안영우가 다니는
중학교 교사들은 영재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사정을 잘 이해하지 못했
다. 아무래도 안영우가 다니는 중학교는 서울지역에서 학구열이 그렇게
강한 지역은 아니라서 영재고에 지원하는 학생 수 자체가 적었다. 게다
가 학교가 사립학교인지라 근무 기간이 긴 교사가 많았는데, 특히 나이
가 지긋한 교사들은 영재고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 이 때문에
영재고에 지원하는 학생과 교사가 학교 수련회 참석 문제로 갈등을 빚는
일도 있었다. 영재고 시험이 치러지는 주에 하필 학교 수련회 일정이 잡
혔는데, 수련회 참석은 선택사항이라는 학생들의 입장과 사적인 이유로
인한 수련회 불참은 허락할 수 없다는 교사 측 입장이 대립했다. 이러한
대립 상황에서 한 과학 교사가 학생에게 수련회 불참 시 “과고 원서를
안 써주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결국, 학부
모들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자 학교 측에서는 안영우를 비
롯한 영재고 입시 준비생들의 수련회 불참을 허락했다.
다름영재고 2차 시험을 본 뒤, 결과가 공개되기 약 일주일 전에 다름
영재고 측에서 안영우에게 연락을 해왔다. 추천서를 써준 교사들과 지원
자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영재고 입
학사정관이 안영우의 중학교에 찾아와 그와 교사 두 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결과 안영우는 3차 전형 결과와 상관없이 영재고에 우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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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되었다. 그는 자신이 우선선발 된 이유를 2차 전형 시험을 잘 봐서라
기보다는 자기소개서에 “쓸 공간이 부족하다 할 정도로” 다양한 분야의
활동 경험과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 덕분이라고 추측했다.
안영우: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왜 우발[=우선선발] 됐는지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그게, 우발 애들 보면, 저로 생각하면 딱히 2
차 시험성적으로 뽑는단 생각은 잘 못하겠어요. 저 수학 마지
막 것도 하나 못 풀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2차 시험이 딱히
그렇게 엄청 잘 봤다는 생각도 못 했어요. 실제로 저, PT[=필수
과목 학점 이수 인정] 시험 자격을 상위 30%한테 주었는데 그
거 물리밖에 통과 못 했거든요? 그니까 딱히 시험성적이 높았
다는 건 아닌데 됐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소서 막 이쪽을 되
게, 우선선발은 그걸 보고 뽑은 것 같아요.
연구자: 자율성을 보는 건가? 영우 같은 케이스는? 집에서 공부하는.
안영우: 그런 거, 자율성이랑? 해온 게 많으니까 일단. 많다 하더라고
요? 전 별로 생각도 못 했는데, 뭐 생각해보면 영재원 했으니
까 맨날 연구 하나씩 했고, 그리고 국어 쪽 상도 뭐 있고. 글짓
기 상도 많고, 나름 어릴 때부터 홈스테이도 해와가지고.

그의 생각에, 어렸을 때부터 해온 올림피아드 공부는 영재고 입시 준
비에 큰 도움이 되었다. 비록 올림피아드 수상경력을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거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2차 시험에 대비하
기 위해서는 중학교 수준을 뛰어넘는 수학, 과학의 내용적 지식이 필요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년간 올림피아드 강의를 해왔던 학원 강사들의
수업 수준도 그에게는 만족스럽게 느껴졌다.
연구자: 사실 이 올림피아드가 약간 간지가 좀 나보이긴 하는데, (웃음)
사실 이거 수상실적에도 쓸 수가 없잖아요?
안영우: 네, 뭐랄까... 어머니도 처음 얘기는 ‘이게 과고 입시에 도움된
다’로 들으신 것 같아요. (중략) 아직도 [가산점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랬던 거에요. (중략) 그런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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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결국은 영재고 입시에 준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게 과학
실력을 쌓아놓는 거니까.
연구자: 실력을 쌓아놓는 거니까?
안영우: 네. 그래서 전 지금도 영재고 준비하는 애들 있으면 올림피아
드 준비하는 건 추천하는 편이에요.
연구자: 그 수상실적은 쓰지 못하지만, 쓰진 못하더라도.
안영우: 본인 실력을 키우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략)
또 기본적으로 올림피아드 준비하는 쌤들이 잘 가르쳐요. (웃
음) 학원 쌤들도 진짜 잘 가르쳐요. 그거를 영재고 입시만 해도
확 느끼거든요. 괜히 대치에서 비싸게 하는 쌤들이 괜히 비싼
게 아니더라고요. 잘 가르치더라고요. (웃음)

수도권 소재의 가름영재고, 나름영재고와는 달리 안영우가 진학한 다
름영재고는 지방에 있다. 막내아들을 먼 타지에 홀로 보내야 하는 어머
니는 여러모로 신경이 쓰인다. 특히 영재고에 입학하면 수학·과학 분야
에서 뛰어난 학생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가장 걱정됐다. 어머니의
권유로 안영우는 현재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수학, 물리 과목을
대치동의 유명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중학교 2년 선배
이자 다름영재고 선배에게 정보과학과 화학 과외를 별도로 받고 있다.
입시 준비 기간과 비교하여 심적,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 데다가 직속 선
배 덕분에 다름영재고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었다.
안영우: 저희 중학교 2년 선배죠? 중2 때 조기졸업으로 다름영재고를
가서요, 지금 전교 3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하... 제가 과외받고
있는데 엄청! 똑똑해요. (중략)
연구자: 아, 지금 그 누나, 그 똑똑한 누나는 무슨 과외를 해주고 있는
거에요?
안영우: 선배한테 정보랑 화학 배우고 있는데, (중략) [다름영재고에] 붙
고 나서부터, 어머니가 걱정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일단은 막
내고 엄마 치마폭에서 살아온 아이니깐 가서 잘할 수 있을까...
근데 목동 아줌마들 얘기 들어보면 ‘정보는 이미 당연히 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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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놨다’, ‘학원은 화학은 어디 다니고 있고 어디 다니고 있다.’
하니까 걱정이 엄청 많아지시는 거에요!

비록 서울대 과학영재교육원 심화과정 모둠별 탐구 결과가 썩 만족스
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심화과정과 사사과정 활동에 참여하며 지금까
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충실한 탐구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사사과정에서 생활 속에서 관찰한 현상에 호기심을 갖고 발전시켜
탐구 주제를 만들어가는 방식은 그에게 있어 새로운 접근이기도 했고,
동시에 주변 세계에 대한 관찰보다는 과학 이론 학습에만 치중했던 본인
의 약점을 발견하게 된 계기이기도 했다.
안영우: 제가 과학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저런 쪽[=생활 속 관찰]에는
되게 약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전 저와 관련돼있지 않은 모든
거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깐. (웃음) 그냥 길 갈 때도 아무 생각
안 하면서 내 갈 길만 걸어가는 타입이라서, 선생님처럼 옆에
맨홀이 있어도 별로 제 시야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 발견 쪽
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이런 것도 찾는구나’,
‘이런 식으로 좀 보면 되는구나’, 저런 걸 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주제를 정하는데 저런 우연한 발견이라는 게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전 처음 사사 수업 들었을 때도, ‘아 이
제 주제 잡느라 고생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주제 잡
는 것에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저걸[=생활 속
관찰 사례 모음], 앞으로 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웃
음) 계속 쌓아가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연구자: 그 전에 탐구 활동들을 좀 했잖아요. 그때는 주제를 어떻게 선
정해요? (중략) 다른 데서 탐구를 하면은 주제 어떻게 잡나?
안영우: 음, 솔직히 말해서 [초등학교] 4, 5학년 때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고요 주제를. (중략) 전 솔직히 중1 때는 탐구 지도에 대해
불만이 좀 많았어요. (중략) 쌤 말하는 데로 따라가서 ‘결과만
내라.’ ‘그럴 듯하게 보일 수 있게.’ 그런 느낌을 좀 받아서, 그
랬죠. (웃음) 그래서 다시, 서울대로 오니까 탐구 지도도 지속적
으로 해주시고, 어떻게 탐구를 해야 되는지, 막혀있으면 쌤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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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는 영재고에 합격한 덕분에 “어느 정도만 하면” 과학영재들이 많이
모인다는 이공계 특성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많이 풀어졌다고 했다. 대학 입시 걱정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영재고에
있는 동안에는 웬만한 대학교 뺨칠 정도로 첨단 장비가 잘 갖춰진 실험
실을 마음껏 사용해보면서 자신의 전공을 확실하게 찾는데 집중할 계획
을 세웠다.
연구자: 실험 많이 해보고 싶어요? 고등학교 가면은?
안영우: 네!
연구자: 연구 프로그램 같은 것도 참여하고?
안영우: 전, 제가 과학 쪽 실험은, 솔직히 잘... 뭐라 해야 될까, 아이디
어가 안 난다고 해야 되나? 아직 많이 안 해봐서 그런지 경험
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화학을 전공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게 정말 엄청나게 내
가 화학을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단지 성적이 잘 나오니까 좋
아하게 된 건지 잘 모르겠고 해가지고.
연구자: 일단 지금은 좋은데?
안영우: 네. 그리고 [제가 대학을] 카이스트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
금 제 생각은 카이스트를 가게 된다면 1학년 자유 전공이니까,
만 [고등학교 3년과 대학교 1년의] 3, 4년 정도는 그냥 다양하
게 하면서 정말 화학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더 좋아하는 게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찾는 데 쓰고 싶다? 그렇게 생각
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험이나 이런 프로그램 있으면 다양
하게 참여하고. 물론 내신관리도 중요하겠지만. (웃음) 기본적으
로 그쪽에 좀 더 중점을 두고 하고 싶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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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과학영재들의 고등학교 입시 구조
장에서는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 다니면서 고등학교 입시에 참
여한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입시 과정과 과학영재교육원
활동을 기술하였다. 생애사 연구에서 필수적인 작업은 개인적 맥락에서
구술하는 생활담(life story)을 역사적 맥락이나 문화적 맥락과 연결하는
것이다. 특히 교육에 초점을 맞춘 교육생애사의 경우에는 개인의 행위를
교육적 맥락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조용환(2009)은 인간의 행위를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소상황과 비가시
적이고 추상적인 대상황, 그리고 다양한 문화체제가 그 양자를 매개하는
구조로 설명한다. 이에 따라 본 장의 1절에서는 주체-구조 간 상호작용
을 분석하는 “소상황-(매개상황)-대상황” 분석틀을 활용하여 연구참여자
들이 구술한 고등학교 입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2절에서는 이러한
상황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영재교육원이 고등학교 입시 과정에서 어
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Ⅲ

1. 고등학교 입시의 상황적 구조
1) 소상황
소상황은 개인들의 행위와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구체적, 특수적, 가시
적, 일상적, 체험적 상황에 해당한다.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분
석한 고등학교 입시의 소상황적 요소로는 개인적 특성으로 ‘높은 학습
능력과 학구열’, 배경적 특성으로 ‘고학력 부모의 존재’, 시간적 특성으로
‘생각이 많아지는 사춘기’를 추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연구참
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지만, 소상황의 특성상 연구참여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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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체적이고 특수한 차이가 존재했으며 이를 드러내고자 했다.
(1) 높은 학습 능력과 학구열
연구참여자 5명은 어려서부터 새로운 지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 책을
무척 좋아했다. 또한, 부모님들이 “뭔가 다르다”라고 느낄 정도로 짧은
시간 공부하더라도 또래 친구들과 비교하여 훨씬 좋은 성취를 보였다.
그렇다 보니 이들에게 있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공부하는 공간이라기보
다는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회성을 함양하는 공간으로 받아들여졌
다. 즉, 사회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주변으로부터 타의 모범이 되는 사
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곧 그들이 생각하는 학교생활의 목표였다. 연구참
여자 모두는 고등학교 입시 기간에도 학교생활에 충실하여 교사와 친구
들의 신뢰를 얻으며 ‘모범생’으로 인정받았다.
김리온: 저는 그냥 [중학교 담임] 쌤이 절 예뻐해 주셔서 챙겨주셨어요.
공부를 잘해서도, 공부를 잘한 것도 있겠죠, 분명히. (웃음) 선
생님이 약간 되게 기특하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영재고 준비를
하면서 성적이 이만큼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중략) 제가 인
사성도 밝고, 항상 끝나면 얘기해주시는 게 되게 ‘그림 같은 아
이’, 제가 입으로 말하기 뭐한데. (웃음)
연구자: 괜찮아, 괜찮아. (웃음)
김리온: 그림 같은 아이라고, (웃음) 쳐다만 보고 있어도 좋다고. 그렇다
고 얘기를 해주셔서 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에
요.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학교의 한계는 명확
했다. 과학과 같이 자신이 더 관심이 있고 실력을 키우고 싶은 과목이
있다 하더라도 학교에서는 남들의 수준에 맞춰진 교육과정에 따라 공부
해야만 했고, 따라서 조금 성실히 공부하는 정도만으로도 최상위권 내신
성적을 받을 수 있었다. 즉 학교에서는 관심 분야에 대한 실력을 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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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도 적고, 자신의 실력이 충분히 성장했는지 평가해보는 기회도 제한
된 것이다. 집단면담 중 연구참여자들이 먼저 화두를 던지면서 이어진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한 대화를 통해 우리는 연구참여자들이 느끼는
중학교 교육에 대한 불만을 엿볼 수 있다.
안성민: 이건[=학교 공부가 재미없는 건] 공부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
니었어, 우리가. (중략)
연구자: 중학교에서의 경험에서 우러난 거죠? (웃음)
안영우: 저는 일단, 선행학습 금지법? 그건 정말, 정말 안 좋은 법이라
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마다 수준이 다 다른데, 선행학습이
꼭 시험을 잘 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단
지 학교 수업이 재미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걸 막아버
리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박재혁: 진짜 까놓고 말해서요, 진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욕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선천적으로 애들 수준이 달라요.
최인규: 그렇긴 해. 그건 맞아.
김리온: 맞아, 맞아, 맞아.
박재혁: 맞잖아? 학교 수학도 진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고, 여기 있
는 친구들처럼 막, “어허, 학교 수학 너무 재미없어!” (웃음) 고
등수학까지 다 풀고, 그러고도 막, “아, 새로운 수학을!” “아, 배
우고 싶어!” (웃음) 이런 애들도 몇 명 봤거든요. 그런 친구들의
지적 탐구심을 완전히 틀어막는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략)
최인규: 저희 [유한국제중]학교가 선행학습 금지법 때문에 아예 커리큘
럼을 싹 바꿔야 됐어요. 저희가 원래 매번 진단평가같이 학년
초에 [시험을] 봤었어요. 그래서 잘하는 애들하고 못하는 애들,
그니까 이해 잘 되는 애들하고 안 되는 애들 해서, 잘 되는 애
들은 1, 2학년 때 중학교 3년 교육과정을 다 끝내버리고 3학년
때 고등학교 거를 나갔거든요?
박재혁: 괜찮은데?
최인규: 그리고, 좀 안되는 애들은 그냥 정규 교과서 또 따라가면서 같
이 맞추고? 나머지 교양이나 예체능, 뭐 1인 2기 이거는 다 같
이 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예 싹 바뀌어서, 학교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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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평준화가 돼버리니까 애들이 속이 터지는 거에요.
안성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
최인규: 서로 편차가 안 맞아서 막 자는 애들. 정말 학교 자체에 대한
애들의 흥미가 떨어졌어요.

특히 다른 연구참여자들이 사는 곳에 비해 비교적 학구열이 낮다고 평
가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박재혁, 안영우의 경우에는 본인들의 공부에 대
한 고민 등을 함께 나눌 친구를 학교에서 만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
니었다. 연구참여자들이 학교 친구들의 삶을 이해하기 어렵듯, 학교 친구
들 또한 “왜 그러고 사냐”라며 그들의 삶에 공감할 수 없었다. 연구참여
자들의 중학교 환경에 대한 불만은 자신을 지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교
육체계와 사람들이 존재하는 “좋은 고등학교”나 영재교육원과 같은 교육
기관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졌다.
박재혁: 저희 학교는 일반중이고 특히 변두리잖아요? 그 공부를 잘하는
애들, 공부를 학원 다니면서 (중략) 고등학교 공부 이렇게 하는
애들에 한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스무 명 남짓 되거든
요? 근데 진짜 극과 극인 것, 아예 다른 세계에서 사는 것 같
아서, 걔네들도 그냥, “음, 쟤넨 공부충27).”, 이러고 그냥 그렇게
별로 생각, 관심도 안 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안영우: 솔직히 말하자면, 음, 뭐랄까... 일단, 요즘 중학생들이 어떻게
사냐면요, (중략) 여자애들이랑 잘 안 놀아서 모르겠는데, 남자
애들은 일단, 한 80%는 끝나고 PC방으로 출근을 하더라고요.
(웃음) 진짜! 많이 가요. (중략)
연구자: 애들끼리 막 우루루 몰려서 PC방 쫙 가요?
안영우: 네네. 그냥, 이 PC방 가는 멤버가 있고 저 PC방 가는 멤버가
있고. 다 있어요. 정말 많이 가요. (웃음) 그리고 그중에서 인제,
좀 생각 있는 애들? 솔직히 한 20% 크게 넘지 않는다고 봐요.

27) 공부충(工夫蟲): ‘공부’ 뒤에 벌레(蟲)를 뜻하는 ‘-충’이라는 신조어 접미사를
붙인 말로, 공부를 우선시하는 학생 집단에 대한 비하적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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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대학 수준의 수학, 물리, 화학 분야 지식과 활용을 평
가하는 올림피아드나, 실험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는 영재교육원 활동
은 연구참여자들에게 구체적인 단기 목표이자 작은 해방구가 되어주었
다. 특히 중학교 2, 3학년 때 다닌 서울대 과학영재교육원은 대학부설 과
학영재교육원답게 교육과정에 얽매이지 않고 그들이 목말라했던 상위 수
준의 과학실험을 체험해볼 수 있는 곳이었다. 이는 학원이나 다른 사교
육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하지만 과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탐구 활동의
기초를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의 공간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실험
및 탐구 경험은 곧 자신의 “실력”이자 “스펙”이 되었다.
연구자: 사실은, 실험 같은 경우는 직접 몸을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중
간에 꼭! 맘대로 안 되잖아요? (웃음) 맘대로 안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생기잖아요? 그때 또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
선 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중략)
안영우: 어, 저는, 딱히 실험과 일반 수업에서 큰 차이를 못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실험도 그렇고 수업도 그렇고 일단 쌤이 알려주
잖아요? (중략) 문제 풀다가도 당연히 수도 없이 잘못된 길을
갔다가 다시 원래대로 가는 거고, 실험을 하다가도 실수도 하
고, 다시 이걸 찾아내기도 하고. 그래서 답을 찾는 건 똑같잖아
요? 전 실험 수업이나 이론 수업이나 큰 차이가 있다고 못 느
꼈거든요. 그런데 실험 수업을 소중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
실험을 설계 같은 걸 하면서 하는 경험이랄까요?
연구자: 설계하는 경험?
안영우: 네. 실험 설계하고 그, 도구를 사용해본 경험? 그게 되게... 어차
피 나중에 과학자가 되는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중략) 도
구를 써봤고 어떻게 쓰는지 안다, 그리고 그 도구에 친숙하다
는 거는 그 실험 관련 문제를 풀 때, 되게 ‘난 이 분야를 잘 알
고 있어’란 자신감을 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입시에도 도움
이 됐고 앞으로 제가 살아갈 때도 되게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을
했어요. 실험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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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연구참여자들은 그들의 “천성”상 적어도 과학 분야에서만큼은
남들에 뒤지지 않는 실력을 갖추고 싶은 욕구를 품고 있었다. 하지만 현
재 우리나라 공교육 체계에만 갇혀서는 그들이 목표하는 수준의 실력에
도달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그들의 성장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남
다른 교육과 환경을 찾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2) 고학력 부모의 존재
연구참여자들의 부모 세대가 대학을 진학한 시기의 4년제 대학진학률
을 살펴보면, 1980년 16.9%(남성: 19.0%, 여성 13.9%), 1990년 20.9%(남
성: 22.1%, 여성:19.4%)로 약 20% 남짓에 불과하다(통계청, 2004). 하지
만 연구참여자들의 부모 10명은 모두 4년제 대학을 졸업했으며, 그중 절
반인 5명은 대학원까지 졸업한 고학력자이다. 특히 상당수가 서울대를
비롯한 소위 명문대 졸업자이며, 가정마다 사정은 조금 다르지만, 경제적
으로도 크게 부족함이 없어서 자녀교육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많은 선행연구가 일관되게 보여주듯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연
구참여자들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이었다. 앞서 연구참여자
의 이야기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박재혁, 최인규, 안영우는 어렸을 때부터
독서, 글쓰기, 논술 등을 어머니에게 배우며 자랐고, 김리온, 안성민은 부
모가 모두 서울대 출신으로 어렸을 때부터 학원이나 국제중 등 학업적
지원을 꾸준히 받아왔다. 또한, 점점 학년이 올라가면서는 아이들의 관심
이 수학, 과학에 집중되자 그에 맞는 적절한 학원과 학교, 영재교육원을
알아보고 자녀에게 추천하는 일 또한 연구참여자 부모의 중요한 과제였
다.
안영우: 엄마가 논술 수업을 하시니깐, 제 친구들이 하는 팀이 있어요.
거기 껴서 같이 하면서 지속적으로 책도 1주일에 한 권 정도씩
은 읽었고.
연구자: 아, 스터디랑 비슷하게 이렇게 모여서?
안영우: 저한텐 그런 기분이었을 거고, 애들한텐 그냥 학원으로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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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였겠죠? (웃음) (중략) 글쓰기도 꽤 많이 했어요. 제가 이과생
치고는 글쓰기 수상실적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김리온: 엄마는, “너네 아버지는 뭘 아냐며, 너네 아버지는 너무 모른
다”면서 “학원에 다녀야 된다” 막 이러세요.
안성민: [엄마는 입시 전문학원 다니는 것에]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셨어
요. 근데 아빠는, “뭐 그렇게 할 거 있냐?” 약간 그렇게 생각하
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뭐... 학원에 가는 게 맞
으니까, 다른 애들도 다 다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학원 다
니고.

