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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3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12. 22.

자료문의: 과학실업교육정책과, 과장 : 김종관 담당 : 교육연구사 이희권

제목 : 전체 초․중․고 학생의 5%인 40만 명 대상으로

수월성 교육 실시

◦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총리 안병영)는 12월 22일 현행 평준화 제도

하에서 학교 교육의 보편성과 수월성을 조화롭게 추구하기 위해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 전체 초․중․고학생의 5%인 40만 명에게 수월성 교육 실시(2010년)

- 영재교육 1% 대상(8만 명), 일반학교의 수월성 교육 4%대상(32만 명)

￭ 2010년까지 영재학교 2개 추가 설립, 영재교육원 58개 신설

- 영재학교 : 1개교(’04) → 3개교(’10) 예술, 정보영재학교 설립

- 영재교육원 : 192기관(’04) → 250기관(’10)

￭ 2007년 전체 중․고교의 50%까지수준별이동수업실시및트래킹도입

￭ AP 제도 2005년 시범․적용을 거쳐 2006년도 도입

￭ 영재교육 전문교사 6,000명 양성, 2010년까지 총 11,000명 운용

￭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제도 개선

- 운영 매뉴얼 연차적으로 개발․보급(’05:고교, ’06:중, ’07:초등학교)

￭ 소외 계층을 위한