특히 중학교 시기에 접어들며 적극적으로 사교육을 받은 다른 연구참
여자들과는 달리 박재혁의 부모는 가능한 한 자녀를 학원에 보내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물론 박재혁이 수학·과학 분야만큼은 더 수준 높은 내용
을 배우고 싶은 욕구가 있었기에 학원을 아예 다니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을 학원에서 보내야 하는 영재고 입시 전문학원만큼은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는 자녀교육에 관심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으로 어려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녀에게 자기주도적인 학습 습관을 만
들어주려는 확고한 교육관 때문이었다. 또한, 친가와 외가 모두 독실한
기독교 집안의 분위기상 주말에는 종교활동을 통해 교리 공부를 해야 한
다는 교육관에 따라 박재혁은 평일에만 학원에 다닐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재혁의 부모는 다른 연구참여자들의 사례와는 조금 다른 형
태의 ‘교육열’을 보여주었다. 즉 다른 연구참여자들이 ‘사교육’을 받는 형
태로 부모의 교육열이 드러났다면, 박재혁은 ‘자기주도학습’과 ‘종교교육’
의 측면이 강조된 형태로 부모의 교육관이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해 박
재혁은 “존경”심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
해할 수 없는 종교적인 분위기가 그를 답답하게 만든다고 했다.
박재혁: 저희 부모님은 학원을 원체 싫어하셔갖고, 제가, 학원 가고 싶
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끝까지 안 보내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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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혁: [저] 교회 다녀요. 근데 이것도 말할 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
로 종교를 되게 싫어합니다. 지극히 싫어해요.
연구자: 근데, 부모님의 영향인가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게?
박재혁: 아 네. 저희 집안이 뿌리가 깊은 기독교 집안이라. (웃음) (중
략) 저는 진짜! 여기서, (탁자를 두드리며) 집에서 못 말한 걸
다 말하고 갈게요! 진짜 그 어떤 종교도 싫은데 기독교가 너무
싫어요. 진짜 다 싫고요, 기독교의 사고방식도 싫고요, 그 기독
교의 가치관도 싫고요, 그런 집안 분위기도 싫고. (중략) 저희
가족이, 제가 과학 쪽을 좀 좋아한다는 걸 아니까 되게 요상한,
사이비 과학들을 막, “이게 과학이야, 이게 맞는 거야.” 이러니
까 제가 할 말이... (중략) 저희 부모님이, 아후... 그것도 있네!
저희 부모님이 저를 학원에 계속 안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일요일엔 교회를 가야돼요. 가야돼서기 때문에요. 그게 있었네!
맞아, 그거야 아무튼! (발을 구르며) 물론 저희 부모님께서 학
원을 안 보내시는 가치관도 크지만 두 번째가, 거의 1.5번째 이
유가 그거였어요. 보통 그런 [입시 전문] 학원들은 토, 일 기점
으로 많이 하니까요. (중략)
연구자: 집에서는, [교회에 대한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긴 어렵고.
박재혁: 네. 집에서는, (두 손을 모으며) 신실한 코스프레를 하고. (웃음)
근데, 요즘, 그... 최근엔 싫은 티를 좀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 저희 부모님께서 많이 슬퍼하셔서, 마음은 아프지
만 지금 미리 조금씩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웃음)

전반적으로 모든 연구참여자의 가정에서는 자녀교육 문제에 대해 경제
적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일을 맡은 아버지들이 어머니에게 “일임”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최인규의 경우에는 교사인 어머니 못지않게 아버
지도 자녀교육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차이가 있었다. 최인규는 자신
이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이미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
버지와 어머니는 학원에 다니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했고, 최인
규에게 있어 이러한 부모의 조언은 지나친 “간섭”으로 받아들여졌다. 부
모와의 갈등이 계속되자 집안에서 자신의 편은 아무도 없다는 서러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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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치기도 했다.
최인규: [아빠가] 평상시에는 되게 좋거든요? 근데, 정말 다른 아빠들이
랑은 다른 게요, [저한테] 관심이 많은 거는 진짜 참 좋은 것
같아요. (중략) 공개수업 때 저희는 엄마가 온 적이 없어요. 다
아빠가 오셨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반에서 유일하게 아빠가 오
는.
최인규: 엄마는 [학원을] 보낼라 그러는데 저는 “왜 보내냐”, 입장인 거
에요. 엄마는 가야 된다고. 전 갈 이유를 못 찾겠거든요? 왜 가
야되는 건지. 아빠도 엄마랑 거의 똑같아요. 적어도 한쪽이 막
끌고 갈려고 하면 한쪽은 좀 쉬엄쉬엄 해줘야 되잖아요? 저희
집은 그런 거 없거든요. 저는 항상 2대 1로 싸워서.

공교육 이상의 추가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돈이 들기 마련이
다. 연구참여자들의 부모는 전반적으로 자녀에게 사교육을 비롯한 추가
적인 교육에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미국 대학에 유학 중
인 언니를 둔 김리온과 국제고를 졸업하고 명문대에 재학 중인 두 누나
를 둔 안영우와 같이, 본인보다 앞서 부모의 지원을 받았던 형제들을 지
켜본 연구참여자들은 자연스럽게 부모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
김리온: “언니 영어 잘해서 부럽다!” 해가지고, “언니, 단어 같이 외우면
서 [나] 단어 외우는 거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야, 내가 돈
을 얼마나 처발랐는데 못하면 거지지. 엄마한테 싸다구 맞을
일이지.” 막 이래서, “아, 그런가?” 그러고 있었더니, “야, 너한
테 수학 퍼부은 거랑 똑같은 거야.” “아, 그러네?” 이러고. (웃
음)
안영우: [고등학교 입시] 공부를 안 하다가 정말 필요한 입시 기간에 정
말 딱 열심히 해가지고 깔끔하게 붙었잖아요? 그게, 정말 맨날
학원 다니면서도 설렁설렁 해가지고 떨어지는 애들도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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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효율적으로, 솔직히 그
학원 다니는 거 가격도 진짜 쎈 데. (웃음) 반년으로 해결해서
다행이죠!

정리하자면, 연구참여자마다 부모의 교육적 개입의 양상은 조금씩 다
른 모습이었으나 그 기저에는 학력이 높은 부모들의 적극적 개입이 자리
하고 있음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생애 전반적으로 부모
의 교육적 개입을 잘 수용한 김리온, 안성민, 안영우의 사례도 있었지만,
특히 고등학교 입시 시기에 부모의 교육관에 내적·외적으로 저항한 박재
혁, 최인규의 상황도 확인할 수 있었다.
(3) 생각이 많아지는 사춘기
연구참여자들이 고등학교 입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중학교 2학년
전후의 시기는 인간의 발달 단계에 있어 성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지면서
신체적·정서적 변화가 크게 찾아오는 사춘기와 대체로 맞물린다. 사춘기
시기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전까지는 자신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
닐 정도였던 부모와의 심리적 거리 두기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또한, 자
신이 놓여 있는 현실을 파악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특
별한 존재’로 인식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시기이기도 하다.
연구참여자 중에서 김리온, 박재혁, 최인규는 스스로 사춘기를 겪었다
고 회고할 만큼 격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학생들이다. 비록 사춘기라는
것이 몇 날 몇 시에 정확히 시작되고 끝나는 종류의 것은 아니기에 시기
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들은 자신의 과거 행동과 생각의 변화를 되
돌이켜보며, 특히 부모와의 갈등 상황을 통해 자신이 사춘기를 겪었음을
인식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김리온은 과학영재교육원 사사과정을 계속
다닐 것인지를 두고, 박재혁은 영재학교 입시 과정에서 부모님의 지나친
기대 때문에, 최인규는 본인을 입시 전문학원에 보내려는 부모님의 태도
때문에 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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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혁: 중학교 때 들어와서 보면,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엄마한
테 막, “나는 커서 절대 엄마랑 안 싸울 거야!” 그럴 때도 있었
는데.
연구자: 음, 1학년 때까지만 해도?
박재혁: 네. 근데 갑자기 막,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부모님이 싫어지는
거 있잖아요? 아무 이유가 없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다 그
렇듯이 뭐, 다 자신의 영역 이런 걸 형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
각하고, 엄마가 방 노크만 해도 화내고. (웃음) 어, 그때도 있었
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새
는 좀, 두리고 입시 같은 거 할 때쯤에 부모님과 사이도 많이
괜찮아졌고.
최인규: [중학생이 되자] 초등학교 때랑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제가 막 초등학교 때는, 글쎄, 초등학교 때는 확실히 초딩 같았
죠. 근데 중학교 1학년쯤 돼도 그 티를 못 벗다가, 갑자기 애
가, 딱 벗어서. 변성기도 중1 말 때 왔어요. 그니까 [목소리가]
점점 굵어지다가 갑자기 중1 말 때 감기 딱 걸리고 나서 목소
리가 그 남성 AI [음성] 있잖아요? (웃음) 그거처럼 약간 바뀌
었다가 원래대로 돌아왔거든요. (중략) 그다음에는 입시 막 확!
오고 그것 때문에 거의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보다 친
구들이 편했다고 생각됐던 거? 부모님이랑 있는 것보다는 차라
리 애들이랑 같이 있는 게 더 편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차라리 우리 학교가 기숙사였으면 얼마나 편했을까?

같이 사춘기를 겪었다 하더라도 부모와의 갈등 양상은 각자 차이가
있었다. 영재고 입시에 탈락한 뒤 박재혁은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갈등
을 어느 정도 해소했지만, 최인규는 계속해서 사교육을 권하며 자신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부모와의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었다.
영재고 입시에 실패하고 과고 입시를 준비한 김리온은 영재고와 비슷
하게 상위 수준의 수학·과학 지식이 필요한 면접고사를 준비해야 했다.
따라서 영재고 입시 준비만큼이나 빡빡한 일정으로 학원에서 공부하다
보니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자연스레 줄어들었다. 부모와의 심리적 거리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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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기가 시작되는 사춘기 시기에 같은 목표를 가진 친구들과 오랜 시간
같이 보내게 되면서 오히려 부모와의 큰 불화 없이 사춘기 시기를 넘어
가기도 했다.
연구자: 내가, 사춘기라는 시기가 너무 오래전이라서 다 까먹고 있었는
데, 학생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시기가 굉장히 질풍노도의
시기고 감정의 변화가 좀 있었고 막 그랬던 걸로 기억해.
김리온: 엄마는 심지어! [저는] “너 진짜 조울증 있냐?” 이 소리 들었어
요. (웃음) 진짜 그래요. 기분이 확 좋았다가 확 나빠졌다가! 난
리도 아니에요, 진짜 기분이 뭔가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중략)
그런데 이제 그 사춘기 기간이 공부하는 기간이랑 겹치다 보니
까 알아서 다 넘어간 것 같아요. 심란한 상태로. 심란한 건 심
란한 상태로 가고, 아니면 할 건 하고 이랬던 것 같아서.
연구자: 그렇네. 사춘기라고 인식됐던 기간이 열심히 공부하던 시기네?
김리온: 네, 그쵸. 딱! 영재고 준비하고, 막 과고 준비하고 그때니까. (중
략) 솔직히 말해서 사춘기 땐 친구들이 더 좋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이랑 있는데? 심지어 공부도 같이 하고 있어. 그것도 같
은 걸 하고 있으니까? 딱히 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그래
서 더 조용하게 넘어갔던 것 같기도 해요.

연구참여자들에게 있어 사춘기는 단순히 부모와의 충돌과 같은 부정적
인 감정으로 점철된 것은 아니었다. 연구참여자마다 시기는 조금씩 차이
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자신의 모습과 생각을 되돌아보고 어렸을 때와는
다른 정체성을 만들어보는 과정에서 생각이 깊어지는 정신적 성숙의 시
기이기도 했다. 삶에 대한 관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 과학 분야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뇌가 확 트이는” 느낌을 받으며 공부에 더욱 흥미를
느끼기도 했다.
박재혁: [학원에서] 중등과학을 하고 물리I을 배울 때 수학이 진짜 이해
가 안 가는 거에요. 진짜, 그니까 사람이 사춘기를 한번 거치면
뇌가 확 트이잖아요? 지금 보면 물리I에 수학은 미적도 하나도

- 138 -

안 나오고, 나온다 해도 개념에서만 나오지, 알면 좋은 거지,
되게 단순한 연산이잖아요? 근데 전 그게 안 됐어요. (중략)
[나중에] 다시 물리 인강을 한번 찾아서 들어봤으니까요. ‘내가
이렇게 쉬웠던 거를 왜 못했지?’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정리하면 연구참여자에 따라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김리온, 박재혁,
최인규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입시 시기 근처에 격정적인 사춘기를 보냈
다. 또한, 사춘기에 표출된 부모와의 갈등이 봉합된 양상도 제각각이었는
데, 바쁜 입시 준비 일정으로 인해 부모와의 접촉이 줄어들며 갈등이 크
게 번지지 않은 상태로 자연스레 사춘기를 보낸 김리온의 사례도 있었
고, 눈물을 쏟으며 부모님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관계를 추스른 박
재혁의 사례도 있었다. 다만, 최인규의 경우에는 부모와의 갈등 상황이
고등학교 입시가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또한, 모든 연구참여자는 본인이 사춘기를 거쳤다고 인지하든 그렇지
않든, 고등학교 입시 과정에서 자기 존재의 고유성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며 자아정체성을 조금씩 구성해나감
과 동시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조금씩 넓혀갔다.

2) 대상황
소상황과 달리 대상황은 개인의 행위 이면에 작용하고 있는 추상적,
보편적, 비가시적, 비일상적, 이론적 상황에 해당한다. 연구참여자들이 세
계-내-존재로서 놓여 있는 고등학교 입시의 대상황적 요소로는 (1) 학벌
주의, (2) 실력주의, (3) 신자유주의를 추출할 수 있었다.
(1) 학벌주의: 위계서열의 확산
우리나라 사회의 ‘학벌’이란 여러 의미로 정의할 수 있지만, ‘출신대학
의 위계서열적 층을 기초로 생성된 유사가족적 공동체’(이종현, 2007)가
가장 보편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위계서열적 층”의 정점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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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위치하며, 이러한 학벌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학벌주의’
로 정리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한 면담을 진행할 당시 중학생이었던 연구참여자들과의
대화에서도 나는 어렵지 않게 학벌주의를 읽어낼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들의 입시 이야기를 다시금 살펴보면 그들이 표현한 학벌주의는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드러나는데, 첫째로는 학벌의 정의에서 ‘위계서열’에 초점
을 맞춰진,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발생하는 ‘후광효과’
가 대표적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김리온은 정신과 의사가 꿈이긴 하지
만, “최고의 서울대”를 갈 수 있다면 심리학과에 진학하는 것도 차선책
으로 고민할 정도였다. 박재혁의 경우에는 대학 이름이 곧 “사회적 지위
를 어느 정도 가늠케” 하는 요소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음 최인규의 사
례와 같이 학교 교사나 학원 강사가 높은 위계의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
는 그들의 교육적 태도 등과는 관계없이 학벌 그 자체만으로도 남다르게
바라보는 경향을 찾을 수 있다.
최인규: 저희 [유한국제중의] 사회쌤은 서울대, 다 서울대에요! 체육쌤도
서울대, 음악쌤도 서울대, 기술쌤도 서울대. 다 서울대에요!심지
어 계약직을 뽑는, 한 학기 계약직을 성균관대에서. 성균관대.
(웃음) 성대가 젤 학력이 낮아요. (중략)
연구자: 근데 선생님들의 출신학교를 다 알고 있네? 빠삭하게 알고 있
네?
최인규: 애들이 다 뒷조사가 있어요. 쌤들이 말은 안 하는데 애들이 다
뒷조사를 해요. (중략) 장난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음
악쌤이 서울대 성악과 출신이에요. (웃음)

연구참여자들이 생각하는 학벌의 개념은 대학에 한정되지 않고 고등학
교급까지 이어진 ‘확장된 학벌’의 개념을 가졌다. 고등학교의 위계서열은
대학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완벽한 상관관계는 아니지만, 고등학
교의 위계는 보통 그 학교에서 ‘얼마나 서울대를 높은 비율로 보내는지’
로 가늠할 수 있으며, 위계가 높은 고등학교에 진학했다는 사실만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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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다.
안성민: 두리고가 영재고 바로 아랫급으로 치는 것 같더라고요. 영재고,
바로 아래 급수가 하나고. 근데 두리고 되게 좋다고 평이 많던
데?
연구자: 아, 그러면은, 성민이가 인식하고 있는 그 학교의 순서? 그게
어떻게 돼요? 뭐 1티어라고 했던 데가, 내가 듣기로는 가름영
재고, 나름영재고, 다름영재고 정도는 1티어라고 들은 것 같은
데.
안성민: 영재고 중에서는 그렇죠. (중략) 이제 영재고가, 이과에서는 독
보적으로 영재고가 [서울대를] 제일 많이 보내죠. (중략) 수학도
엔간히 해서 내신을 잘 받았어, 그러면 두리고를 쓰고요. 근데,
얘는 누가 봐도 이과인데 영재고 붙었어야 되는데 떨어졌어,
그러면은 이제 과학고를 쓰는 거에요.
안영우: 저는 누나들이 둘이 있는데, 둘 다 특목고를 갔어요. (연구참여
자 모두 감탄)
연구자: 어디어디 갔어요?
최인규: 엘리트 집안!
안영우: 둘 다 국제고 갔어요. (중략)
박재혁: 딸 두 명이 문과 탑[학교에] 가고, 아들 한 명이 이과 탑[학교
에] 갔슈! (모두 감탄) 야, 농사가 풍년을 넘어가고 풍풍년이네!
(모두 웃음)

연구참여자들 모두가 이러한 학벌주의를 공유하고 있기에, 그들은 비
록 본인이 영재고를 지원할 계획이 없었더라도 “공부하는 애들”이라면
모두가 우러러보는 ‘확장된 학벌’ 획득에 도전하기 위해 고등학교 입시
경쟁에 동참했다. 예를 들어 영재고에 진학할 경우 의대에 가기 어려우
므로 과학고 진학을 계획했던 김리온도 ‘영재고’라는 확장된 학벌이 주는
후광효과의 가치와 의대 진학의 어려움을 저울질할 정도였다. 연구참여
자들이 말하는 ‘학벌’은 단순히 학문적 범주를 넘어 더 포괄적인 범주인
- 141 -

“네임밸류”에 대한 추구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자: [리온이는] 대학생이 아니니까. 그런 걸 경험해볼 수 없잖아요.
“쟤 서울대래.” “오, 서울대!” 이런 느낌.
김리온: “오, 쟤 다름영재고래!” “오오, 다름영재고!” 똑같잖아요? (중략)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느끼는 사람인데 당
연히 ‘좋은 데를 가야지 나한테 유리하겠구나’ 이 생각이 바로
들죠? 그게 있어요. 사람을 판단하는 데는 그런 게 있어요. 막,
영화사도 유명한데, 영화사도 “드림웍스 다닌다”, “허, 대박!” 이
러고, “디즈니 다닌다”, “하, 대박!” 다 이럴려고 하는 거잖아요?

연구참여자들이 표현한 학벌주의의 두 번째 양상은 학벌의 정의에서
‘유사가족적 공동체’에 초점이 맞춰진 ‘인맥’에 대한 관심이었다. 연구참
여자들은 ‘인맥’이라는 표현을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했다. 가장 대표적으
로는 “지인 찬스”라고 표현되는, 자신의 인맥에 포함된 사람을 통해 본
인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맥락에서 언급되는 인맥이다.
하지만 아직 중학생인 연구참여자들은 사회적으로 “지인 찬스”라고 부를
만한 인맥 활용은 거의 없었다. 즉 ‘인맥’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지인 찬
스”는 미래 가치이자 잠재적 가치였으며, 실질적으로 그들이 말하고 경
험한 ‘인맥’이란 그러한 잠재적 가치가 축적된 ‘인적 자본’이자 학원, 영
재교육원 등에서 만나 자신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어 성장을 촉진하는
“말이 통하는 친구” 네트워크를 의미했다.
박재혁: 제가 아까 말했던 4학년 때만 영재원 [같이]한 그 친구 있잖아
요? 그 친구랑 저랑 SNS에 친구들만 봐도 확실히 다른 게, 그
친구는 페이스북에 그냥 학교 친구들로만 돼 있으면, 평범한
그냥 일반고 간 애들로만 돼 있으면, 제 친구의 상당수는 다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 이런 애들이. 과고, 외고, 이런 애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식으로, 인맥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
지를 알 수 있잖아요? (중략) 그런 애들이랑 다니면 좋은 점은,
일단 인맥이 나중에 사회생활에서도 크게 쓰일 수 있다는 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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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너무 속물적인 거라서 제 입으로 대놓고 말하고 싶진 않지
만, 일단 제가 지금 살면서, 중학교 학생다운 삶을 살면서 되게
좋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이 통하는 애들이 많이 늘
어난다는 거에요. (중략) 더 하이클래스 애들이랑 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니까 저 자신도 덩달아 향상이 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연구참여자들의 학벌주의는 단순히 대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급도 포함한 ‘확장된 학벌주의’의 양상을 보이며, ‘네임밸
류’ 추구와 ‘말이 통하는 친구 네트워크’ 구성의 형태로 표현되었다. 이는
위계서열이 높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을 둠으로써 자신의 외재적 가치
를 높임과 동시에, 본인이 가치를 두는 분야에서 본받을 점이 많은 사람
들의 영향을 받아 스스로 성장하는 내재적 가치 향상에 대한 기대가 반
영된 결과였다.
(2) 실력주의: 실력에 따른 기회 배분과 노력 중시
전근대 사회에서는 출생에 기초한 신분 체계가 존재했다면, 현대 우리
나라 사회에서는 앞서 소개했듯이 학벌에 따른 새로운 신분 체계가 존재
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더 높은 위계의 학벌을 그들이 자주
언급하는 “실력”으로 획득할 수 있다는 사고를 공유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이 말하는 ‘실력’은 두 가지의 개념이 결합 된 의미로 표
현된다. 첫째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소질을 뜻하는 “능력”, “재능”, 또
는 “잠재력”이며, 둘째는 그렇게 타고난 소질을 최종적으로 꽃피우기 위
한 “노력”이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학문적으로 어느 정도의
타고난 소질이 있으며, 끝없는 노력을 통해 잠재된 능력을 계발하여 자
신의 실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삶의 목표라고 여겼다. 그렇게 실력을
충분히 쌓은 사람이라면 “공부하는 애들” 사이에서 더 높은 지위를 획득
할 수 있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도 생각했다. 그렇기에 타고난 ‘능력’도
있고 거기에 ‘노력’까지 더하여 충분한 ‘실력’을 갖춘 학생이 그에 걸맞은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 분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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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저희 16명 갔어요, 이번에 두리고. 저희 [중]학교에서. 근데 8명
정도가 사회통합이나 임직원자녀 전형으로 간 거에요. 그래서
애들 말이 되게 많아요. 능력도 없는 애가, 삘삘 노는 애가, “나
는 사회통합 전형이니까!” 하고 사회통합 전형 썼는데 남자가
미달이어서 붙은 애가 있고, 특례자 전형인데 특례자 전형 중
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애가 다른 일반중 애 특례자보다 나아
서 붙은 애가 있고요.
연구자: 특례자 전형은 뭐?
최인규: 아빠가 국가유공자에요. (중략) 아버지야 ‘아, 훌륭하신 분이다.’
하는데, 애가, 아무런 능력도 없고 노력도 없는 애가 갑자기 갔
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 전교 2등이
썼어요. 걔는 다자녀로 쓸 수가 있었어요. 두리고에.
연구자: 다자녀[전형]도 있어?
최인규: 다자녀도 있는데, 다자녀로 쓸 수가 있었는데, 걔는 “나는 실력
되니까!” 일반으로 썼어요. 전교 2등이니까. 유한국제중 전교 2
등이 떨어졌어요. 저보다 수학을 잘하는 애가 갔는데 떨어졌어
요. 면접에서.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놓고 능력 없는 애들이란
능력 없는 애들은 싸그리 전부 붙여놓고.

연구참여자들이 생각할 때 학생의 학문적 실력을 가장 정확하게 알아
보는 방법은 정량적인 점수가 산출되는 수준 높은 내용의 시험이다. 이
에 따르면 중학교 내신의 경우에는 시험 문항의 수준이 연구참여자들 기
준에서 도전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즉 그들에게 있어 중학교 내신은
‘실력’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인 ‘능력’과 ‘노력’ 중에서 ‘노력’만을 평가
하는 시험으로 인식되었다.
안성민: 학교에서의 그 내신은 성실도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성실하기
만 하면 아무리 수학을 못 해도 A는 나와요. 왜냐하면 선생님
이 문제를 거의 다 알려줘요. 단원평가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장에 이 프린트만 풀면 어느 정도 이상. 그 한 90점 이상
은 맞을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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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들에게 있어 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는 자신의 실력을
가늠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실력 평가의 장(場’)을 필요로 했다. 영재학교나 과학고와 같이 과학영재
선발 및 육성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교도 자칫 중학교 내신 중심으로 학
생을 선발할 경우 높은 수준의 사고력과 창의성을 갖춘 학생보다는 그저
실수하지 않는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다각적인 측면
에서 학생을 평가하고자 노력한다(동효관·전영석, 2004).
연구참여자들은 과학영재로서, 그리고 고등학교 입시 준비생으로서 탐
구보고서, 올림피아드나 경진대회 수상실적, 고등학교 입시성적 등 학교
내신을 넘어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해 자기 자신을 타인과 견주어 본다.
이는 바꿔 말하면 연구참여자들은 학벌주의 문화 속에서 “네임밸류”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입시 경쟁에 뛰어들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 자신의
수준을 가늠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상당수 영재교육원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시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올림피아드 공부에 매진
하는 이유 중 하나도 학교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자신의 실력을 평가받
기 위함이다. 또한, 김리온이 한산과고의 서류평가 단계에서 탈락하여 면
접고사를 치를 기회를 잃자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며 슬
퍼했던 사례, 그리고 안성민이 3차 최종전형에 합격한 경우보다 2차 지
필고사에서 합격했을 때 더 큰 기쁨을 느꼈던 이유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실력주의 문화 속에서 자신의 실력을 평가하고 인정
받는 과정은 단순히 학벌 획득의 의미 이상으로 연구참여자들에게 큰 성
취감을 줬다.
박재혁: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팩트폭격이 많이 들어왔죠. [중학
교] 선생님들로부터. 그거, “내가 지금까지 너 같은 애들도 많
이 봤는데, 두리고 많이 떨어진다. 너도 많이 힘들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연구자: 그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박재혁: 뭐랄까,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니까, 영재고는 내가
지금까지 [그 정도 실력이] 아니라고 많이 생각을 해서 영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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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졌을 때 좀 후련했는데, 오히려 내가 “그럼 난 자사고에
가야지!” 했는데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
연구자: 두리고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재혁: 네! 맞아요, 딱 그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그런데 달리 어쩌겠어
요? (중략) 그래서 그냥, “선생님. 저는 완전 똑똑하니까 갈 겁
니다!” (웃음) 저 막 허세를 좀 부렸죠. (중략) 아, 생각해보니까
그 영어학원 선생님한테도 팩트폭격을 받았어요. “두리고는 너
무 힘드니까 차라리 외고로 트는 건 어떠냐?” 이러셨거든요.
(중략) 그래서 제가 하나 꼭 하고 싶었던 게, 그 선생님한테, 그
선생님 앞에 (종이를 얼굴 앞에 보여주는 자세를 취하며) 탁!
연구자: 두리고 합격?
박재혁: 네, 탁! 그거 되게 하고 싶었는데. (웃음)

요컨대, 연구참여자들로부터 읽어낼 수 있는 실력주의는 타고난 ‘능력’
과 그 능력을 꽃피우는 ‘노력’의 결합체인 ‘실력’을 중시하는 태도를 말한
다. 실력 있는 사람이 학벌과 같은 보상을 획득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논
리로 학벌 획득의 정당성을 실력에 찾으며, 실력 없는 이들이 부당한 보
상을 받는 경우 분노했다. 또한, 획일화된 중학교 교육과정 안에서는 본
인들의 학문적 실력을 제대로 평가해볼 수 없으므로 올림피아드나 고등
학교 입시와 같은 ‘실력 평가의 장’에서 자신의 수준을 가늠해보고자 노
력했다.
(3) 신자유주의: 고교다양화와 수량화의 지배
신자유주의는 단기적인 시장 경제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부
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케인스주의(Keynesianism)를 비판
하면서 태동한 경제학적 사상이다. 신자유주의의 핵심 개념을 정리하면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고 정부의 역할은 제한된
영역에 최소한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에서 국가개입의
후퇴는 곧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 신장이라는 측면에서 정당화되는데, 이
러한 신자유주의적 논리는 1980년대 영국의 대처리즘(Thatcheris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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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를 두고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신자유주의적 이념을 바탕으로 수립된 교육정책은 자유경쟁을 통한 시
장의 효율성을 교육의 영역에 도입하고,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교육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교육계에 불어온 신자유주의의 바
람은 김영삼 정부의 5.31교육개혁안을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
화 300프로젝트’에서 정점을 맞이했다(김천기, 2012). 이러한 교육정책에
대한 찬반논란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나, 자유경쟁의 논리가 교육
의 영역에 도입되면서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회의 책임을 묻
기보다는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양상이 심화됐다. 이는 연구참여자들
이 왜 ‘노력’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지로부터 읽어낼 수 있다.
최인규: 저는, 정말, 실력과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아니 이게 타고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잘 노력해서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그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걸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고요. 그니까 자기가, 남들에 비해서
뭐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죽어라 하면 되는 거에요 저는.
좀 효율적으로. 그렇다고 막 무식하게 막 날계란 갖다 바위치
는 이런 거 말고. (중략)
연구자: 왜 이게 중요하게 됐을까? 이 경쟁력을 갖추는 게.
최인규: 너무 차고 넘치고 상향평준화 되고 있으니까요. (중략) 뭐랄까,
능력이 안 되면 노력해서 키우고, 너무 과한 거는 하지 말고.
그니까 능력이 안 되는데 과한 걸 하면 자기한테 해가 되잖아
요? (중략) 모든 아이들은 다 그게 있어요. 드러나지 않은 것
뿐. 다만, 특성이 있는데도 그걸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썩히는
애들이 몇몇 있죠.

신자유주의가 불러온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교육 전반에 수량화의
지배력을 강화시켰다는 점이다. ‘수(數)’는 통계와 측정의 핵심요소로써
오래전부터 활용된 도구지만 시장의 합리성에 따라 행동하는 경제적 인
간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영향으로, 기존의 수사와 신념, 판단을 보완
하는 부차적 기능을 담당했던 수는 이전과 구별되는 의미를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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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k, 2008). 통계분석기법과 같은 수량화 방법의 발달로 수는 어떠한
주관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객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며, 복잡하고
불확실한 현상을 단순하게 만드는 기능 덕분에 점차 교육정책의 형성과
집행, 그리고 평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수량화는
‘객관적 자료’나 ‘증거’의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반대 의견을 잠재우는
동시에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이중적 기능’을 수행했다(손준종,
2012).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에서 1997년부터 국제학업성취도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를 시행함에 따라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각국의 교육을 단일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국제적으
로 비교하는 자료가 생산되었다. 이 자료는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다
양한 형태로 가공되어 교육정책의 방향 설정에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
되면서 교육 분야의 수량화는 전세계적으로 확대되었다(남미자·김영미·
김지원·박은주·박진아·이혜정, 2019). 우리나라 교육 현장 또한 공신력을
인정받는 평가항목은 모두 수량화되었고,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평가
방식에 맞추어 자신의 행위를 계획하고 관리했다. 예컨대 <표 IV-1>과
같이 학교생활 전반을 촘촘하게 점수화하여 평가하는 ‘고입석차백분율’에
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학년별로” 본인이 수행할 활동을 설계하는
것은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만 하
는 작업이었다.
<표 IV-1> 서울시교육청의 2017학년도 ‘고입석차백분율’
고입 비교과점수(60점, 20%)
고입점수 고입
총점 교과점수 출결 행동발달 창체활동 봉사활동
240점
24점
12점
12점
12점
300점
(80%) (8%)
(4%)
(4%)
(4%)
*

*

서울시교육청의 ‘2017학년도 고입전형을 위한「고입석차백분율」산출 지침’을
재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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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상점 관리가 뭐에요?
안영우: 아, 그게 뭐나면요, 내신산출 방법 아세요?
연구자: 아뇨, 내신산출 그냥 등수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안영우: 아, 그게 아니에요. [중학교] 3년 내신을 총 300점으로 산출을
해요. 그중 240점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딱 내신이에
요. (중략) 근데 나머지 60점이 문제인 거죠. 거기서 일단 봉사
활동이 12점인가 들어가고, 출결이 한 24점 정도 들어갈 거에
요. 그리고? 그럼 나머지 몇이죠? 24를 채워야 되잖아요?
연구자: 24를 채워야 되네.
안영우: (중략) [나머지 점수는] 수상실적이랑, 그 회장단 같은 거 했는
지 그런 여부에요. 그래서 회장단이나 인성 관련 상. 그런 건
저쪽[=나머지 24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도 ‘무조건 많
이 받는다’가 아니라 학년별로 하나씩 받아놔야 돼요. (웃음)
(중략) 이거 관리하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전 이걸로
그냥 [성적이] 확! 올라간 거에요. 저 내신은, 열심히 할 때도
30등도 해봤거든요? (웃음)

교육적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
해서는 학생의 교육적 성취를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때 평가는
정량화된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관찰, 면담, 산출물 검토 등의 다
양한 질적 자료를 평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정량적인
점수로 드러나는 시험에 가장 큰 신뢰성을 부여하며, 정량화되지 않은
평가 방식은 보완적이고 부차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정
량화된 점수는 곧 본인의 실력을 수치로 보여주는 지표로 의미화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학생들에게 있어 고등학교 입시 참여는 학벌을 획
득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학교에서는 평가받을 수 없는 자
신의 학문적 실력을 평가받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때 올림피아드나 영재
학교의 영재성 검사와 같은 정량화된 평가 결과, 점수가 모자라서 수상
하지 못하거나 입시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실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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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온: 내가 쟤보다는 원래 시험성적도 높고 잘해. 뭐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면접에서] 걔가 붙었다, 그러면 벙찌죠.
그런 것 같아요. (중략) 시험에서 떨어지면 내가 능력이 안 된
거니까.

정리하면, 신자유주의의 물결은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함으로써 연구참
여자들이 성패의 원인을 일차적으로 개인적인 ‘노력’에서 찾도록 만들었
다. 또한, 학생의 교육적 성취를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도구에 수량화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학생들의 교육적 수행을 측정하기 위한 양적 평가
는 결과를 정당화하기 위한 평가로 변질되거나, 학생들이 평가 준거에
따라 교육적 수행을 계획하는 등의 주객이 전도된 상황도 확인할 수 있
었다.

3) 매개상황
매개상황은 소상황과 대상황을 연결하는 해석적 메타-커뮤니케이션
상황이다. 주체-구조를 매개하는 고등학교 입시의 매개상황적 요소는
(1) 성적과 성과가 권력으로 작동하는 학교, (2) 불안감을 자극함과 동시
에 해소해주는 학원, (3) 명시적/암묵적으로 학벌을 비교하는 가족, (4)
차별화와 동질화의 이중적 또래 관계를 추출할 수 있었다. 각 매개상황
의 주제는 연구참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지만, 구체적인 양상은
조금씩 다른 형태를 보이기도 했다.
(1) 성적과 성과가 권력으로 작동하는 학교
연구참여자들에게 있어 학교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우
고, 또래와의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적성을 계발하고 사회성을
함양하는 공간으로 의미가 있다. ‘작은 사회’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이들
은 꼭 수업을 통해서가 아니라도 암묵적으로 많은 것을 문화적으로 훈습
(熏習)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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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들이 배운 학교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적어도 교사와 공
부하는 아이들 사이에서는 성적이 곧 권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다. 최인규의 초등학교 때 경험으로부터 극단적으로 드러나듯, 학교 성적
이 가장 우선시 되는 학교 문화 속에서는 교사가 아무리 자신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더라도 성적이 좋다면 학생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칭찬을
해줘야 되는” 구조를 보여준다. 최인규만큼 극단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학교에서 꾸준한 노력을 통해 우수한 성적을 거둠
으로써 ‘성적은 곧 권력’이라는 명제를 내면화했다.
박재혁: 전교등수란 게 되게, 중학교에서는 그게 절대권력이나 다름이
없어요.
연구자: 나도 그렇게 많이 느꼈었지.
박재혁: 선생님도 공부 잘하셨으니까 아시겠죠?
연구자: 또 선생님들의 권력을 또 등에 업잖아. 성적이 좋으면.
박재혁: 그게, 무슨 얘기를 많이 듣냐면, (중략) 어떤 친구가 중3 때 자
기가 공부 잘해서 두리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중략) 근데 학교
에서 일이 또 터졌대요. 근데 걔가 거기 연루됐다는 거에요. 걔
는 선생님이 싹 풀어주고, “넌 가서 공부해라!” 그러고 남은 애
들을 혼냈다는 거에요. (중략) [어떤 친구는] 학교에서 담배 피
우는 것도, 공부 잘하고 영재고 준비해서 좀 덮인 것 같기도
하다고. 근데 뭐 학교는, 학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겠죠? 안
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성적을 잣대로 학생에 대한 평가가 결정되는 학교의 전반적인 문화 측
면과 함께 제도적인 측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학교에서 이루어
지는 획일적인 교육은 어떤 학생에게는 굉장히 높은 수준일 수 있으나,
적어도 연구참여자들에게는 전혀 도전적인 수준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학교 내신은 단지 주어진 시험 범위의 핵심 내용을 잘 외우고 실수만 하
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당연했다. 약간의 노력만 들이면 좋은
내신성적을 얻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에서는 교사와 친구들로부
터 높은 평가를 받게 되니 그들에게 있어 학교는 ‘공부하는 곳’의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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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친구들과 노는 곳’이자 ‘환대받는 곳’으로 의미화되었다.
박재혁: 학교는 그냥 놀러 오는 곳이라... 아니 그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냥 학교가 좋았었던 것 같아요.
연구자: 편하게 다닌 느낌?
박재혁: 네, 편하게 다녔어요. 근데 뭐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학교를
다 좋아하더라고요? 학교를 싫어하는 애들은 대부분 상대적으
로 그리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아니어갖고. (웃음) 공통되는 얘
기인 것 같아요.
김리온: 저는 그냥 쌤이 절 이뻐해주셔서 챙겨주셨어요. (중략) 선생님
이 약간 되게 기특하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영재고 준비를 하
면서 성적이 이만큼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중략) 제가 인사
성도 밝고, 항상 끝나면 얘기해주시는 게 되게 “그림 같은 아
이”, 제가 입으로 말하기 뭐한데 (웃음)
연구자: 괜찮아, 괜찮아.
김리온: 그림 같은 아이라고 (웃음) 쳐다만 보고 있어도 좋다고, 그렇다
고 얘기를 해주셔서 전 너무 감사
연구자: 중3 [담임]선생님이?
김리온: (고개를 끄덕이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에요.

또한, 중학교와 비교하여 고등학교는 영재학교, 과학고, 자사고 등 다
양한 종류의 학교가 존재하고,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하
고 유리한 교육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했다. 특히 영재학교
의 경우에는 다른 학교들과는 달리 1학기에 학생을 선발하며, 설령 입시
에 실패할지라도 2학기에 과학고나 자사고에 지원할 수 있다. 과학에 재
능과 열정이 있는 연구참여자들이 특별한 교육환경과 높은 사회적 지위
가 부여되는 영재학교 입시에 도전하지 않는다면, 우수한 성적을 가진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포기하는 꼴이 되어버린다. 따라서 이들은
처음부터 영재학교 진학을 목표로 했든 하지 않았든 관계없이 모두가 영
재학교 입시에 도전하였고, 그렇게 입시 경쟁이 과열되면 될수록 경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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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승리한 학생들에게는 더 큰 사회적 지위가 부여되었다.
영재학교 입시 경쟁을 통해 학교 안에서 사회적 지위가 극적으로 상승
한 사례는 안영우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받았지만, 시험에서 잔실수가 많았던 안영우
는 반에서 2, 3등 수준으로 다른 연구참여자들과 비교해 조금 낮은 성적
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문항이 서술형으로 출제되어 계산 실
수를 하더라도 부분점수를 받을 수 있는 영재성 검사를 치르는 다름영재
고에 지원하여 합격하면서 그는 “과학영재”라는 별명으로 그보다 내신성
적이 좋은 학생들보다 더 주목받는 학교의 유명인사가 되었다.
대학의 서열화가 고등학교급으로 전이되면서, 중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더 좋은 고등학교에 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도 생겨났다. 앞서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로부터 살펴보았듯이 입시 기간에 진행되는 수련회 등
의 단체 행사에 참여하는 대신 교실에서 자율학습을 하도록 배려하기도
했고, 과학고나 자사고 면접 기간에는 일부 교사들이 면접대상자들에게
모의 면접을 해주는 등의 도움을 주기도 했다. 특히 자기주도학습전형이
실시된 이후로 외부 대회 수상실적은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불가
능해지면서 학교에서 개최하는 교내 대회의 중요성이 더 커졌는데, 문제
는 교내 대회의 종류와 개수가 학교마다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국제중
이나 교육열이 높은 지역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의 요구와 교사의
노력이 더해져 온갖 종류의 교내 대회가 열리는 반면, 변두리 지역의 학
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안영우의 중학교는 지역적으로 교육열
이 그다지 높지 않은 곳에 자리했지만, 사립학교다 보니 주변의 공립학
교와 비교해서 더 많은 교내 대회가 열렸는데, 덕분에 수·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글쓰기 등의 인문계열 대회의 교내 수상실적을 쌓으면서 생활기
록부를 풍성하게 채울 수 있었다.
연구자: [영재고 입시에서] 학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요? 추천서 같은 거?
안영우: 추천서하고? 학교 활동. 이게 기본적으로 외부활동을 [자기소개
서에 기재] 못 하니까, 학교에서 이런 과학 관련 행사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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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어줘야지 저희가 쓸 거리가 많이 생겨요. 저희 학교가 그래
도 사립이라서 과학탐구대회나 이런 과학의 날 행사같은 거?
(중략)
연구자: 오... 아, 이게 학교마다 교내 행사들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도 있네?
안영우: 네, 달라요. 그게 사립, 공립이냐에 따라서 교육청 영향을 얼마
나 많이 받느냐도 있고, 쌤들이 귀찮아도 이걸 해주냐 안 해주
냐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쌤들이 귀찮으면 안 열거든요.

정리하자면, 공부하는 아이들 사이에서는 학교에서 주어지는 내신성적
이 교사나 또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으로 작용했으며, 이러한 학
교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실력주의를 내면화하였다. 고등학교
종류의 다양화는 학교의 서열을 만들어냈고, 그에 따라 중학교도 확장된
학벌주의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여러 변화가 생겨났다. 하지만 연구참여
자들도 고등학교급에서의 서열은 어디까지나 대학의 서열에서 비롯된 것
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안성민: 중학교 선생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대학교는 어느 정도
인생을 책임져주는데, 고등학교가 대학교를 책임지지는 않는다
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2) 불안감을 자극함과 동시에 해소해주는 학원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고등학교 입시는 모두 영재고 입시에서 출발했
다. 영재고의 경우 영재교육진흥법을 근거로 다른 고등학교와는 다르게
영재성 검사를 목적으로 지필고사를 보는 것이 허용되는데, 이 지필고사
단계에서 탈락자 대부분이 발생한다. 비록 영재고 지필고사가 중학교 교
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제된다고는 하나, 학교 내신시험
과는 다르게 창의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하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충실하게 듣는 것만으로는 영재고 시험에 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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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역부족이었다. 또한, 기출문제가 거의 공개되지
않는 특성상 학교별로 어떤 유형의 문항이 출제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서 실질적으로 혼자만의 힘으로는 시험에 대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
다.
입시 전문학원에 다녔던 연구참여자 4명의 이야기로부터 짐작할 수 있
듯이 학원은 이 점에서 학생들의 가려운 점을 긁어주었다. 우선, 학원 수
강생들이 영재고 시험을 본 뒤 당일에 모든 문항을 복기하면, 학원 강사
들은 모범답안을 작성하여 기출문제집을 만들었다. 이렇게 자료가 해마
다 쌓이면서 학원에서는 영재학교별로 문항의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었
고, 비슷한 유형의 문항으로 모의고사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
써 학교별 입시 지도를 할 수 있었다. 학원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
기를 바탕으로 영재고 지필고사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있는 학생과 학부
모를 끌어들였다. 지필고사가 영재고 합격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제도이다 보니 학원가에는 ‘영재교육원 무용론’이 팽배해졌다.
안영우: 제 생각에 여기[=영재원]만큼 선생님 지도나, 받을 수 있는 지
원이나, 이만한 시설도 없고 이거만큼 도움 되는 일도 없으니
까, 재밌게 와서 연구하고, 놀 땐 놀고! (웃음) (중략) 내년에도
학원 다닌다고 시간 없다는 애들이 또 나올 것 같아요. 그건
매년 나올 거고요.
연구자: 매년 나와. 그리고 딜레마에 빠진 애들도 많지.
안영우: 네. 근데 제 판단은 학원보다 영재원이 도움 되거든요? (중략)
근데 그걸 학생들이 그러면서도 영재원을 중요시하지 않는 이
유가 일단 학원에서 별로 권장하지 않는다는 점? 학원에서 권
장하지 않아요. 시간 뺏긴다고. (중략)
연구자: 그런 [학원에 올인한] 친구들은 왜 그럴까 그러면? 불안하니까?
안영우: 불안함이 없다고 하면 그것도... 불안함은 당연히 있죠. 학원에
서 또 뭘 가르치고 있을지 모르고. 저도 입시 준비할 때 항상
그랬으니깐. ‘아, 내가 자습을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여기서 수
업을 하네? 저 쌤이 알려준 게 시험에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을 항상 갖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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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영재고 입시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요소는 문항의 유형뿐만이
아니었다. 학교 내신의 경우 학기마다 비슷한 유형의 문제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계속 치르기 때문에 자신이 어느 정도 성적을 받는지 대략이
나마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연구참여자들 수준 정도면 내신시험은 공부
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실수와의 싸움이라고 봐도 무방하므로 시험마다 성
적의 편차가 적어 그 예상이 더욱 정확했다. 대학 입시를 생각해보더라
도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시험인 수능 모의고사를 통해 본인이 수능에서
대략 어느 정도 수준의 성적을 받을 수 있으며, 어느 대학과 학과에 지
원할 것인지를 미리 계획해볼 수 있다.
하지만 영재고 입시는 자신이 어느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좋은지, 영
재고에 합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예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경
쟁자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수준을 알 수 없다는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공
간 또한 학원이었다. 전국적으로 지부를 두고 있는 학원 네트워크 안에
서 주기적으로 모의고사를 진행하여 전국적으로 순위를 매기게 된다. 이
정보는 학생들이 자신이 지원할 영재학교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이는 학원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정보이다.
안영우: 영재고는,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학원별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학원 전체 모의고사가 있어요. 지부 모의고사도 있
고. (중략)
연구자: 아 그게 점수까지 다 나와요?
안영우: 네, 등수까지 다 나와요. 되게 적나라해요! (웃음) (중략) 이제
학원 [전국 지부] 전체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건, 인원이 한
400에서 500? 되죠. 전국을 다 보니깐. 거기는 100등 안에 들
어가면? 진짜 잘하는 애.
연구자: 영재고 무조건 갈 수 있을, 갈 친구들?
안영우: 네, 얘는 웬만하면 붙을 정도다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중
략) 그래서 그거 돌아다니면서 보는 애들도 있어요. 이게 학원
을 저처럼 한 군데에서만 하는 애들도 있지만 여러 군데를 걸
쳐있는 애도 있거든요. 수학은 여기서 하고 과학은 저기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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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애들 있으니까. 걔네는 여기 모의고사도 보고, 일요일날 거
기 모의고사 보고, 끝나고 저기 가서 모의고사 보고. (웃음)

학원 모의고사를 통해 도출되는 순위 정보는 학생들의 경쟁심을 자극
하는 도구로도 활용되었다. 김리온, 안성민의 이야기로부터 알 수 있듯이
모의고사 성적에 따라 수준별로 반을 구성한다거나, 시험성적을 모든 학
원생이 볼 수 있는 복도에 벽보로 붙이는 등의 학원 정책은 학생들이 더
치열하게 공부하게 만드는 자극제가 되었다.
영재고 입시 전문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입시 기간에만 반짝 진
행되는 것은 아니다. 영재고 입시 기간 전에는 심화된 수학·과학 내용을
학습하는 겸 수학·과학 올림피아드를 준비하는 수업이 이루어지며, 영재
고 입시가 끝난 뒤에는 합격자의 경우 영재고 내신 대비 수업을 진행한
다. 영재고에 진학하더라도 결국 최종적인 교육의 성패는 대학 입시에서
결판나는 것이므로 영재고에서도 뒤처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불합격
자의 경우 상당수가 과학고 입시 준비를 하게 되는데, 과학고는 영재학
교처럼 지필고사를 보지는 못하지만, 인성과 수학·과학 분야의 영재성을
평가하는 면접고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
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학원에서 형성된 담론은 학부모 모임이나 온라
인 커뮤니티 등의 매개를 통해 확대·재생산되기도 했다.
최인규: 입시가 참... 어디 이제 입시학원, 그니까 입시학원이 아니라 입
시 카페 같은 데 있잖아요?
연구자: 입시 카페가 뭐에요? 인터넷 사이트 그런 건가?
최인규: (중략) 그 엄마들이랑 애들이랑 다 모여있는 [인터넷] 카페가
있어요. 저 기겁했어요.
연구자: 아! 그거 들은 것 같다, 맞아.
최인규: 거기서 이번에 또 찌라시랑 루머랑 다 돌고 그러는데. (중략)
아빠가 하고 있대요. 저는 관심이 없는데 아빠가 계속 이래갖
고, 저한테 계속 뭐라 그러냐면, “딴 애들은 계속 이렇게 하는
데 너도 뭘 해야되지 않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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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고 입시 전후에도 치열한 ‘공부 전쟁’이 벌어지는 학원가는 건물에
서부터 독특한 분위기를 읽어낼 수 있다. 내가 안영우의 안내를 받아 탐
방해본 ‘대치동 학원가’에는 수많은 학원이 큰 도로를 따라 양쪽에 한참
을 늘어서 있었고, 도로 안쪽 골목에도 곳곳에 숨어있듯 자리해 있었다.
게다가 몇몇 학원은 [사진 IV-1]과 같이 창문에 검은 시트지를 발라 마
치 불이 꺼진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사진 IV-1] 대치동 학원가(2, 3층)의 검은 창문
창문이 창문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런 기이한 상황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때문에 발생했다. 조례에 따
르면 밤 10시 이후로는 학원이나 과외 수업을 할 수 없는데, 학원 수업
은 당연히 밤 10시 이후로도 계속되니 단속을 피하고자 고안한 일종의
‘꼼수’인 것이다. 같은 이름의 학원이 골목 구석구석 작은 규모로 여러
개가 쪼개져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였다. 밤 10시가 되기 직전, 과목별로
학생들이 뿔뿔이 흩어져 문을 잠그고 자습을 진행하기 위함이었다. 즉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매일 밤 학생들의 ‘게릴라전’이 벌어져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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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입시 준비 과정에서 학원의 역할은 영재고의 지필고사, 과학
고의 면접고사로 이어지는 영재고 입시 전문학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
었다. 영재고 입시 실패 후 자사고 진학을 결정한 박재혁, 최인규의 경우
에는 주위에서 자사고 면접을 전문적으로 준비해주는 학원에 다녀볼 것
을 제안받았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 교육
만으로는 자신의 개별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할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면접관들과의 면접을 경험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부모님의 적극
적인 권유로 면접 대비 학원을 경험한 최인규는 학원의 치밀한 면접 준
비 수업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영재학교의 입시 대비와 마찬가지로
학원 수강생들이 모두 복기한 면접 질문을 바탕으로 맞춤형 면접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최인규: 엄마가 학원을 다니자고 그랬어요. 면접학원에. 그래서 갔어요.
근데 첫 수업을 듣고, 자료를 뽑아갖고 왔어요. 그래서 자료에
대한 답변을 다 준비했어요, 저는. 하나부터 다. 근데 애들 하
는 것 보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만큼, 그 정도로 학원에서
할 줄은 몰랐어요.
연구자: 그 정도라면은?
최인규: 그니까, 기출문제를 이미 들어간 애들한테 싹 뽑아내 가지고
기출문제 리스트를 쫙 만들고요, 그거에 관해서 도움이 될만한
상식이라든지 이런 걸 싹 묶어서 정리를 해놨어요.
연구자: 아, 면접학원에서?
최인규: 예, 충격받았어요. 저는 그거 보고. 이렇게까지 해야될까?

박재혁은 부모님이 면접 대비 학원에 다니는 것을 반대하여 학원 수업
을 경험해보지는 못했으나 운이 좋게도 사립학교에서 고등학교 입시를
많이 지도해 본 담임선생님이 별도의 지도를 해준 덕분에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었다.
박재혁: 자소서나 면접 같은 게, 애들이 되게 은근히 학원을 많이 다니
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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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아 그래요? 뭐하는 거지? 거기서?
박재혁: 자소서 첨삭지도 해주시고, 면접 대비를 많이 해준다네요. 작년
에 [두리고] 체력[검정]에서 떨어지신 그... (웃음) 진짜 그 선배
진짜 대단한 선배거든요? 진짜 대단한 선밴데 너무 안타깝게
됐어요. 어... 그 선배가, 저한테 면접 학원을 다녀보면 괜찮다
고 하셔 갖고, 저도 그런 자소서나 그런 걸 학원에서 해야 되
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저희 부모님께서 “학원은 안
돼!” (웃음) 집에서 혼자 했어요. 자소서. 근데 저희 담임선생님
께서, 또 이건 정말, 전 정말 진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담
임선생님께서, 사립학교에서 좋은 데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제
자소서나, 자소서를 되게 잘 봐주셨고요. 그 뭐지? 자소서 쓰는
법 관련된 책을 몇 권을 구해다 주셔갖고, 되게 많이, 고치고
그런거 도와주셨고요. 면접할 때는 반 수업 버리고, “얘들아 너
희 자습해.” 그리고 저랑 저희 반 애들, 특목고 준비하는 애들
계속 방송실에서 계속 면접 봐주시고. 하루종일.

정리하자면, 영재고 입시 전문학원은 학생과 학부모가 영재고 입시에
서 불안감을 느끼는 몇 가지 지점, 즉 지필고사 유형, 영재학교 합격 가
능성, 영재고 입시가 끝난 뒤의 공부 방향 등의 지점을 공략하며 비약적
으로 성장했다. 영재고 입시가 끝난 이후에도 과학고, 자사고 입시에서
학원의 영향력은 상당히 발휘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학원을 통해 자신
의 시간과 체력을 쏟아부어 노력함으로써 자신의 실력을 키운다면 고등
학교 학벌을 획득할 수 있으며, 그렇게 획득한 학벌은 실력으로 쟁취한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인식을 내면화하였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영재고
의 경우에는 ‘만들어진 영재’를 걸러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연구참
여자들은 영재고에 합격자는 대부분 학원에서 만들어지며, 최소한 학원
에 다니는 것이 영재고 합격에는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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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시적/암묵적으로 학벌을 비교하는 가족
연구참여자 개개인의 소상황과 사회문화적인 대상황을 매개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주로 그들을 양육하는 부모에 의해 이루어진다.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일관되게 말해주듯, 우리 사회에서 널리 인정되는 ‘사회
적 성공’을 거둔 부모, 특히 어머니는 자녀에게 은연중에 계급 하락에 대
한 불안감을 내비치곤 한다(신명호, 2011). 자녀가 더 나은 인간으로 자
라길 바라는 마음은 부모라면 반드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이며, 그런
의미에서 연구참여자들의 부모는 모두 자녀의 성장을 돕는 든든한 지원
자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부모의 교육적 지원 과정에서는 은연중에 사회문화적 가치관이
내재 될 수밖에 없는데, 이때 부모의 존재는 대상황을 매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곤 한다. 이러한 매개는 특히 서울대 출신 부모에게서 명징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김리온은 어머니로부터, 최인규는 아버지와 할아버
지로부터 ‘서울대를 꼭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곤 했다. 어머니와
거의 친구처럼 지내는 김리온은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서울대의 상징
성을 어느 정도 내면화한 반면, 최인규의 경우에는 친가 쪽에서 지나치
게 서울대를 강조하는 분위기로 인해 “밥맛이 뚝 떨어”질 정도의 부정적
인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좋은 대학 출
신을 높게 평가하는 사회적 압력은 거스를 수 없었고 자기 자신도 학벌
주의 문화에 동화되었다. 그는 현실적인 여건상 서울대를 목표로 공부를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탈조선”하여 서울대만 부르짖는 분위기에서 벗
어나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대학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키워갔다.
안성민의 경우에는 김리온이나 최인규의 부모님만큼 직접적으로 서울대
를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부모님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은연중에 묻어
나는 바람을 읽어내고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학벌주의 문화를 내면화했
다.
연구자: 부모님은, 성민이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중략) 되게
자랑스러운 아들로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국제중도 딱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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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히 잘 해가지고 영재고도 붙고.
안성민: 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막... 아주 그렇게 표
를 내시는 것 같진 않고. (웃음) 왜냐면 아직 다 끝난 것도 아
니고.
연구자: 다 끝난 게 아니다? 그건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나?
안성민: 그니까, 대학교.
연구자: 아... 부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좀 하세요? 좀 더 정진해라. 좋은
대학.
안성민: 네, 꽤 많이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연구자: 부모님은 어떤 대학을 원하시나? (웃음)
안성민: 어... 둘 다 서울대 나오셨어요. (웃음) 뭐... ‘무조건 서울대 가라’
이런 말씀은 안 하세요. (중략) 저희 아버지는, 그냥 뭐 서울대
안 가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는데, 뭔가, 은연 중으
로 약간 서울대 갔으면 하는 것 같아요.
연구자: 어머니는?
안성민: 그런 게 있어요. “아들! 서울대 가면 좋으니까.” (웃음) 그래도
뭐, 서울대 열심히 하라고 해주시긴 하는데.

가족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지만, 비슷한
시기를 살아가는 형제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김리온의 경우에는 자
사고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언니와 전공이 많이 달랐기 때문
에 입시와 관련된 상호작용이 적긴 했지만, 안영우의 경우에는 과학영재
교육을 받았던 누나들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 그의 두 누나는 특목고를
졸업하고 명문대에 진학했는데, 자신들의 뒤를 따르는 막내 동생을 위해
학창 시절에 경험했던 학습 노하우를 안영우에게 적극적으로 전수해주었
다. 학구적으로 본받을 수 있는 누나들의 존재로 인해 안영우에게 고등
학교 입시는 당연히 도전할 것이 되었고, 과거 누나들의 성취와 경쟁하
는 상황을 조성하였다.
안영우: 말씀드렸듯이 [제가 내신 성적이] 엄청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반에서 2-3등 정도. 똑똑하지만 옆에 더 내신 좋은 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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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그 정도 위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3학년 말에 50등도
해봤어요!
연구자: 50등? (웃음) 그건 이제 뭐 영재고 붙었으니까.
안영우: 네! 누나들한테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웃음) “50등이 사람
점수니?” (웃음)
연구자: 아 진짜? (웃음) 누나들이 뭐라 그랬길래?
안영우: 아 누나들은 졸업식 했잖아요? 자기들은 졸업식에 상을 안 받
는 점수는 처음이라고. 상을 점수순으로 자르잖아요?

연구참여자들은 매개상황에 영향을 받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매개상황을 조성하는 주체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양상은 동생을 둔 연
구참여자들로부터 찾을 수 있다. 박재혁, 최인규, 안성민에게는 동생이
한 명씩 있었는데 학교에서 특출나게 학업적 성취를 거둔 형/오빠의 존
재로 인해 동생들은 성적에 대한 압박감을 더 크게 느꼈다.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요구하는 성적에 대한 높은 기준을 달성해야 했고, 심지어 같
은 중학교에 다니는 경우는 형/오빠를 가르쳤던 교사의 기준도 충족시켜
야 했다. 연구참여자들도 동생들의 성적이 좋지 않으면 공부를 독려하는
등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하면서 스스로 실력주의
를 매개하는 주체로 역할을 했다.
박재혁: 저는, 동생한테 되게 미안한 게 많은데... 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오빠가 한 명 있는데, 그 오빠가 자기네 중학교에서 전
교 1등하고 전교 회장을 찍고 두리고를 간 거에요. 그게 심적
부담이 되게 크더라고요. 공부하다가 걔가 막 울면서 엄마한테
얘기한 걸 들었는데, 너무 미안했어요. 걔가
연구자: 비교당해서?
박재혁: 걔가 비교를 상당히 많이 당하더라고요.
연구자: 누구한테? 주변 사람들?
박재혁: 부모님...
연구자: 아 부모님도 그 얘기를 하세요?
박재혁: 그리고 저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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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 되게 미안했어요. 그게 막, 공부 잘하는 형이나 누나가
있으면 동생들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는 일찍이 많이 들어봤는
데 그게 제 동생일지는. 정말, 너무 미안했어요. 저는 되게 잘
챙겨주려고 했는데. 근데 요새 되게 걱정되는 게 무의식중으로
그런 말들이 또 많이 나와서.

요컨대, 가족 구성원 중 연구참여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모
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학벌주의로 대표되는 사회문화적 대상황을 매
개하는 역할을 담당했고, 특히 서울대 출신 부모들에서 뚜렷하게 나타났
다. 하지만 이러한 매개는 부모만이 아니라 형제 관계를 통해서도 나타
나는데, 누나/언니가 있는 연구참여자의 경우에는 그들의 학업적 성취를
넘어서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레 사회문화적 대상황을 내면화하
며, 반대로 동생에게는 매개상황을 조성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맡기도 했
다.
(4) 차별화와 동질화의 이중적 또래 관계
영재의 개념에 대해서는 학자의 성향과 학문적 배경에 따라 조금씩 다
른 접근이 존재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분야에서
비슷한 또래와 비교하여 탁월한 성취를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점은 누구
나 동의하는 바이며, 이러한 공감대가 영재라는 개념의 기초가 된다. 즉
영재성이란 본질적으로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성립하는 개념이며,
평범한 사람뿐만 아니라 탁월한 성취를 보여준 사람들 사이에서도 상대
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Subotnik, Olszewski-Kubilius, & Worrell,
2011). 높은 학습 능력과 학구열을 가진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또래 친
구들과 비교하여 학업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비교해보고 싶은 욕구
가 있었고,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친구들과의 교류하는 과정에서 스
스로 성장한다는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다.
학교에서 만난 또래 친구들은 학업을 중시하는 연구참여자들을 “다른
세계”에 사는 아이라고 여겼다. 연구참여자들이 보기에도 고등학교 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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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준비하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중학생은 공부보다 노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다. 특히 일반중에 다니는 남학생들의 경우 박재혁과 안
영우의 이야기로부터 알 수 있듯이 학교가 끝나면 곧장 “PC방으로 출
근”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
박재혁: 나는, 다 지금 친한 친구들이 학교 친구가 아니라, 저는 영재원
친구나 학원 친구라가지고.
김리온: 기껏해야 [학교 친구들과] 놀려면 기말고사 끝나고 그 당일.
박재혁: 어 맞아. 그 때는 반 친구들이랑, 우루루루 가서 고기먹고.
김리온: 남자애들은 PC방 가고, 여자애들은 노래방 가고. (중략)
안영우: (웃음) 전 학교 애들이랑 잘 놀았는데... 근데 애들이, 저희가 뭘
하는지 잘 몰라서, 학원 다니면 다니겠지 하는데, “얼마나 다
녀?” 했다가 “14시간 다녀”하면 깜짝 놀라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라서 약간, ‘쟤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 이런 느낌인
것 같고.
박재혁: 그냥 다른 세계 취급.
김리온: ‘아, 이상한 세계에서 사는 이상한 애구나.’

반면 학원이나 영재교육원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과학에 대
한 열정이 있고, “말이 통하는” 아이들이 많았다. 과학 분야에 재능이 있
는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지적 자극을 받기도 했
고, 공부나 입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기도 했다. 또한, 서로의 고민
을 털어놓아도 공감받을 수 있었기에 감정 기복이 컸던 사춘기 시기를
보낼 때 있어 정서적으로 버팀목이 되기도 했다. 고등학교 입시 시기에
영재교육원에 “놀러” 온 김리온이 학원 숙제를 자연스레 제쳐두고 친구
들과 웃고 떠들며 즐거워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런 친구들의 존재가 있
었기에 가능했다. 자연스럽게 연구참여자들은 학교 친구들보다는 학원이
나 영재교육원의 친구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쌓았다.
다만, 평소에도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만의 시간을 더 중요하
게 생각하는 “마이웨이” 성격의 안영우는 학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면 공부 시간을 빼앗기게 된다고 생각하여 일부러라도 또래 친구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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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를 뒀다. 이는 영재고 입시 전문학원에서 학원 친구들과 오랜 시간
동고동락하면서 친분이 두터워진 다른 연구참여자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
이었다.
안영우: 제가 영재원에서도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
게 그 성격이 학원 생활 때문에 온 거거든요.
연구자: 학원 생활 때문에?
안영우: 그게, 학원에서는 제가 기본적으로 애들이랑, 잘 안 섞여요. 그
냥 ‘학원에는 공부하러 가는 거다’, 그런 주의거든요. 학교에서
야, 미친 짓도 많이 하고 (웃음)
연구자: 그래? 오히려 난 반대일 줄 알았는데? 학원에서 더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안영우: (웃음) 학원은 정말 도 닦으러 가는 느낌으로 그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학원 애들이랑 그렇게 많은 교류가 없어요. 학원에선
정말 제 공부하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맞다고 봐
요. 영재고 [입시 준비] 할 때도... 영재고 입시 공부 준비를 어
떻게 하냐면요, 아침에 가요. 수업 듣고. 이게 다른데도 아마
비슷할텐데, 이건 저희 학원 스케줄이거든요? 점심 먹고, 수업
하나 더 듣고, 한 2시간 자습하고, 수업 듣고, 이제 10시부터
12시까지 야간수업 해가지고 장소 옮겨서 또 자습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연구자: 10시부터 [학원에] 불이 켜져 있으면 안 되니까 불 안 켜져 있
는 데로?
안영우: 네,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저렇게 공부라는 게 중요한 점
이, 자습하는 네다섯 시간이거든요. 솔직히... 솔직히 말해서 영
재고 준비한다고, 뭐 120명씩, 가둬놓고 하지만 자습 시간에
공부하는 건 아마 반도 안 될 거라고 봐요. 저는 진짜. 그래도,
자습 시간 빼도, 수업 시간만 해도, 순수한 수업 시간만 쳐도
아마 한 8시간 육박할 거에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힘든데 옆에
친한 친구들 있으면, 영재고 애들 또 하루 12시간씩 같이 갇혀
있으니까 엄청 친하거든요. 당연히 놀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
하니까, 그런데, ‘너넨 놀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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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섞이는 순간 망한다.
안영우: 네, 그런 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과학 수업 같은
경우에는 생물이랑 화학 쪽 숙제를 다 해오는 애가 저 포함해
서 반에 한 서넛이 안 됐을 거에요. 자습 시간 아니면은 할 시
간이 없으니깐요. 집에 가면 1시, 2시 되는데 어떻게 해요? 진
짜 자습 시간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저런 식이 좋은 건 있죠.

학원이나 영재교육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연구참여자들의 인간관계는
오프라인을 넘어 페이스북과 같은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확장됐다. SNS는 본인이 직접 알고 있는 친구에 대한 정
보뿐만 아니라 친구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실시간으로 간단히 파
악할 수 있었고, 마음만 먹는다면 새로운 친구와 언제든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즉 SNS는 오프라인보다 훨씬 강력하게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타인에게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
다.
최인규: 저희가 시간만 되면, 저는 솔직히 이번 [서울대영재원 화학분
과] 심화에서 올라온 [후배] 애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굉장
히 마음에 드는데 만날 기회가 참 없어서 좀 아쉽네요.
연구자: [서울대영재원도] 막 졸업생들의 날 이런걸 만들어야 되나?
최인규: 동문회 각인데요? 저희 지금 이미 그 18기 화학분과가 있어요
페이스북 그룹에. (중략) 저희 그래서 톡방이 있어요. 병기가 만
들었어요. (중략) 병기가 정말, 가름영재고 가서는 할 게 없었나
봐요.
연구자: 맨날 페이스북 메시지 보낸다고.
최인규: 맨날 “심심해” 이런 거 해놓고. (중략) 근데 친구가 같은 학교여
서, 똑같이 조기졸업해서 똑같이 가름영재고를 갔대요. 미쳤어
요 이건.

물론 김리온, 안영우와 같이 학업에 지장이 갈 것을 걱정하여 SNS 활
동을 거의 하지 않는 연구참여자들도 있었지만, SNS라는 매개체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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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소식이나 특정한 사회
문화적 담론을 순식간에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으며, 물리적 제약을 넘어
빠른 정보공유를 원하는 연구참여자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도구로 자리
매김했다. 예를 들어 자신과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친구가 멀리 떨어
져 있다 하더라도 SNS를 활용하면 실시간으로 교류할 수 있어서 또래
친구들의 매개작용은 그 영향력이 더욱 증폭되었다.
박재혁: [페이스북 메신저로 병기랑] 정치적으로나 사회적 문제로나, 사
상? 그런 쪽으로 얘기하는 말이 되게 재밌어요. (중략) 사회적
이슈가 나면 그에 대해서 막 토론도 해보고 그래요.
연구자: 둘이서? 그런 얘기를 페이스북 메신저로 해요?
박재혁: 네. 왜요?
연구자: 그냥 신기해서. 보통 페이스북 하면은 막 다 신변잡기적인 이
야기들 많이 하지 않아요? 나의 착각인가?
박재혁: 아니아니, 그런 것도 이야기해요. 근데, 걔가 어... 모르겠어요,
걔한테는 그게 신변잡기적 이야기일 수도 있고. (웃음) 요새는
대선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고, 막 사드(THAAD)에 대해서도 얘
기해보고. 일단 뭐랄까, 두리고 가면 그런 애들도 되게 많겠죠.
많긴 하지만, 아직은 들어가보지 않았으니까. 저랑 그런 얘기를
할 만한, 진지하게 할만한 애가 몇 명이 안 되잖아요?

정리해보면, 연구참여자들은 학업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학교 친구들
과 자신을 ‘차별화’함과 동시에, 주로 학원이나 영재교육원에서 비슷한
목표를 가진 친구들과 교류하며 ‘공부하는 아이들’이라는 동질성을 공유
했다. 특히 입시 전문학원에서 만난 친구들의 경우 오랜 시간을 함께 공
부하면서 절대적으로 교류 시간이 많아지는데, 이 과정에서 학원에서 생
성된 담론이 또래 친구들을 매개로 확대·재생산되기도 했다. 또한, 페이
스북과 같은 SNS는 물리적 제약을 뛰어넘어 친구들과의 교류를 가능케
해주는 매개체로써, 학생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사회문화적 담론을 빠르
게 전파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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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등학교 입시 과정에서 과학영재교육원의 역할
1절에서는 과학영재 학생들의 고등학교 입시를 구성하는 중층적 맥락
을 파악하고자 소상항-(매개상황)-대상황을 구분하여 분석해보았다. 본
절에서는 상황적 구조를 분석하여 얻게 된 고등학교 입시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과학 분야의 영재성을 가진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을 위해 운
영되는 과학영재교육원이 고등학교 입시 맥락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
는지 분석해봄으로써 향후 과학영재교육이 나아갈 길을 제언하기 위한
기반을 구성해보고자 한다.

1)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쉼터
국제중에 다닌 최인규, 안성민의 경우는 좀 덜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
이 연구참여자들이 다니는 중학교는 획일적인 교육과정 하에서 모든 학
생이 같은 과목을 같은 속도로 배우게 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학습
능력이 뛰어난 연구참여자들은 지적인 도전을 경험하지 못해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고, 학문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나는 것
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최인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만났던 담임교사의
사례가 보여주듯 연구참여자들은 성적으로는 누구에게나 인정받았지만,
때로는 평균적인 학생들에 맞춰져 있는 교육의 눈높이와는 맞지 않는 그
들만의 독특함 때문에 교사들로부터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었다. 다음
박재혁의 사례도 마찬가지였다.
박재혁: 어쨌거나 저는 되게 특이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국어 시간, 맨 처음 국어 시간
에 봄에 대한 시를 읽고, ‘나에게 있어 봄이란 무엇이다.’라는
거를 설명하라고 했나? 한 명씩 발표를 시켰거든요. 제가 그때
뭐했냐면 (중략) 섬유유연제 같다고 했어요. 섬유유연제는 향긋
하고 냄새가 나잖아요. 부드럽고. 근데 국어 선생님이 장난치는
줄 알고 저 혼냈어요. 교무실로 끌려가갖고. ‘네가 초등학교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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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난을 쳤을지는 몰라도 중학교 때 올라와서는 선생님한테
그런 장난 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혼났어요.
연구자: 그게 왜 장난이지?
박재혁: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저는 그때 너무 답답해갖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하소연을 해갖고, 다시 그날, 다음 국어 시간에 가서
선생님한테, 일단 그렇게 느꼈다면 죄송하다고 막 하면서 저는
진짜 그렇게 느꼈으니까… 그냥 왜 그렇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국어 선생님이 절 되게 이상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웃음)
연구자: 아니 그, 뭐 허...
박재혁: 되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연구자: 나도 자연스러운데? 아니 그러면은,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모범
답안은 뭐에요? 그 당시에?
박재혁: 봄은 꽃이다, 막 이런 거 했더라고요, 애들이. 봄에 꽃이 있으
니까? 꽃은 예쁘니까? (웃음) 봄은 바람과 같다. 이런 것도 막
했던 것 같고. 전 굉장히 자연스러운 대답이라고 생각했는데. (
중략) 그 국어 선생님께서 [저] 졸업할 때 그 얘기를 해주셨거
든요. 전 까먹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널 좀 특이하게 봤었는데,
네가 결국 두리고에 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란 교사와 친구들로부터 인정받
고 향후 고등학교 입시에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의 좋은 성적
을 획득하는 것에 의미가 있었으며, 이를 위해 가능한 한 실수를 줄이는
데 집중하여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실제로
박재혁은 학교 수업을 제외하고는 평소에 내신 대비 공부는 하지 않다가
시험 2-3주 전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방식을 중학교 내내 이어갔는데, 그
정도의 노력만으로도 중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었다. “입시특성화
중학교”라는 별칭으로 불릴 만큼 내신 경쟁이 치열한 달인국제중의 안성
민은 나름영재고에 합격한 뒤 내신공부를 전혀 하지 않다가 그간 자신에
게 신경 써준 교사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시험 전날이 되어서야 벼락
치기 공부를 시작했음에도 모든 과목에서 A를 받기도 했다.
경쟁심이나 도전 의식을 거의 느낄 수 없는 학교와는 달리 입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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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은 거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입시 준비가 한창일 때에는 새벽
1-2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올 수 있었고, 방학 때는 일주일 내내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학원에 갇혀서 어려운 내용의 수업을 듣고 쏟아
지는 숙제와 모의고사를 해내는 강행군이 이어졌다. 모의고사 성적을 복
도에 게시하거나 성적별로 반을 운영하는 등 학생들 간의 경쟁을 부추기
는 학원 시스템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다. 학원에서 배우는 수
학·과학 내용은 그들에게 충분히 도전적으로 느껴질 법한 수준이었고,
주변 경쟁자들과 비교하여 좋은 성적을 거둔 경우에는 성취감을 느끼기
도 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입시 기간의 학원 생활은 연구참여자들을
지치게 만들었다.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익
숙한 학교나 학원, 심지어는 교육청 영재교육원과는 다른 특성이 있었다.
우선,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못하는 교육청 영재교육원에 비해 대
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은 연구참여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심화된 과학을
배울 수 있는 곳이었다.
안영우: 확실히 대학부설이 좋은 게 고등학교 내용을 배울 수 있다는
게 대학부설의 진짜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연구자: 아, 교육청[영재원]은 그렇지 않아요?
안영우: 못 해요. 그래서 수학할 때도 4, 5학년 때 맨날 한붓그리기 하
고 있고 (웃음)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려대 첫 학년도를
되게 좋아했던 거에요. 되게 재밌는 걸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
서,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랑 기하학적 작도가 제일 재밌었죠.
연구자: 고려대영재원에서? 초창기에?
안영우: 네, 6학년 때. (웃음) 수학만 할 때. 어떻게 보면 되게 상위의
수학이니까, 중학교 선행에서도 나오지 않는, 정규 교과에도 없
는. 되게 재밌었는데. 그게 서울대에서도, 솔직히 저희가 배우
는 내용이 고등화학이잖아요? 그러니깐 그런 게 좋았죠. 중학
교에서는 맨날 보일, 샤를 배우고 있을 시절이었는데, 여기서는
화Ⅱ 이런 데서 나오는 내용 배우고 있으니깐 재밌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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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배우는 내용 수준은 높은 편이지만, 과학영재교육원에서는 교육
과정에 점수화된 지필고사 따위의 평가를 하지 않으므로 학생들끼리 경
쟁하는 상황은 거의 조성되지 않았다. 물론, 과학에 열정을 가진 학생들
이 함께 활동하다 보면 주변으로부터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
는 정도의 경쟁은 있었지만, 그 정도는 학원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경쟁
이 거의 없는 분위기 속에서 학교와는 달리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고 본
받을 점이 많은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과학영재교육원의 가
장 큰 장점이었다. 이러한 교육환경은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며 몸과
마음이 지친 연구참여자들에게 쉼터로 의미화되었다. 다만, 다른 연구참
여자들과는 달리 입시 전문학원에 다니지 않은 박재혁의 경우에는 그간
학교나 학원, 그리고 과거 교육청 영재교육원에서는 만나보지 못했던 우
수한 학생들을 만나게 되면서, 비록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초라
하게 느껴지는 경험도 하게 되었다.
고등학교 입시 과정에서 과학영재교육원이 학생들에게 쉼터로서 역할
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었다. 첫째로는 연구참여
자들의 2015학년도 심화과정에서 이루어진 자유탐구 활동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과학영재교육원의 활동이 영재교육원 밖에서, 상당한 가외 시간
을 필요로 하는 과제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하면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학생들은 더 많은 부담에 시달리게 되거나 친구들끼
리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에는 자칫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
하고 불화로 이어지는 일이 발생하면 과학영재교육원은 쉼터의 의미를
잃어버렸다. 둘째로, 과학영재 학생 각각의 독특한 개성을 이해하고 환대
해주는 교수자의 존재가 꼭 필요하다는 점이다. 영재 학생들은 수업 시
간에 때로는 별 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자극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는 과
흥분성(overexcitability; Mendaglio, 2008/2014)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만의 세계에서 사색에 빠져 침묵으로 일관하는 경우도 있다. 개개인
의 학생들이 보여주는 다채로운 모습을 읽어내고 그에 맞는 적절한 교육
적 개입을 할 수 있는 교수자가 존재해야 학생들은 과학영재교육원을 환
대받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됐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6학년도의 사사과
- 172 -

정은 학생들이 힘들 때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쉼터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

2) 실제 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실험실
고등학교 입시 준비로 바쁜 상황에서 연구참여자들이 과학영재교육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유는 여럿이 있겠지만, 가장 많이 언급하는
키워드로는 ‘재미’, ‘실험’을 꼽을 수 있다. 사실 영재교육원 수료 경력 그
자체만으로는 고등학교 입시에 스펙으로 활용하는 데 의미가 거의 없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영재교육원 수료 경력이 스펙이나 점수의 형태로
입시에 도움이 되지는 않더라도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통해서
만 얻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 중심에는 실험이 있었다.
안성민: 영재원은, 사실은... 학교에서도 딱 한 줄 써주고, 그렇게 메리트
는 없어요. 몇 시간 중 몇 시간 수료.28) (웃음)
연구자: 어, 맞아. 몇 시간 중 몇 시간 수료. 끝!
안성민: 학교에서, 그 실질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스펙면으로만
봤을 때는 진짜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영재원을
다니면, 영재고 가면 도움이 많이, 꽤 되는 것 같아요.
연구자: 영재고등학교를 가서? 어떤 면에서?
안성민: 탐구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 영재원 다니는 동안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연구자: 이런 걸 기대하니까, 고등학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안성민: 시간을 뺏더라도 영재원 다니는 게 재밌으니까 지원한 게 제일
크고요. (웃음) 그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그 뭐냐... 이런 탐구
자세 같은 거를 배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험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런 것들이 영재원의 메리트인 것
같아요.

28) 과학영재교육원 수료 여부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때는 교육부 지침상 영
재교육기관명은 입력이 금지되며, 다음 예시와 같은 형식으로만 입력된다.
“영재교육원에서 심화과정 화학영역(100시간) 90시간을 이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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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들에게 실험의 의미는 상당히 컸다. 이는 물질의 특성과 그
변화를 탐구하는 화학이라는 학문적 특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들
은 하나같이 어렸을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하고 높은 수준의 과학 지식
을 배우는 것에 재미를 느꼈다. 하지만 책을 통해 배운 지식만으로는 이
해에 한계가 있었는데, 결국 과학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세계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돕는 학문이므로 실제 세계와 과학 지식을 연결해
보는 실험 경험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이론과 실제를 연결하는 경험
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영재고 입시에서 출제되는 실험 설
계 또는 실험 해석 문항을 능숙하게 해결하기 위한 연습의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실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나 학
원에서 실험 준비에 드는 교수자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실험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실험실 여건도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 초등학
교 시절 김리온의 사례와 같이 실험 수업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학원에
다니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실험 활동
을 학교에서 경험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영재교육원에 다녔다 하더라
도 분야에 따라서는 실험을 전혀 해보지 못할 수도 있다. 예컨대 서울대
과학영재교육원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수학 분야의 영재교육만 받아왔던
안영우에게 있어 화학분과 심화과정, 사사과정 활동은 인생에서 처음으
로 과학실험을 체계적으로 경험해본 소중한 기회라고 회고했다. 그가 만
약 서울대 과학영재교육원에 오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수학에만 치중해
서 공부해온 본인의 모습을 돌이켜봤을 때 평생 실험은 해보지 못한 채
책으로만 과학을 공부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안영우: 제가 솔직히 과학 공부를 그렇게 오래 한 건 아닌데... 그러니
까, 많이 하는 애들은 중학교 때도 계속 학교 동아리에서 실험
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런 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영재원에
서 실험한 경험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죠. 제가 과학영재원을
다닌 게 서울대가 처음이에요.
연구자: 그러면 그 전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영재원] 했다 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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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나?
안영우: 네, 영재원을 계속 했거든요? 근데, 4, 5학년은 그냥 교육청 수
학을 했고요. 어릴 때는 그냥 수학 공부밖에 안 했으니까. (중
략) 교육청 영재는 학교에서 뽑은 다음에 보내거든요? [6학년
때는] 아마 학교에서 4명에 못 들어갔을 거에요. (웃음) 그래서
고려대영재원 수학을 넣었는데 됐어요. 그래서 고려대영재원
수학을 하고. (중략) 서울대[영재원에서] 화학을 안 했으면 정말
실험 한 번 안 하고 과학 공부만 한 그런 사람이 됐을 거에요.

연구참여자들은 학교나 학원을 통해 배운 과학 이론을 실제 세계와 연
결해보는 ‘실험’의 가치를 높게 평가함과 동시에, 그러한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인 ‘실험실’에도 큰 상징성을 부여했다. 박재혁의 이야기에
서 나타나듯, 학교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실험 도구로 채워진
대학의 실험실은 연구참여자들 스스로 과학자로서의 정체성을 구성하게
끔 촉진하는 공간으로 작용했다. 특히 위험한 물질을 취급하는 화학 실
험실의 경우에는 공간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학생 수준에서는 장벽이 높
다. 이러한 맥락에서 또래 친구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특별한 공간을 자
신들은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연구참여자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
다.
최인규: 저는 처음 교대 [영재교육원] 들어와서, ‘이 실험실을 내가 쓸
수 있다니!’ 교대가 이제 전문적인 과학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좋은 기자재를 가지고 이런 곳을 마음껏 쓸 수 있
다는 것 자체가, 토요일 하루만 와서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니까 남들에게는 열리지 않
는 특별한 기회인 거잖아요? 여기 처음 왔을 때도, 서울대 왔
을 때도 그랬고요. 그니까 교대 때 뭐 크게 한 건 없는데, 그래
도 그 여러 가지 기자재 기본으로 쓰는 방법 익히고. 여긴 좀
더 전문적로 배운 거죠. 서울대에선. 그니까 교대 때에는 전반
적인 거 대충 배우고, 뭐 현미경 쓰는 거 배우고 피펫 쓰는 거
배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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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IV-2]와 같이 전문적인 실험 도구를 활용하여 이론의 세계와 물
질세계를 연결해보는 실험은 연구참여자들이 ‘과학영재’를 넘어 ‘과학자’
로서의 역할을 경험해보는 핵심적인 기회가 되었다.

[사진 IV-2] 2015학년도 화학분과 심화과정 실험 수업
학생들의 실험과 실험실에 대한 애정은 ‘실험복’에 대한 애정으로 표
현되기도 했는데, 연구참여자들을 비롯한 화학분과 학생들은 쉬는 시간
에 편의점을 이용하거나 다른 분과와 함께 특강을 들을 때에도 가끔 단
체로 실험복을 입고 가는 경우가 있을 정도였다. 즉 그들에게 있어 실험
의 의미는 단순히 효과적인 과학교육의 방식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또래
학생들, 심지어는 다른 분야의 영재 학생들과도 차별화된, 자신을 정의하
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확장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오랫동안 ‘실험’을 중
심으로 구축해온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 이어나가고 발전시키고자 고등학
교 입시 상황에 직면해서도 사사과정에 자발적으로 지원하여 실험 활동
을 병행했다.

- 176 -

3)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교육기관
2011학년도 고등학교 입시부터 시작된 자기주도학습전형은 자기소개
서, 생활기록부, 추천서 등의 서류를 기반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
며, 사교육을 조장하는 교외 대회 수상실적 등은 서류에 반영할 수 없다
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입시 제도의 변화로 인해 고등학교 입시를 신경
쓰는 중학교의 경우, 교내에서 다양한 종류의 대회를 열어서 생활기록부
에 수상실적을 채울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탐구대회를 열거나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탐구 관련 동아리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기소개서를
채울 수 있는 탐구를 경험하게끔 돕는 등 학생들이 스펙을 쌓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하지만 주로 강의식으로 진행되어 온 수업 방식, 교사
의 업무 부담과 제한된 학교 실험실 여건으로 인해 학교에서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과학 탐구 지도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 경우
탐구 지도의 역할은 부모가 맡든가 사교육 또는 영재교육원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모든 영재교육원이 체계적으로 과학 탐구를 지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교수자가 학생 중심으로 탐구 활동을 지도하기 위해서
는 첫째로 결과가 불확실한 탐구를 교육적으로 의미 있게 지도해야 한다
는 부담감을 이겨내야 하며, 둘째로 교수자가 잘 모르는 상황이 발생했
을 때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 하지만 교육청
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원의 경우에는 보통 교사가 수업과 탐구 지도를
맡으므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과학 탐구 지도의 한계가 반복해서 나타
났다.
안영우: 제가 교육청 영재를 되게 어릴 때 했고, 2년밖에 안 해서, 중학
교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초등학교 기준으로 말씀드
리면, 탐구를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도 3달을 크게 넘지 않아요.
그냥 수업만 하다가 이제, 학기 말에 발표할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슬슬 쌤들이 탐구 관련 주제를 시작하고, 보고서
도 쓰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다 해도 쌤들의 피드백을 받거

- 177 -

나 그런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냥 학생들이 알아서 해가는
거에요. 그렇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퀄리티가 개판이에요. 제
가 5학년 때는 황금비 관련 연구만 한 3명 나왔고, 프랙탈 몇
명 나오고 확률 한 2-3명 나오고 그러는 거에요.
연구자: 다 거기서 거긴가?
안영우: 심지어 내용도 다 비슷비슷하고. 그니까 피보나치 수열을 한다
해도 되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많잖아요? 피보나치가
얼마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탐구 내용을 보
면 다 그냥 해바라기 씨 얘기하고 있고. (웃음) 황금비와의 관
련성 얘기하고 있고, 이 정도 거든요? (중략) 그래도 잘하는 애
들도 있긴 하죠, 거기도 물론. 하지만, 한 70% 정도는 그냥 무
난한, 네이버에 치면 나올 것 같은 주제를 해오는 거죠. 근데?
이게 대학부설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나마도 영재교육원에 다니지 않아 탐구 경험이 전무한 학생이라면,
설령 공부를 곧잘 하는 학생이더라도 탐구의 기본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특히 과학 탐구 활동의 경우에는 학교 현장에서 지도가 어렵다
보니 이를 직접 도와줄 수 없는 부모는 주변에 과학을 잘 아는 인맥을
동원하거나 사교육에 의지했다. 연구참여자들은 부모가 모두 학력이 높
고 자녀에게 직접 수업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교육적인 개입을 했기 때
문에 탐구와 관련해서는 사교육을 받진 않았지만, 다른 친구들의 경우에
는 문·이과를 막론하고 고액의 사교육을 통해 탐구보고서를 작성한 사례
를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박재혁: 제가 학교에서 탐구발표대회를 해서, 제가 [서울대] 영재원에서
했던 주제를 좀 떼와 갖고 1등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
가 과학실에 가서, 과학 선생님들이랑 엄청 친하니까 애들 걸
좀 몰래 봤는데, (중략) 체계적으로 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되
게 많은 거에요.
김리온: 저희는 탐구대회. 솔직히 말해서 이거 얘기하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학원에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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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다 그래, 다 그래.
안영우: 그래? 그런 거야?
김리온: 아니 그런데 대부분이, 근데 저흰 다 그래요.
안성민: 저희 학교가 특히 심한데, 저는 안 그래요. 왜냐면은 저는 초등
학교 4학년 때부터 그런 거 많이 해봤고, 그래서 굳이 뭐 학원
에 부탁할 것까지 있나? 돈 들여가면서. 그런데 다른 애들 말
들어보면 막, 그거 한번 하는데 몇백만원씩 들고.

이러한 학교의 현실 속에서 대학의 교수와 대학원생이 탐구 활동을 지
도하는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서의 교육은 비교적 체계적인 과학 탐
구 방법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물론 교수자의 의지나 과학영재
교육원의 교육체계에 따라 탐구 지도의 수준이 천차만별이긴 했지만, 서
울대 과학영재교육원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자유탐구 활동을 강조하는 교
육과정 덕분에 수업의 상당 시간이 실험과 탐구 활동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들이 과학영재교육원 심화과정과 사사과정에서 수행했던 여러
탐구 활동은 자유탐구 보고서의 형태의 산출물로 결실을 맺기도 했지만,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에서 나타나듯 탐구 과정의 일부를 정리하여 탐구
대회에 참가해 수상실적을 쌓거나, 고등학교 입시 당시 자기소개서에 해
당 내용을 상세하기 기입하여 다른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더 경쟁력있는
스펙을 쌓을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다
름영재고에 우선선발된 안영우의 경우, 영재교육원의 활동을 통해 자기
소개서에 “쓸 공간이 부족하다 할 정도로” 빽빽한 탐구 경험을 기록할
수 있었고, 두리고에 합격한 박재혁은 면접 당시 자기소개서에 기입한
탐구에 대한 질문에 어느 지원자보다도 전문적이고 자기주도적인 답변했
던 것이 합격의 중요한 이유라고 평가했다.
박재혁: 진짜 영재원에서 했던 활동들이 너무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제
가 뭐를 했냐면, 제가 심화반 때 망한 탐구 있잖아요? (웃음)
그걸, 그니까 뭐냐면 조작한 것도 아니고 덧붙인 것도 아니고,
딱 어디까지만 썼냐면, 이제 ‘화장품에 들어 있는 파라벤 성분
에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페놀의 분자구조와 연결시켜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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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탐구를 했다’까지만 딱 했거든요. 딱 그거까지만 썼
어요, 자소서에. 면접에서 그거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오더라
고요. 제가 면접 보기 전에 그거에 대해서 자료조사를 쫙! 했어
요. (중략) 제가 면접을 딱 보고 나서, 그 있잖아요? ‘오, 잘봤
다! 잘봤다!’라는 생각이 딱 든거에요.
연구자: 아, 진짜? 딱! 느낌이 왔어요?
박재혁: 그니까 제가 준비했던 질문에서 다 나왔어요. 그래갖고, 게다가
뭔가 긴장? 오히려 긴장이 안 되고 광분 해가지고. (웃음)

입시 전문학원의 매개를 통해 보편화 된 영재고 입시의 통념은 지필고
사가 당락을 좌우한다는 점이다. 많은 영재고 지원자들은 학원의 논리에
따라 영재교육원 등에서 탐구 경험을 쌓기보다는 학원에서 수학·과학 분
야의 지식을 더 많이 습득하고, 학교별 지필고사 유형에 맞는 모의고사
를 통해 문제 풀이에 몰두하며 영재고 입시를 준비했다.
연구참여자들 또한 지필고사 단계에서 가장 많은 탈락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학원가의 통념을 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성적을
받더라도 탐구와 관련된 다양한 스펙을 쌓아두게 되면 다른 지원자들과
비교하여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혹시 영재고 입시
에 탈락하게 되더라도 영재고 지필고사 성적은 사라지지만, 스펙은 여전
히 남아 과학고나 자사고 입시에 활용할 수 있었다. 이들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다른 지원자들과는 차별화될 수 있는 스펙을
쌓는 데 큰 가치를 두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학영재교육원은 고등학교
입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관으로도 인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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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해석 및 논의
앞 장에서는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경험한 고등
학교 입시의 구조를 분석해보고, 그들의 고등학교 입시 과정에서 과학영
재교육원이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살펴보았다.
획일화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학교 체제 속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우수
한 성적과 수상실적을 획득하여 학교 구성원들에게 학업적 실력을 인정
받았다. 이들은 신자유주의의 바람이 몰고 온 다양한 종류의 고등학교
중에서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을 갖춘 선택지를 탐색했다.
그중에서도 영재고는 고등학교 학벌 서열의 최상층에 위치하면서도, 1학
기에 학생을 선발하는 특성상 입시 실패의 위험부담이 적었기 때문에 그
들은 교육열이 높은 부모의 교육적 지원을 바탕으로 모두 영재고 입시에
뛰어들었다.
영재고에서 시작하여 과학고/자사고로 이어진 고등학교 입시 과정에서
과학영재교육원은 크게 세 가지 역할을 담당했다. 첫째로는 자신의 특성
을 공감받기 어려운 학교와 치열한 경쟁의 공간인 학원에서 벗어나 잠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쉼터였다. 둘째로는 강의 중심의 교수 방법과
지필고사 위주의 평가 방식을 통해 익힌 과학의 이론적 지식을 실제 세
계와 연결해보는 실험실이었다. 셋째로는 자기주도학습전형에서 핵심적
인 평가 요소로 여겨지는 탐구 관련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었
다.
그런데 연구참여자들의 입시 상황에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활동이 진정 교육의 본질을 잘 담아내고 있는가? 본 장에서는 Ⅳ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입시 과정에서 배경으로 밀려난 교육
의 본질을 탐색해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다시 전경으로 위치시키는 작
업을 수행함으로써 더 나은 과학영재교육을 위한 제언을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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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에 종속된 평가 vs. 교육이 살아있는 평가
조용환(2012)에 따르면 교육의 본질은 (1) 가르침과 배움의 상징적 상
호작용, (2) 더 나은 인간 형성의 존재론적 지향, (3) 변증법적 대화의 과
정의 양상을 띤다. 여기서 교육이 본질적으로 상징적 상호작용이란 말은
곧 교수자가 의도한 가르침 그대로 학습자가 배우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
다. 이 지점에서 교육은 어떤 형태로든 평가를 필요로 한다. 교수자는 자
신이 가르친 것을 학습자가 제대로 배웠는지, 아니면 가르치지 않았음에
도 학습자가 스스로 배운 것이 있는지, 혹시 학습자가 배우려는 의지를
잃은 것은 아닌지를 늘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들은 고등학교 입시 기간에 학교, 학원, 영재교육원 등의 교
육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에 참여했다. 중학교에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같은 정기고사와 수행평가를, 학원에서는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모의고사를, 고등학교 입시 과정에서는 영재성을 평가하는 지
필고사나 면접고사를 경험했다. 영재교육원에서 장기간 수행한 탐구 활
동의 성과를 발표하고 심사를 받는 것도 평가에 해당한다. 하지만 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진 평가라고 하여 이 모든 평가를 교육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고등학교 입시 과정에서 교육 현장과 사회
전반에 깔린 실력주의 담론을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다. 개인의 실력
에 의해 사회적 재화가 배분되어야 한다는 실력주의는 개인의 실력을 정
확히 측정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는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29)하는 ‘시험
(試驗)’의 측면이 강조된다. 예컨대 김리온과 안성민의 이야기로부터 알
수 있었던, 영재고 입시 전문학원에서 수준별로 반을 구성하기 위해 시
행하는 모의고사는 시험에 종속된 평가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
다.
29) 출처: “시험”, 우리말샘.
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33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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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평가에 있어 ‘시험’이라는 측면은 필요조건일 수 있으나 충분조
건은 아니다. 그렇다면 교육적 평가를 위해서는 무엇을 더 고려해야 할
까? 교육이 살아있는 평가는 항상 시험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한다. 만
약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진 시험이라면, 그 형태가 양적이든 질적이든
관계없이 성적을 부여하는 데에서 그치지 말고 개별적인 피드백을 통해
학생이 더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지, 어느 부분에서 강점과 약
점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는 학습자에게만 적용
되는 말이 아니라, 교수자의 교수 활동에 대한 피드백과도 연결된다. 즉
교육적 평가에는 학습자와 교수자의 ‘반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허
숙, 2003).
이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기 위해 우리 시대의 교육적 패러다임 전환을
요청한 엄기호(2017)의 주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엄기호(2017)는 지금까
지 우리의 교육이 학생들의 성장에 대한 의지를 북돋우기 위해 ‘무한한
잠재력’이라는 메시지를 만들어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고 ‘자아실현’에 도
달하게끔 응원해왔다고 말한다. 문제는, 이러한 교육적 메시지가 ‘살아남
아야 한다’는 압력과 ‘너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라’는 이중의 압
력이 존재하는 작금의 시대에서는 자기 파괴를 불러오는 말로 돌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좋아하는 일을 찾지 못하거나 좋아하는 일을 했음
에도 성과를 내지 못한 이는 자신의 ‘무한한 잠재력’을 의미 없이 썩히는
사람으로 매도되어 버린다.
그가 ‘해녀학교’의 예시를 들며 제안한 교육적 패러다임의 전환은 ‘자
아실현’을 강조하는 교육에서 ‘자기 배려’를 위한 교육으로의 전환을 말
한다. 해녀학교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은 자기 숨의 길이를 아는 것
이다. 자신의 한계를 망각하고 물질을 하다가는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
기 때문이다. 여기서 ‘숨의 길이를 안다’는 말은 남과의 비교나 극복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숨의 길이가 1분인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여 숨의 길이가 2분이 되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
이었다. 하지만 5분의 숨을 가지고도 별다른 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에게 주어진 1분의 숨을 알차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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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교육의 목표는 숨의 길이를 극복하여 늘이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숨의 길이를 잘 다룰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극복은 주어진 시간을 충실하게 활용할 수 있을 때나 생각할 문
제이다.
연구참여자들이 마주했던 ‘시험’은 학생들이 얼마만큼 숨의 길이를 가
졌는지 알아보는 것에 불과하다. 사실, 그마저도 선발을 위해 진행된 평
가에서는 학생들이 자기 숨의 길이를 가늠하기도 쉽지 않다. 평가 결과
는 개인에게도 공개되지 않는 데다가 출제된 문항조차 공개되지 않는 경
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선발 과정에서 이루어진 시험의 경우에는 현실
적으로 개별적인 피드백은 어렵겠지만, 적어도 학생이 자기 숨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기출문제를 공개하여 지원자들이 다시 문제에 도전해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조금 더 나아간다면 응시자들이 작성한 답안 중
모범답안을 선정하여 문제와 함께 공지함으로써 본인이 생각해내지 못한
문제 접근 방식을 깨닫게끔 만들어주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현재
는 연구참여자들이 입시에 도전했던 영재고, 자사고, 과학고 중에서 유일
하게 과학고만 면접 공통문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선발 과정에서 평가의 교육적 속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으로 영재교육의 본질을 고려한 선발 패러다임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한산과고 입시 과정에서 면접고사를 볼 기회를 얻지 못해 자신의 실력을
평가받지 못했다는 김리온의 이야기로부터 엿볼 수 있듯이, 현재 실력주
의 담론에 매몰되어 버린 영재교육은 노력을 통해 쌓아 올린 실력으로
제한된 교육 기회를 쟁취한다고 인식되곤 한다. 하지만 영재교육은 본래
모든 사람이 각자 다른 재능을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또래와 똑같이 가
르치기에는 너무 학습 속도가 빠르거나 수준이 높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력’이 아닌 ‘필요’에 따라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에서 출발하였다.
“같지 않은 사람들을 똑같이 대우하는 것만큼 불평등한 것은 없다”라는
Thomas Jefferson의 말에 동의한다면, 영재교육은 인간의 획일성을 지
양하고, 지극히 평등성을 강조한 교육적 관점이다. 1970년대 이래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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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평등을 강조해온 핀란드 또한, 영재교육이 내포한 교육의 평등성
을 고려하여 2007년부터 재능과 창의성을 국가적 교육목표로 언급하면서
교육의 평등이란 영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자신의 다양한 재능을 계발
할 자격이 있음을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핀란드의 인문계 고등학교
(upper secondary school)는 과학, 예술, 스포츠 등에 특화된 특수 인문
계 고등학교(special upper secondary school)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Tirri, & Kuusisto, 2013).
영재교육이 실력주의 담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입시성적에 따
라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학교별로 특화된 교육과정과 잘 어울려서 교사의 가르침과 학생의 배움
이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하는 철학을 강조하는
접근을 고려해볼 수 있다. 세계적인 명문대로 손꼽히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서 오랫동안 학생선발에 관여했던 Richard Dawkins의 자문(自問)
은 이러한 선발철학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우리가 이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 보람될까? 이 사람은 옥스브리지의
교육 체계, 특히 독특한 개인 지도 체계에서 득을 볼 만한 부류의 사람
인가? (Dawkins, 2015/2016: 32)

영국 수학올림피아드 금상 수상자이자 옥스퍼드 대학 수학과에 수석
입학자인 김반석 씨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밝힌 케임브리지 대학의 사
례도 참고할만하다.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입학시험에서 1등을 했음에
도 불합격 통보를 받아 학교 측에 항의했으나, “당신은 우리가 찾는 종
류의 천재가 아니다(You are not the kind of genius we are looking
for)”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한혜리, 2015). 영재성 검사를 그다지 잘
보지 못했음에도 다름영재고에 우선선발 된 안영우의 사례로부터 짐작할
수 있듯이, 일부 영재학교는 우선선발 등의 제도를 통해 ‘선정’ 패러다임
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학교에서 제공하는 가르침과 긍정적
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하는 것이 영재교육의 취지에 부합
하는 선발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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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주의의 그림자를 옅게 만들기 위해, 학생선발의 철학적 전환과 함
께 고민해볼 사안은 입시 전형에 대한 재고다. 박남기(2016)는 우리가
실력을 평가하는 잣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타당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잣대가 더 복잡해지고 치밀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더 완벽한 실력주
의 사회를 구현하고자 시도 할수록 비실력적 요인인 부모의 영향력이 더
커진다는 점을 지적한다. 우리는 흔히 부모가 ‘직접교육’하는 것은 문제
가 없지만, 그들이 노동을 통해 획득한 자본으로 자녀교육을 후원하는
‘간접교육’은 불공정하고 비도덕적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사
교육 억제를 목표로 두고 입시 전형을 바꾸게 되면, 자녀를 직접 가르치
는 등 적극적인 입시 지도를 할 수 있는 고학력 부모나, 개별적인 탐구
지도와 같이 비교과 영역 중심으로 변화한 전형 요소에 맞춰 “몇백만원
씩”이나 되는 고액의 사교육을 지원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부모를 가진 자녀가 유리해지므로 양극화가 커진다는 것이다.
김준형(2018)은 ‘부모 배경에 의한 학업성취도 격차가 커지는 교육 불
평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검증하기 위해 만 15세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3년 간격으로 총 6회
실시한 PISA 자료를 활용하여 주요 5개국(한국, 핀란드, 독일, 일본, 미
국)에 대해 부모의 경제·사회 문화적 지표가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
는 영향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2000년부터 2015년
까지 교과 영역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부모 영향이 큰 변화가 없으며,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핀란드보다는 높고 독일, 일본, 미국보다는 낮음을
보였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 중3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균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높은 수준에서 꾸준히 향상되어 오다가 2012년
도를 기점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고, 특히 2015년도에는 학생들의 학업성
취도 평균이 급락함과 동시에 학생 간 학업성취도 편차는 급증하여 비교
대상국 중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는 점이다. 즉, 교과 영역에 한정해
서는 부모 영향에 따른 교육 편차가 2000년대 이후로 큰 변화가 없으며,
대신 다른 이유로 인해 2012년을 기점으로 학생들의 평균적인 학업성취
도가 떨어지고 학생 간 편차는 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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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2018)과 박남기(2016)의 연구를 종합하여 해석하면, 우리나라
학생들 간 교육 격차는 근래 들어 심화되었으나, 격차 발생에 있어 부모
배경에 의한 영향은 교과 영역이 아닌 비교과 영역에서 발휘된다. 즉 현
재 우리나라의 교육 격차가 심화된 원인은 가정외적 요인으로, 자기주도
학습전형과 같이 비교과 영역을 강조하는 교육정책에 기인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박남기(2016)가 지적한 실력주의 사회의 딜레마는 설
득력을 가진다.
실력주의 담론이 지속되는 사회에서는 부모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교육은 면접
대비, 자기소개서 컨설팅, 탐구 지도 등과 같이 입시제도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며 언제나 길을 찾아낸다. 우리는 교육 자체의 어
두운 문제와 교육의 영역에 실력주의 사회로 인한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교육 자체의 문제는 교육계가 책임지고 해결하
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문제의 뿌리가 교육이 아닌 사회 구조에 있다
면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박남기,
2016). 교육계는 지금처럼 거시적으로 ‘사교육과의 전쟁’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미시적으로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고민
하는 것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취득을 위한 공부 vs. 체득을 향한 공부
인간의 지식을 크게 둘로 나눠보자면, 하나는 말이나 글로 비교적 손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명시적 지식(explicit knowledge)으로, 다른 하나는
인간의 몸에 체화되어 말과 글로는 도저히 표현하기 어려운 암묵적 지식
(tacit knowledge)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Polanyi, 1967). 자전거를 잘
타기 위해서는 자전거의 작동 원리가 적혀있는 책을 읽거나 자전거 타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직접 자전거를 타보는 경험이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암묵적 지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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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좀 더 전문적인 영역을 예로 들자면, 과학 논문에 실험 과정이 아주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더라도 과학자 개인이 직접 실험 도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거쳐 습득한 체화된 느낌이 없는 경우에는 아무리
명시적 지식을 많이 알고 있더라도 제대로 된 실험 결과를 도출하기 어
렵다. 이처럼 개인의 몸에 습관처럼 체화된 암묵적 지식은 과학을 학습
하고 연구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Michael Polanyi는 화
학자로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학에서 그간 간과되어온 암묵적 지
식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에 따르면 과학적 지식은 주체와 온전히 분
리된 대상을 수동적으로 분석하여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통합
할 수 있도록 신체를 확장하는 능동적인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Polanyi,
1958).
현대에 들어와 인간의 정신과 마음이 근본적으로 신체에 기반한다는
사실이 자명해졌지만(Damasio, 2006/2017), 교육의 맥락에서 몸은 오랫
동안 정신에 비해 천대를 받아왔는데 그 기원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Plato에서 출발한다. Plato는 세계를 이데아(eidos)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
로 구분하면서, 이데아의 세계는 이성에 의해서만 인식이 가능한 완전하
고 불변하는 절대적 참의 세계로, 현상의 세계는 감각으로 지각되는 잠
정적이고 불완전한 이데아의 그림자로 묘사했다. Plato의 이원론은 이후
중세 기독교와 결합하면서 육체는 소멸하여 사라지는 불완전한 것이지
만, 영혼은 영원불멸하는 것으로 묘사하면서 인간은 육체로 말미암은 원
죄를 극복하고 영혼의 불멸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상으로 발전했다.
Descartes는 이러한 기독교 사상에 기반하여 “몸은 사유가 없는 하나의
물질적 연장일 뿐이고, 진리를 아는 것은 마음의 일”(Descates,
1641/1997: 114)이므로 몸과 마음은 독립적인 실체로 존재한다는 심신이
원론을 주장했다.
몸과 마음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며, 인간의 정신 활동은 몸과 관계
없다는 사상에 따라 교육의 목표 또한 정신의 도야에 초점을 맞춰 이론
적, 추상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데 치중했다. 교육에서 이러한 몸에 대한
경시를 Dewey는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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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활동은, 어느 편인가 하면, 불필요한 침입자로 간주된다. 즉, 그
이원론적 사고에 의하면, 신체적 활동은 정신적 활동과 아무 관계가 없
기 때문에, 그것은 방해요 처단해야 할 악폐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학
생은 몸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에 올 때 마음과 함께 몸을 가지고 온
다. 또한, 몸은 필연적으로 에너지의 원천이며 무슨 일인가를 하게 되
어 있다. 그러나 그 몸의 활동은 유의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사물을 다
루는 일에 활용되지 않는 귀찮은 것으로 취급된다. 학생의 공부는 ‘마
음’으로 해야 하는 것인데, 몸의 활동은 이 공부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못된 장난을 하게 하는 장본인이다(Dewey, 1916/1989: 229).

인간과 신체의 공간인 물질세계보다 정신과 신의 공간인 추상의 세계
를 중시하는 서구 기독교 전통은 과학에서 이론과 실험의 관계에 관한
해석에도 영향을 미쳤다. 오랫동안 과학에서는 실험을 이론 생성을 위한
부수적인 요소로 간주해왔다. 즉 이론을 시험하는 목적을 가질 때 실험
은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Hacking(1983)은 이러한 통념에 맞서, 실험에는 가설을 시험하는 이론
적 목적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목적이 있으며, 그중에서도 ‘현상의 창
조(creation of phenomena)’가 지나치게 간과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예컨
대 1895년 Röntgen은 크룩스 진공관을 이용해 기체의 방전 현상을 연구
하던 중, 검은 종이도 뚫고 지나가는 강한 빛이 방출된다는 사실을 발견
했다. 이후 실험을 통해 이 빛은 뼈를 투과하지 못하지만, 피부는 투과할
정도로 강한 빛임을 알아내었고, 이 정체불명의 빛에 X선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X선은 가설을 검증하는 작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목적의 실
험을 통해 발견되었으며, 이렇게 발견된 X선은 이후 원자보다 작은 세계
를 탐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즉 실험이 이론을 야기(generating)한
것이다(이상원, 2006).
실험은 이론에 지배되지 않는 고유한 생명을 갖는다는 Hacking의 주
장에 더하여 Galison(1987)은 어떤 도구와 관계된 특정한 이론이나 실험
목적이 사라지더라도 도구가 함께 사라지지는 것은 아님을 논증하며 실
험에서 도구의 자율성을 주장했다. 예를 들어 작은 물체를 확대하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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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할 수 있는 현미경의 경우, 빛을 파동으로 설명하는 이론에서 입자로
설명하는 이론으로 교체될지라도 현미경이 작은 물체를 크게 보여주는
작동 그 자체나 현미경을 통해 관찰한 자료의 가치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 Galison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와 같은 실험철학자들의 고찰을
바탕으로 이론의 하인에 불과했던 실험과 도구는 이제 이론과 어깨를 나
란히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아직 실험을 학생들이 배워야 할 과학지식을
습득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흥미를 유발하는 목적으로 활용되는 부가적
인 활동으로 인식하는 것이 현실이다. 연구참여자들이 다닌 학교와 학원
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됐다. 교실의 정해진
자리에 가만히 앉아 선생님이 알려주는 지식을 배우고, 교과서나 문제집
에 제시된 문제를 열심히 풀면서 배운 지식을 뇌에 각인시키는 공부의
연속이었다. 특히 영재고 입시 전문학원에서는 하루에 최대 14시간씩 자
리에 앉아 혼자만의 힘으로 문제집과 씨름했다. 이렇게 습득한 지식은
곧 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쳐 성적이나 고등학교 합격증 등으로 전환되었
다. 주변에서 쏟아지는 유혹을 참아내고 얼마나 열심히 몸을 구속하느냐
에 진학할 고등학교가 달라진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연구참여자들은 ‘취
득’을 위한 공부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다.
‘시험’을 위해 몸을 구속하고 고등학교 합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모두
가 앞만 보고 달려가는 와중에도 연구참여자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통한
공부를 갈망했다. 이들은 고등학교 입시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성실하게
과학영재교육원에 나와 실험과 탐구 활동에 참여했다. 실험 기구를 고장
내는 실수도 해보고, 손끝과 시선의 감각을 끌어올려 세심하게 실험 도
구를 조작했고, 서로 머리를 맞대며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몸의
활용은 고등학교 입시 과정의 직접적인 평가 영역은 아니었지만, 그간
두뇌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꼼짝없이 붙잡혀있던 몸이 물질세계
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체득’30)의 경험이었다.
30) 조용환(2009)에 따르면, 학습은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취득(取得)’의 과정이
아니라 나 자신의 심신에 변화가 생겨서 내가 더 유능해지고, 더 품위가 있
어지는 ‘체득(體得)’의 과정이다. 즉 취득이 외부를 향해 나를 내세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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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들이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수행한 실험은 Hacking(1983)이
과학자들의 실험을 통해 논증했듯이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2015
학년도 심화과정에서 이루어진 실험의 상당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
하는 이론-실험의 관계를 따랐다. 학생들은 과학 이론을 학습하고 그 이
론을 검증할 수 있는 실험을 구성하여 이론의 타당성을 따져본다. 예를
들어 앞서 [사진 IV-2]의 적정 실험 상황처럼, 산-염기 중화반응이나 킬
레이트(chelate) 화합물과 관련된 이론을 적용하여 미지 용액의 농도를
제법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경험을 통해 과학영재 학생들은 과학
이론의 유용성을 체험했다.
반면, ‘현상의 창조’ 측면에서의 실험 양상도 나타난다. [사진 III-1]과
같이 박재혁이 드라이아이스로 수행한 실험이나, [사진 III-2]와 같은
2016학년도 사사과정의 탐구는 이론을 검증하는 목적으로 구성된 실험이
아닌, 연구참여자들의 호기심으로부터 비롯한 ‘현상의 창조’에 기초한다.
현상을 능동적으로 창조하고 역으로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 체계를
나름대로 구성해보는 작업은 연구참여자들이 지금까지 학교나 학원에서
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나 과학자 세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새로운 실
험의 의미였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더 나은 인간 형성의 존재론적 지향’의 양상을 나
타낸다. 우리가 ‘더 나음’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나의 세계에만 갇혀서는
안 되고 부단히 타인의 세계를 넘나드는 작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함께
더 나아짐(becoming better together)’을 모색해야 한다(조용환, 2012). 이
러한 맥락에서 실험이 동반된 수업은 또 다른 교육적 가능성을 보여준
다. 그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함께 하는 공부’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특히 깨지기 쉬운 유리도구나 위험한 물질을 자주 다루는 화학
실험의 경우에는 실수하지 않도록 서로를 도와야만 성공적으로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서로 협업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상호작용을 경험하며, 실험 도구의 섬세한 조작과 같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은 직접 시범을 보이는 등의 방식으로 서로에
이라면, 체득은 내부를 향해서 나 자신의 내실을 다지는 작업이다.

- 191 -

게 암묵적 지식을 전달했다.
지식이나 기술의 전수를 넘어, 실험을 통한 ‘함께 하는 공부’가 가져온
가장 혁신적인 양상은 학생들 간의 감정 공유와 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사진 III-2]와 같은 현상은 이를 만들어낸 박재혁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
들에게도 “신기”하다는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신기함의 감정을 공유한
학생들은 한데 모여 서로의 의견을 나눴고, 핸드폰으로 사진과 영상을
찍어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기도 했다. 정신의 영역
에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소름이 돋는 등 몸이 반응하는 경이로
운 감정을 ‘체득’하는 경험은 ‘취득’을 위한 공부를 통해서는 배울 수 없
는 “특별한 경험”이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안다.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것만이 지식인 것은 아니다. 작금의 교육을 보다 교육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간 간과되어온 몸을 통한 학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과학교육 분야에서는 실험을 단순히 이론 학습의 보조적인 도구로
여겨온 전통에서 벗어나, 실험의 자율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몸을 통
해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암묵적 지식까지 배울 수 있었던 연구참여자
들의 경험이 더 이상 ‘특별한’ 경험으로 남아서는 안 될 것이다.

3.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 vs. 문제를 생성하는 교육
학교와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과학교육은 연구참여자들에게 문제 상황
을 제시하고, 어떻게 하면 과학적인 방법으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것
인지 가르치고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학교의 정기고사나 영재고
입시 과정의 지필검사도 결국은 학생들의 문제해결력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과학교육을 과학기술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
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생각한다면 '문제 해결'
중심의 교육 방식은 일견 타당할 수 있다. 하지만 과학사를 되짚어보면
가치 있고 창의적인 문제를 새롭게 생성하는 작업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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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보다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물리학자 Einstein & Infeld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문제의 구상(formulation of a problem)이 실제 해결보다 중요한 경우
가 종종 있는데, 해결 자체는 그저 수학 계산이나 실험 기술의 발전으
로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새로운 문제, 새로운 가능성을
제기하거나 예전의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기 위해서는 창의적
상상력이 필요하며, 그런 시도야말로 과학의 진정한 발전을 가져온다
(Einstein & Infeld, 1938/2017: 108)

특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남다른 과학적 잠재력을 바탕으로 향후
과학기술 분야를 선도해야 할 과학영재 학생들에게는 기존의 접근과는
다른 방향으로, 남들이 도전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를 생성하여 이에
도전하는 능력이 더 강조된다. 하지만 2015학년도 심화과정 자유탐구 활
동에서 나타나듯이,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이 우수한 과학영재 학생들조
차도 독창적인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진부한 탐구
문제만을 제안했다. 학생들은 하나같이 과학적 주제라기보다는 일상생활
에 당장 쓰임새가 있어 보이는 공학적인 모델을 선호했고(Schauble,
Klopfer, & Raghavan, 1991), ‘요리책(cookbook)’처럼 실험 과정이 상세
하게 설계된 탐구만을 시도하며 ‘과학자’라기보다는 ‘실험실 기술자(lab
technician)’의 모습을 보였다(Bell, Blair, Crawford, & Lederman, 2003).
물론 독창적인 탐구 주제를 생성하는 것이 쉬운 작업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에는 교육계의 책임이 크다.
연구참여자들은 지금까지 문제풀이식 학습, 특히 객관식 정답을 골라
내는 훈련에 익숙했다. 오랫동안 영재교육원에 다니며 탐구를 경험하기
는 했으나, 이전에 경험한 탐구 활동의 양상은 둘 중 하나였다. 첫째는
교수자가 제시한 주제에 맞춰 탐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교수자가 “말
하는 데로 따라”하여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게” 결과를 도출하는 흐름
을 따랐다. 둘째는 학생 스스로 알아서 주제를 찾아 탐구를 수행하는 ‘방
임’의 방식으로,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인터넷을 검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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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보이는” 주제를 골라가거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발명품을
만들어보는 수준의 “비슷비슷”한 주제로 탐구를 수행했다. 나름 참신하
다고 생각한 탐구 주제에 도전한 적도 있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현실
적으로 실험이 불가능한 주제이거나, 도통 실험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
지 혼란에 빠지는 상황에 봉착했다. 결국, 연구참여자들은 탐구 경험이
쌓일수록 이미 실험이 잘 설계된 탐구 주제에서 변인만 바꿔보는 식의
‘따라하기’ 탐구에만 의존하게 되었다. 또한, 김리온이 과학영재교육원 사
사과정 진급을 결심하게 된 이유로 언급했듯이 교사들이 항상 과학 탐구
를 “더 실용적인” 주제 중심으로 최종결과에 초점을 맞춰 평가하다 보니
학생들의 사고 또한 “거기에 한정”되어버린 이유도 있었다.
물론 과학자들이 수행하는 연구를 모방해보는 경험은 그 나름의 의미
가 있지만, 이러한 흐름이 독창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할 전문 연구자들
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점이 문제다.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세계
적인 석학 12명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의 연구를 평가한 보고서를
통해 서울대의 젊은 교수들이 연구 실적을 쌓기 위해 인기 있는 분야에
서 ‘따라하기 연구(me-too science)’에만 몰두하여 ‘선구자(first-mover)’
가 아니라 ‘추종자(fast-follower)’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2015). 당장의 성과를 위해 문제 해결만을 강조하는 작금
의 연구 문화는 비단 과학영재 학생뿐만 아니라 우수하고 전문적인 연구
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화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
화시키기 위해 과학영재교육은 어떤 시도를 해볼 수 있을까?
Root-Bernstein & Root-Bernstein(1999)은 역사상 수많은 사람이 욕
조에 몸을 담그면서도 수면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을
때, 아르키메데스는 배수량과 물질의 비중 사이의 관계를 파악한 사례를
들며, 역사적으로 위대한 성취를 거두었던 인물들이 창조한 “모든 지식
은 관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한다. 이때 말하는 ‘관찰’은 단순히 수
동적인 '보기'와는 다르며, 시각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감각이 총동원
되는 행위임을 강조한다.
- 194 -

예리한 관찰자들은 모든 종류의 감각정보를 활용하며, 위대한 통찰은
‘세속적인 것의 장엄함(sublimity of the mundane)’, 즉 모든 사물에 깃
들어 있는 매우 놀랍고도 의미심장한 아름다움을 감지할 줄 아는 사람
들에게만

찾아온다(Root-Bernstein

&

Root-Bernstein,

1999/2007:

69-70).

2016년 사사과정에서 이루어진 탐구 활동은 과학적으로 탐구할 문제를
찾는 것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능동적인 문제 생성을 돕는
‘관찰’에서 출발했다. 연구참여자들은 본인의 오감으로 물질세계를 지각
하며 자신의 “신기한” 관찰 결과를 친구들과 공유했다. 그중 박재혁이
삶은 계란과 스마트폰으로부터 발견한 관찰 결과는 몇 달간 학생들의 능
동적인 문제 생성 과정에서 숙성되어 ‘액체의 유전상수’를 주제로 하는
독창적인 문제로 만들어졌다.
지금까지 연구참여자들은 그것이 생활의 실용성이든, 자격취득을 위해
서든, ‘쓸모’있는 결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그간 쌓아온 ‘문제 해
결’ 역량을 발휘하는 활동에만 매달려 왔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신이 적당히 해결할만한 문제를 열심히 찾아서 해결해왔다고 볼 수 있
다. 학생들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보다는 이미 잘 다져진 길만 찾는다
고 비판하면 안 된다. 그들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
이를 개척할 수 있는 재능도 있다. 단지 우리의 교육으로 인해 항상 잘
다져진 길만 걷게 된 것이다.
모든 학습자가 과학자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며 과학을 가르칠 필요는
없다. 학습자 개개인의 취향과 수준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렇게 가르쳐서도 안 된다. 하지만, 적어도 과학 분야에 열정과 재능을
가지고 꿈을 키워나가는 과학영재 학생들에게만큼은 선도적인 과학자들
이 어떻게 연구를 수행하는지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연구가 어떤 결론에 다다를 것인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반드시
포함된다. 교수자들은 과학영재 학생들이 자신의 패러다임에 따라 안정
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찾도록 도전하는 수업을
만들 필요가 있다. 예컨대 드라이아이스의 승화 과정에서 전체 질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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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는 간단한 실험을 하더라도, 1g 단위의 저울을
쓸 때는 기존의 과학적 패러다임인 ‘질량 보존의 법칙’을 확인하는 양상
으로 안정적인 탐구가 이루어지지만, 똑같은 실험 상황에서 0.01g 단위
의 저울을 쓸 때는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관찰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유동적인 탐구가 일어날 수 있다(박정우·이선경·이경건·심
한수·신명경, 2019). 이 사례는 실험 도구의 변경만으로도 똑같은 실험
상황에서 학생들의 탐구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교수자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과학영재 학생들의 열정을 자극하
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수업이 만들어질 수 있다.
세기의 지성인들에게 학문적 보금자리를 제공한 프린스턴 고등연구소
를 설립하고 초대 소장을 지난 Abraham Flexner는 과학사에 위대한 족
적을 남긴 과학자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쓸모(usefulness)’라는 단어를
폐기함으로써 인간 정신이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인류의 위대한 항해가
가능하다고 역설했다(Flexner, 1955). 우리 교육은 결과에만 관심을 둔
나머지 과정의 중요성을 간과해온 우를 저질러 왔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교수자와 학습자가 만나 더 나은 문제를 만들기 위해 비판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변증법적 대화의 과정’이다(조용환, 2012). 교육의 성과는 곧장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교수자는 결과를 조급하게 좇기보다는 순간순간이
교육적인지 변증법적으로 자문(自問)하며 ‘과정’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독창적인 문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잠재력과 열정을 가진 사람
들이 한데 모여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공간이 중요하다. Flexner가 설립
한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의 사례가 증명하듯이, 각자의 학문 분야에서 독
창적인 재능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하나의 공간에 모여서 토론하고 논쟁
하는 과정은 창조적인 문제 생성의 첫걸음이다. 과학영재교육원이나 과
학고, 영재학교 등의 기관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만,
이러한 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과학영재 학생들의 문제해결 역량을 증진시
키는 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교육적 환경과 기회, 그리고 무
엇보다도 영재학생들 사이의 활발한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그들만의 독창
적인 문제를 생성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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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설적으로, 마음의 여유를 갖고 교수자-학습자, 학습자-학습자가 능
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문제를 만들다 보면, 문제가 생성된 시점
에는 이미 상당 부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 ‘쓸모’의 굴레에서
벗어나 쓸데없어 보이는 만족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 정도 예기치 않은
효용이 생겨나곤 하는데, 이것이 곧 과학의 눈부신 도약을 가능하게 만
든 “쓸모없는 지식의 쓸모(usefulness of useless knowledge)”라고 할 수
있다(Flexner, 1955).
안성민: 저는 진짜 장관상 생각도 안 했어요. ‘이 탐구로 어떻게 장관상
을 받아?’ 이러고 있었는데 사실은. (웃음) (중략) 요번에 깨달
은 게 하나 있는데, 사실은 연구의 주제보다도 연구의 깊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제가 아무리 하찮더라도 뭔가,
그거에 대해서 깊이 파면은 뭐라도 나오더라고요. (중략) 사실
은 솔직히 말하면 재혁이가 이 [사사과정 탐구] 주제 제안했을
때, ‘이거 삼성 홈페이지 들어가도 나와 있겠다.’ (웃음) 속으로
는, ‘뭐야 이 주제?’ 이랬는데? 근데 이게 되더라고요? (웃음)
연구자: 그러게. 나도 처음에는, 어, 그냥 ‘신기하네?’ 난 당연히 전기전
도성이 높아지면 당연히 터치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안성민: 뭔가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더라고요! (중략) 제가 지금까지 했
던 연구랑 달랐어요. 장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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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고등학교 입시 제도의 변화로 인해 과학영재교육원 수료 경
력이 입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통념에도 불구하고, 고등
학교 입시를 준비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과학영재교육원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한 호기심에서 출발했다. 그들의 고등학교 입시 경험으로부
터 입시 상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고등학교 입시와 과학영재교육원
의 교육이 교차하는 장면을 재구성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과학
영재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찾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가 초점을 맞춘 연구 문제들은 다음 세 가지였다. 첫째, 대학부설 과
학영재교육원 학생들의 고등학교 입시 참여 과정은 어떠한가? 둘째, 대
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학생들의 고등학교 입시는 어떤 상황적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입시 구조 안에서 과학영재교육원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셋째, 고등학교 입시를 경험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학생들
의 사례는 과학영재교육에 어떠한 의미를 제공할 수 있는가?
이상의 세 가지 연구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 상황에서 소
수자 집단인 과학영재 학생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개개인의 이야기를
우리나라의 학교 체제, 입시 제도, 영재교육의 역사 등의 사회문화적, 역
사적 맥락과 함께 연결할 필요가 있다. 생애사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개
인적 맥락을 충실히 기술함과 동시에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변화를 함께
보여준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방법론적으로 적합한데, 특히 삶의 여러
형식 중에서 교육에 초점을 맞춘 교육생애사를 구성함으로써 연구 문제
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2015, 2016년에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화학분과에서 내가 지도했던 학생 5명이다. 나는 연구참여자들이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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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이던 2015년에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화학분과 심화과정의 조
교로서 그들과 처음 만났다. 다음 해인 2016년에는 연구참여자들이 속한
사사과정 연구팀을 전담하여 탐구를 지도했기 때문에 그들과 다양한 방
면의 대화를 깊게 나눌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친밀감과 신뢰감을 쌓
을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각자 목표로 했던 고등학교가 영재학교
(안성민, 안영우), 과학고등학교(김리온), 전국단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박재혁, 최인규) 등으로 다양했고, 전국 사사과정 연구성과 발표대회에
서 장관상까지 받을 정도로 과학영재교육원 활동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므로 본 연구에 적합한 참여자로 볼 수 있다.
연구 자료 구성의 핵심은 생활담(life story)을 구성하는 연구참여자들
과의 면담이었다. 면담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집단면담 1회, 개인면담은 연구참여자별로 2회씩 진행했다. 모든 면담은
비구조화된 대화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연구참여자들은 편안한 분위기에
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솔직하게 말해주었다. 모든 면담 전사 자료는
연구참여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점검했으며,
연구에 직접 활용하지 않을 내용을 지정하는 등의 피드백 과정을 거쳤
다. 이외에도 연구참여자들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개인적 자료를 제공받
았고, 연구참여자 안영우의 도움을 받아 대치동 지역의 학원가를 탐방하
며 총체적으로 생애사를 구성하고자 노력했다.
우선,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학생들의 고등학교 입시 참여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참여자들이 2년간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어떤 활동에
참여했는지, 그리고 연구참여자별로 어떤 과정을 거쳐 고등학교 입시를
경험했는지를 기술했다. 다섯 명의 연구참여자들은 중학교 2학년 시기에
과학영재교육원의 모둠별 자유탐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했다. 다가올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은 물론 다른
영재교육원 친구들도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원활한
탐구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연구참여자들은 탐구 과정과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더 나은 탐구를 경험하기 위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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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적으로 고등학교 입시가 진행되는 중학교 3학년 시기에도 과학영재교
육원 사사과정에 지원했다. 그들은 자유탐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고 새로운 탐구 문제를 만들어내며 최종적으로 독창적인 연구성과를 도
출했다.
과학영재교육원에서의 활동과는 별개로 연구참여자들은 각자의 방식으
로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했다. 첫 번째 연구참여자 김리온은 개인사업체
를 운영하는 아버지와 전업주부인 어머니, 그리고 5살 터울의 언니로 구
성된 경제적으로 유복한 가정의 막내딸이다.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서울
대를 졸업했고, 언니는 지역자사고를 졸업한 뒤 미국의 유명 패션 대학
교에 다니고 있다. 김리온은 어렸을 때부터 과학을 좋아하고 또래보다
뛰어난 학습 능력을 보였으며,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영재교육 전문학
원에 다니면서 영재고나 과학고 입시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녀는 의대
진학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영재고보다는 과학고에 진학하고자 했으나,
두 학교 모두 입시가 수·과학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과학고 입시의 예
행 연습을 위해 입시가 일찍 시작되는 영재고 입시를 준비했다. 일주일
내내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학원에서 공부하는 강행군과 학원 자체
시험성적을 기준으로 반을 나누는 시스템은 김리온에게 큰 스트레스를
줬는데, 영재고 입시가 끝난 뒤에는 학교에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가
기도 했다. 1학기에 진행된 영재고 입시에는 합격하지 못하면서 2학기에
진행될 과학고 입시를 기약했으나, 과학고 입시에서는 예상치 못하게 1
차 전형에서 탈락하며 큰 충격을 받았다. 최종적으로 일반계 사립여고에
진학한 김리온은 “인생의 마지막은 대학이다”라는 마음으로 고등학교 생
활을 준비했다.
두 번째 연구참여자 박재혁은 회사원인 아버지와 전업주부인 어머니,
그리고 4살 터울의 여동생으로 구성된 중산층 가정의 장남이다.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무척 좋아했고, 부모님이 “다른 애들이랑 노는 게 좀 다
르다”라고 느낄 정도로 재능을 보였던 박재혁은 글쓰기와 논술 강사 경
력을 가진 어머니의 지도로 자기주도적인 학습 습관을 몸에 익혔다. 초
등학교 6학년 때 두리고 입시설명회를 다녀온 그는 “좋은 학교”로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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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두리고에 매력을 느꼈다. 중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하며 친구들로부터
인정받은 박재혁은 과학학원을 함께 다녔던 친구들이 영재고 입시 준비
를 시작하자 본인도 막연하게나마 영재고 진학을 꿈꾸기 시작했다. 하지
만 가능한 한 사교육의 도움 없이 공부하길 원했던 부모님의 교육 방침
상 영재고 입시 전문학원에 다니지는 못했고, 자신에 대한 부모님의 “과
대평가”로 인해 큰 심리적 압박감을 받기도 했다. 영재고 입시 탈락 후
부모님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눈 박재혁은 2학기에 도전할 수 있는
여러 고등학교 중에서 두리고가 가장 “멋져 보일 것 같아서” 지원하기로
했다. 두리고에 최종합격한 그는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
대한 높여보기 위해”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고등학교 공부를 준비했다.
세 번째 연구참여자 최인규는 금융기관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아버지
와 특수교육 교사인 어머니, 그리고 3살 어린 여동생으로 구성된 가정에
속해 있었고, 부모님은 모두 대학원까지 졸업했을 정도로 학력이 높았다.
최인규는 어렸을 때부터 숫자에 엄청난 관심을 보였으며, 초등학교 때는
학교 도서실에 눌러앉아 하루 내내 책만 읽을 정도로 독서를 좋아했다.
최인규는 부유한 가정의 자녀가 많이 다닌 자신의 초등학교에 굉장한 반
감을 보였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과의 불화가 있기도 했고,
“치맛바람”을 휘날리며 자녀를 키우는 주변의 학부모에 대한 반감이 컸
기 때문이다. 그는 초등학교에서 무엇보다도 개인의 “능력”이 있어야만
떳떳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면화했다. 최인규는 초등학교 졸업 후 혁신
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한국제중에 진학했는데, 유한국제중의 차별
화된 교육과정에 대해 매우 만족했다. 그는 한국중등올림피아드에서 우
수한 성과를 거두며 과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자신감이 생긴 최
인규는 시험 삼아 2학년 때 영재고 입시에 도전했지만 탈락했는데, 이후
부모님이 영재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을 적극적으로 권하면서 영재고 입
시 전문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을 매일 아침 10
시부터 밤 10시까지 학원에서 보내며 공부했지만, 결국 영재고 입시는
실패하고 두리고 지원을 결정했다. 영재고 입시 탈락 이후로 부모님의
교육적 개입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었으며, 자사고에 합격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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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이러한 갈등은 계속 이어졌다. 두리고 합격 직후부터 수학이 뒤처
지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학원에서 고등학교 수학 공부를 시작했다.
네 번째 연구참여자인 안성민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서울대 대학
원까지 졸업한 분들이다. 경제적으로 모자람이 없는 집안에서 안성민과
2살 아래의 남동생은 부모님의 보살핌 아래 특별한 부침 없이 자라왔다.
어려서부터 안성민은 조용하고 성실한 학생이었으며, 초등학교 때 학교
대표로 장관상을 받는 등 학업적으로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버지가 추천한 달인국제중에 진학한 안성
민은 꾸준히 과학관련 대회에 참가하여 여러 상을 받으며 과학적인 재능
을 보였다. 그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학원에서 올림피아드 공부를 시작
하며 자연스럽게 영재고 입시를 접하게 되었는데, 비록 영재고 입시에
올림피아드 실적을 활용할 수는 없었지만, 어차피 영재고 지필고사 공부
에 필요한 수학, 과학 실력을 쌓는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했다. 올림
피아드를 마친 뒤부터 본격적으로 영재고 입시 준비에 들어간 안성민은
학원 모의고사 점수를 바탕으로 지원할 영재고를 고민하다가, 가장 입학
이 어렵다는 가름영재고는 포기하고 바로 아래라고 평가받는 나름영재고
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학원에서 자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새벽 2
시가 될 정도로 치열하게 공부했고, 거의 20대 1에 육박하는 경쟁률을
뚫고 나름영재고에 최종합격했다. 그는 나름영재고에 합격하면 안정적인
삶이 보장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합격 후에도 영재고 내신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자 “뭔가 사기를 당한 기분”을 느꼈다.
다섯 번째 연구참여자인 안영우의 가족은 회사원인 아버지와 번역가인
어머니, 그리고 각각 6살, 4살 위의 누나들로 구성되어 있다. 안영우의
부모님은 본인들이 평소에 꾸준히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며 자녀들의
독서 습관을 길렀었으며, 어머니는 안영우를 포함한 몇몇 학생들을 모아
집에서 논술을 가르치기도 했다. 안영우의 누나들은 모두 학업 성적이
우수해 국제고를 졸업하고 명문대에 입학했는데, 안영우에게 누나들은
학업적인 목표이자 친근한 선생님이 되어주었다. 그는 본인의 학년보다
4학년 이상 앞선 수학을 독학할 정도로 우수한 학습 능력을 보였고,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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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 6학년 때부터는 수학올림피아드 대비 겸 특목고 입시 전문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이후 부담스러운 학원 일정 때문에 수학올림피아드 학
원은 그만두고 편안한 분위기의 신생 학원에서 공부를 즐기기도 했다.
그는 다른 영재고 준비 학생들과 비교해 비교적 늦은 시기인 중학교 2학
년 겨울방학부터는 영재고 입시 전문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하루에 14
시간씩 공부하는 힘든 일정이었지만, 오히려 학교보다 도전적이고 재미
있는 내용을 배울 수 있는 학원에 다니는 것이 더 마음이 편했다. 그는
잔 실수가 많은 본인의 성격상 모든 시험이 서술형으로 출제되는 다름영
재고에 지원했고, 예상치 못하게 우선선발로 합격하게 되었다. 그는 다름
영재고에 입학해서는 첨단 실험장비를 마음껏 사용해보면서 자신의 적성
을 찾겠다는 기대를 품고 학원과 과외를 통해 고등학교 내신 공부를 준
비했다.
다음으로 연구참여자들의 고등학교 입시 과정에 대한 기술을 바탕으
로, 과학영재교육원 학생들의 고등학교 입시 구조를 “소상황-(매개상
황)-대상황” 분석틀(조용환, 2009)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고등학교 입시의 소상황은 입시를 경험하는 연구참여자들 개인의 특성과
그를 둘러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연구참여자들의 이
야기를 통해 추출한 소상황적 요소는 개인적 특성으로 ‘높은 학습 능력
과 학구열’, 배경적 특성으로 ‘고학력 부모의 존재’, 시간적 특성으로 ‘생
각이 많아지는 사춘기’로 정리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5명은 어려서부터 새로운 지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 책을
무척 좋아했고 짧은 시간 공부하더라도 또래 친구들과 비교하여 훨씬 좋
은 성취를 보였다. 그들에게 학교는 공부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또래 친
구들과 어울리며 사회성을 함양하는 공간이었으며, 교사와 친구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학교생활의 목표였다. 하지만 학교는 남들의 수준에 맞춰
진 교육과정에 따라야 했기 때문에 관심 분야에 대한 실력을 쌓을 기회
도 적고, 자신의 실력이 충분히 성장했는지 평가해보는 기회도 제한되었
다. 즉 연구참여자들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학교의 한계는 명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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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참여자들의 중학교 환경에 대한 불만은 자신을 지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좋은 고등학교”나 영재교육원과 같은 교육기관에 대한 열망으
로 이어졌다.
연구참여자 부모들은 모두 4년제 대학을 졸업했으며, 그중 절반인 5명
은 대학원까지 졸업한 고학력자인데, 이는 부모 세대의 4년제 대학진학
률을 고려해보면 매우 높은 비율이었다. 특히 상당수가 서울대를 비롯한
소위 명문대 졸업자이며, 경제적으로도 크게 부족함이 없어서 자녀교육
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어머니들은 자녀가 어렸을 때는
직접 교육하기도 했고, 그들의 관심이 점차 수학, 과학에 집중되자 그에
맞는 적절한 학원, 학교, 영재교육원을 알아보고 자녀에게 추천해주는 등
교육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단, 박재혁의 경우에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조하는 부모의 교육관에 따라 제한적인 사교육만 허용됐으며, 어머니
가 자녀교육의 전권을 쥐고 있는 다른 집과는 달리 최인규의 아버지는
어머니 못지않게 자녀교육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연구참여자들이 고등학교 입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중학교 2학년
전후의 시기는 신체적·정서적 변화가 크게 찾아오는 사춘기와 맞물린다.
사춘기 시기에는 부모와의 심리적 거리 두기가 시작되며,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시기이기도 하다. 연구참여자 중에서 김리온, 박재
혁, 최인규는 스스로 사춘기를 겪었다고 회고할 만큼 격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다만, 사춘기에 표출된 부모와의 갈등이 봉합된 양상도 제각각
이었는데, 바쁜 입시 준비 일정으로 인해 부모와의 접촉이 줄어들며 갈
등이 크게 번지지 않은 상태로 자연스레 사춘기를 보낸 김리온의 사례도
있었고, 눈물을 쏟으며 부모님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관계를 추스른
박재혁의 사례도 있었다. 다만, 최인규의 경우에는 부모와의 갈등 상황이
고등학교 입시가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고등학교 입시의 대상황은 연구참여자 개인의 행위 이면에 작용하고
있는 추상적, 보편적, 비가시적, 비일상적, 이론적 상황에 해당한다.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로부터 고등학교 입시의 대상황적 요소를 ‘학벌주의’,
‘실력주의’, ‘신자유주의’로 추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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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입시 맥락에서 학벌주의는 단순히 대학에만 국한된 것이 아
니라 고등학교급도 포함한 ‘확장된 학벌주의’의 양상을 보이며, ‘네임밸
류’ 추구와 ‘말이 통하는 친구 네트워크’ 구성의 형태로 표현되었다. 이는
위계서열이 높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과 교류함으로써 자신의 외재적
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본받을 점이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스스로
성장하는 내재적 가치 향상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였다.
실력주의는 타고난 ‘능력’과 그 능력을 꽃피우는 ‘노력’의 결합체인 ‘실
력’을 중시하는 태도를 말한다. 실력 있는 사람이 보상받는 것이 공정하
다는 논리로 학벌 획득의 정당성을 실력에 찾으며, 실력 없는 이들이 보
상을 받는 경우 분노하기도 했다. 또한,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제
대로 평가받기 위해 올림피아드나 고등학교 입시와 같은 ‘실력 평가의
장’에서 자신의 수준을 가늠해보고자 노력했다.
신자유주의의 물결은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함으로써 연구참여자들이
성패의 원인을 일차적으로 개인의 ‘노력’에서 찾도록 만들었다. 또한, 학
생의 교육을 평가하는 도구에 수량화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학생들의
교육적 수행을 측정하기 위한 양적 평가는 결과를 정당화하기 위한 평가
로 변질되거나, 학생들이 평가 준거에 따라 교육적 수행을 계획하는 등
의 주객이 전도된 상황도 확인할 수 있었다.
매개상황은 소상황과 대상황을 연결하는 해석적 메타-커뮤니케이션
상황이다. 고등학교 입시의 매개상황적 요소는 ‘성적과 성과가 권력으로
작동하는 학교’, ‘불안감을 자극함과 동시에 해소해주는 학원’, ‘명시적/암
묵적으로 학벌을 비교하는 가족’, ‘차별화와 동질화의 이중적 또래 관계’
를 추출할 수 있었다.
학교에서 주어지는 내신성적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있어 교사나 또래 관
계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으로 작용했으며,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실
력주의를 내면화하였다. 신자유주의의 영향에 따른 고등학교 종류의 다
양화는 학교의 서열을 만들어냈고, 그에 따라 중학교도 확장된 학벌주의
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고등학교 입시를 앞둔 학생을 위해 수업을 일찍
끝내고 면접 대비를 해주는 등 변화가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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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은 학생과 학부모가 영재고 입시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지점을 공
략하며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영재고 입시가 끝난 이후에도 과학고, 자사
고 입시에서 학원의 영향력은 상당히 발휘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학원
을 통해 자신의 시간과 체력을 쏟아부어 노력함으로써 자신의 실력을 키
운다면 고등학교 학벌을 획득할 수 있으며, 그렇게 획득한 학벌은 실력
으로 쟁취한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인식을 내면화하였다.
가족 구성원 중 연구참여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모는 학벌주
의로 대표되는 사회문화적 대상황을 매개하는 역할을 담당했고, 특히 서
울대 출신 부모들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매개는 부모만
이 아니라 형제 관계를 통해서도 나타나는데, 김리온, 안영우의 경우에는
각각 언니와 누나들이 이룬 학업적 성취를 넘어서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
서 자연스레 사회문화적 대상황을 내면화했고, 반대로 박재혁의 경우에
는 동생에게 매개상황을 조성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맡기도 했다. 가족
구성원 사이의 학벌 비교는 김리온과 어머니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나타
나기도 했지만, 안영우와 누나들 사이에서와 같이 암묵적으로 나타나기
도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과 관심사나 성향이 다른 학교 친구들과는 스스로
를 차별화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비슷한 목표와 관심사를 가진 학원이나
영재교육원에서 만난 친구들과는 ‘공부하는 아이들’로 동질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입시 전문학원에서 만난 친구들의 경우 오랜 시간을 함께
공부하면서 절대적으로 교류 시간이 많아지는데, 이 과정에서 학원의 논
리가 또래 친구들을 매개로 확대·재생산되기도 했다. 또한, SNS는 학생
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사회문화적 담론을 빠르게 전파시키는 역할을 담
당했다.
과학영재교육원 학생들의 고등학교 입시 상황에 대한 구조를 바탕으로
과학영재교육원이 고등학교 입시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도 분
석해보았다. 고등학교 입시 과정에서 과학영재교육원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로, 과학영재교육원은 ‘지친 몸과 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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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랠 수 있는 쉼터’로서 역할을 했다. 과학영재교육원은 학습 욕구를 충
족시키기 어려운 학교와, 지나치게 경쟁적인 학원 사이에서 말이 통하는
친구들과 교류하며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주었다. 둘째로, ‘실제 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실험실’의 역할 맡았다. 연구참여자들은 학교나 학원을
통해 배운 과학 이론을 실제 세계와 연결해보는 실험의 가치를 높게 평
가했다. 학교나 학원에서는 실험을 경험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전문적
인 실험 도구로 채워진 대학의 실험실은 그 자체로 상징성을 가졌다. 셋
째로,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교육기관’의 역할도 나타냈다. 고등학교 입시
에서 자기주도학습전형이 시행된 이후, 자기소개서에 적을 수 있는 탐구
경험이 매우 중요해졌다. 학교에서는 탐구대회를 열거나 학생들이 자율
적으로 탐구 관련 동아리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기소개서를 채
울 수 있는 스펙을 만들어주고자 했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학교에서 체
계적으로 과학 탐구 지도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이때 과학영재
교육원은 지도교수와 대학원생으로부터 지도를 받아 탐구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입시를 경험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학생들
의 사례는 과학영재교육에 어떠한 의미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논의했다.
특히 고등학교 입시 과정에서 배경으로 밀려난 교육의 본질을 탐색해보
고, 이를 과학영재교육의 맥락에서 다시 전경으로 위치시키는 작업을 수
행했다. 첫째로, 과학영재 학생들은 고등학교 입시 과정에서 ‘시험에 종
속된 평가’에 매달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고등학교
입시 기간에 학교, 학원, 영재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에 참여했다. 하지만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진 평가라고 하여 이 모든
평가를 교육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웠다. 고등학교 입시의 상황적 구조
에서 읽어낼 수 있는 실력주의는 개인의 실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는 가정에 근거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는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하는 ‘시험’의 측면이 강조된다.
교육적 평가에 있어 ‘시험’은 필요조건일 수 있으나 충분조건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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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살아있는 평가’는 시험을 통해 학생의 관심과 강·약점을 파악하
고 개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는 교수자의 교수 활동에 대한 피드백과도 연결되며, 학
습자와 교수자의 ‘반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또한, 교육계는 지금처
럼 거시적인 관점으로 ‘사교육과의 전쟁’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미시
적인 교육 현장에서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에 역량
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체득을 향한 공부’가 ‘취득’ 담론에 밀려난 현실을 마주할 수
있었다. 교육의 맥락에서 몸은 오랫동안 정신에 비해 천대를 받아왔다.
몸과 마음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며 서구 기독교적 사상에 따라 교육의
목표는 정신의 도야에 초점을 맞춰 이론적, 추상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데 치중했다. 이러한 전통은 과학에도 영향을 미치며 몸의 세계에서 이
루어지는 실험은 정신의 세계에 존재하는 이론을 검증하기 위한 부수적
인 요소로 간주해왔다. 이는 실험을 이론 학습의 도구로 간주하는 과학
교육 현장에서도 나타난다. 하지만 실험에는 매우 다양한 목적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실험이 이론을 야기하는 ‘현상의 창조’는 지나치게 간과되어
왔다(Hacking, 1983). ‘시험’을 위해 몸을 구속해온 연구참여자들은 과학
영재교육원에서 현상을 창조하는 목적의 실험을 경험하며 “신기”하다는
감정을 체득하고 ‘함께하는 공부’를 경험할 수 있었다. 우리는 실험을 단
순히 이론 학습의 보조적인 도구로 여겨온 전통에서 벗어나, 몸을 통해
배우는 실험의 자율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에서 ‘문제를 생성하는 교육’으로의 패
러다임 전환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과학교육은 학생들에
게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어떻게 하면 과학적인 방법으로 주어진 문제
를 해결할 것인지 가르치고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영재 학생들에게는 기존의 접근과는 다른 방향으
로, 새로운 문제를 생성하여 이에 도전하는 능력이 더 강조된다. 지금까
지 연구참여자들은 ‘쓸모’있는 결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그간 쌓
아온 ‘문제 해결’ 역량을 발휘하는 활동에만 매달려 왔다. 과학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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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과 재능을 가지고 꿈을 키워나가는 과학영재 학생들에게만큼은 선도
적인 과학자들이 어떻게 연구를 수행하는지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연구가 어떤 결론에 다다를 것인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
성’이 포함된다. 교육의 성과는 곧장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교수자는 결
과를 조급하게 좇기보다는 순간순간이 교육적인지 변증법적으로 자문(自
問)하며 ‘과정’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2. 결론
2005년 4월 27일, 한 과학고 2학년 여학생이 기숙사에서 스스로 삶을
포기했다. 그녀는 내가 회장을 맡았던 동아리의 부회장이었다. 우리 학교
에서 가장 자그마한 체구를 가졌지만,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온몸이
땀에 젖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겠다며 스스로 세숫대야 물을 흠뻑 뒤집어
쓰는 퍼포먼스를 보였을 정도로 활기찬 친구였다.
언론은 내 친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를 “성적비관”이라는
네 글자로 간단하게 정리했다(경향신문, 2005). 물론 성적비관은 하나의
중요한 이유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개인의 삶은 결코 단순할 수 없다.
연구 설계 측면의 한계와 연구자의 역량 부족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
의의가 있다면, ‘과학영재’라는 집단으로 뭉뚱그려진 개개인의 삶을 생애
사적으로 복원해보았다는 점이다. 특히 고등학교 입시라는 사회문화적
압력 속에서 각 개인이 어떤 고민과 선택을 하게 되는지를 보여주었고,
이로부터 과학영재교육 분야의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많은 연구물에서도 언급하듯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학벌주의’, ‘실력주
의’, ‘신자유주의’라는 거대 담론은 개인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되어버
린 지 오래다. 하지만 거대 담론의 공고함을 재생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회문화적 대상황을 각 개인은 어떻게 해석하여 나름의
삶을 살아가느냐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일면 거대 담
론의 수혜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항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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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따기를 위한 시험공부보다는 친구들과의 탐구 실험을 선택하기도 했
고, ‘너를 위한다’는 이유로 거대 담론을 매개하는 부모님에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연구참여자들의 순응과 저항의 과정에서 과학
영재교육원은 잠시나마 숨통을 틔워주는 공간으로 의미화되기도 했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사회문화적 흐름에 편승하여 승승
장구하는 수동적인 존재들이 아니었다. 연구참여자들이 과학영재교육원
에서 보여준 모습에서도 그들의 주체성을 읽어낼 수 있었다. 나는 조교
로서 연구참여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반대로 많은 것을
배우기도 했다. 나보다 더 호기심이 왕성한 이 재능있는 학생들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힘이 있었다. 나는 판만 깔아줬을 뿐인데,
서로가 서로에게 “신기함”이라는 감정을 자극하며 함께 앞으로 나아갔
다. 가끔 논의가 산으로 흘러갈 때면 적당히 가지를 쳐주고, 이론적으로
난관에 봉착하면 막힌 부분을 뚫어주는 정도만으로 내 역할은 충분했다.
남은 것은 그들과 함께 신기함의 감정을 공유하면서, 혹여 실험에 실패
했을 때는 좌절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들을 둘러싼 환경은 그들이 또 다른 고
민, 투쟁, 좌절을 경험하게끔 내몰 것이다. 이때 그들이 고투(苦鬪)하는
과정은 개인이나 사회에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렇다면 과학영재
의 삶에 관한 연구는 여기서 그치면 안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
입시를 기점으로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사를 잠시 매듭을 짓지만, 앞으로
계속될 그들의 생애 사건(life event)에 관한 후속 연구도 이어질 필요가
있다. 예컨대 연구참여자 중에서 자사고에 진학한 박재혁, 최인규의 사례
로부터 우리는 자사고라는 환경이 과학영재 학생들의 내러티브 정체성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이종혁·홍훈기, 2020). 안
성민, 안영우의 사례와 같이 자사고와는 또 다른 환경인 영재고에 진학
한 연구참여자들로부터도 우리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다른 측면에서, 고등학교 입시에 실패한 김리온과 같은 학생들이 어떻게
과거의 경험을 해석하고 극복해내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연구 주제
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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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영재교육 후배인 연구참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문득 과거
과학영재교육원의 추억이 떠오르곤 했다. 토요일 점심 무렵, 학교 수업을
마치고 즐거운 발걸음으로 인천대로 향했던 기억. 인천대의 실험실에는
잘 정돈된 실험대와 기묘하게 생긴 기구들이 놓여 있었고, 20명 남짓의
친구들과 실험복을 입은 조교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당시 과학
영재교육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는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곳을 향할 때 느꼈던 설렘만큼은 분명히 남아있다. 평소에는 좀처럼
접할 수 없었던 수준 높은 실험을 직접 해보는 경험. 나처럼 선행학습
없이 입학한 “지진아” 친구들과 머리를 싸매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
론했던 경험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돌이켜보면 죄송스러운 일이지만,
저녁 늦게까지 조교 선생님을 붙잡고 이것저것 물어봤던 경험도 나에게
는 과학에 대한 애정을 키워가는 소중한 기억이다.
평생 과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키워왔던 내가, 지금은 교육을 연구하는
사람이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연구를 마무리하는 지금 시점에
서 되짚어보면 과학고 친구를 쓸쓸하게 떠나보냈던 기억이 나를 이 길로
이끌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본다. 인간의 삶이 어떤 궤적을 그리며
살아가는지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본성(nature)과 양육(nurture) 사이의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우연(noise)의 힘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
다. 과학고를 졸업한 지 15년이 지났건만, 지금까지도 가장 친하게 지내
고 의지하는 친구들은 과학고 입학 당시 이름 순서에 따라 같은 기숙사
방에 배정된 이 모 씨들이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사례이
다. 이렇게 우연으로 가득 찬 불확실한 사회에서 ‘불안’이 아닌 “가능성”
을 읽어내는 문화가 조성된다면 어떨까? 내가 만난 영재(英才)들이 다양
한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꽃피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끊이지 않
는 질문은 후속 연구의 몫으로 남겨두고 이만 글을 마치고자 한다.
최인규: 불확정성이라는 건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고,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중략)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어 누군가의 생각에 그
렇게 막 묶여있지 않은, 매여있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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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ducational Life Histories on
High School Admission Experience of
Students of Science Gifted Education
Institute Affiliated with University
o - yeok Lee
Department of Science Education, Chemistry major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J ng H

his study started as a curiosity about students who actively
participated in Science Gifted Education Institute(SGEI) during the
preparation period for admission, despite the notion that completing
SGEI does not really help with high school admiss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understand the high school
admissions situation from their experience and to find suggestions for
better science gifted education by reconstructing the intersection of
high school admissions and the SGEI education. To this end, we
researched educational life history that faithfully describes the life
experiences of each research participant in the context of educatio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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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hows macroscopic socio-cultural and historical contexts together.
here were five science gifted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who trained in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SGEI Chemistry
Division in 2015 and 2016. These students participated in Science
Gifted Education Institute training while preparing for admissions to
the Science Academy, Science High School, and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In particular, they were actively involved in SGEI's
inquiry activities when they were in the ninth grade when high
school admission was being conducted, so that they achieved the best
results in the national research achievement presentation contest.
The characteristics of SGEI students' high school admissions
processes were examined individually. The first participant, Rion,
went to cram school since elementary school to prepare for high
school admissions. He wished to go to medical school in the future,
but she did not pass the Science Academy admissions and
subsequently shocked everyone by dropping out of the first screening
at the Science High School admissions. The second participant,
Jaehyeok, hoped that he would attend the Science Academy as his
SGEI friends were preparing for that school. His parents believed that
their son wanted to study without the help of private tutoring, which
was incorrect as he suffered psychological stress when he could not
attend cram school like his other friends. He dropped out of Science
Academy admissions, but later applied and passed the exam for the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The third participant, Ingyu,
wanted to study according to a special curriculum even when he
entered high school, just as at his international middle school. With a
good performance at the Olympiad, he gained enough confidence to
apply for Science Academy admissions, but did not make it.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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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erwards, his parents strongly urged private tutoring, which caused
conflict in their relationship. The conflict continued even after he
passed the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admissions. The fourth
participant, Seongmin, attended an international middle school
recommended by his father where he won several science related
competitions. At the cram school, he studied mathematics and science
in depth while preparing for the Olympiad. After the Olympiad, he
achieved admissions to the Science Academy. The fifth participant,
Youngwoo, received a lot of academic help since he had two older
sisters who went to prestigious universities. He actively studied at
home and at cram school for challenging content that could not be
learned at school. He gained admissions to the Science Academy by
preparing at cram school for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A

In order to systematically understand the high school
admissions structure, the situational structure was examined
according to the analysis framework of "micro situation-(mediated
situation)-macro situation". In the micro situation, study participants
had 'high learning ability and academic enthusiasm,' 'highly-educated
parents,' and 'puberty.' In the macro situation, study participants had
'sectarianism,' 'meritocracy,' and 'neoliberalism'. In addition, mediated
situations include 'schools where test scores and outcomes work as
power,' 'cram schools that stimulate and relieve anxiety at the same
time,' 'families that emphasize sectarianism explicitly and implicitly,'
and 'dual peer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iation and
homogenization.' Although this situational structure was a factor that
can be extracted most commonly for research participants, specific
aspects were different.
- 225 -

urthermore, in the high school admissions process, SGEI
analyzed what it meant to study participants as it acted as a
'shelter' for students to share their interests with ease, away from
cramped schools where it is difficult to achieve intellectual stimulation
or cram schools with intense competition. In addition, they were able
to experience experiments that connect the science knowledge they
learned with the real world. Through this, SGEI played the role of a
'laboratory' that can develop scientific identity. Lastly, by
systematically directing inquiry activities from university professors
and assistants, it also showed the role of an 'educational institute' to
build a specification that is different from other competitors who are
also preparing for the written exam.
F

i ally, we discuss the implications of these analyses for
science gifted education. The current high school admissions selects
‘skilled students’ who have achieved the best grades on the test by
moving out of this meritocracy paradigm and selecting students who
can positively interact with the teaching provided by each gifted
education institute. Additionally, as revealed in the high school
admissions process, gifted education has so far emphasized theoretical
and abstract thinking at the individual level. However, from the
experience of research participants, we can see that observations and
experiments that create phenomenon can promote 'studying together.'
Until now, in the context of science gifted education, research
participants have been forced to tackle ‘problem solving’ activities
under pressure to produce useful results. For science gifted students
who need to lead the field of science in the future, it is important to
create original problems on their own rather than solving existing
problems. To this end, science gifted education needs to focus on
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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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ng an educational environment where students can enjoy
‘uncertainty’ rather than obsess over ‘usefulness’.
keywords : high school admission, science-gifted, giftedness,
gifted education institute, educational life history
Student Number : 2014-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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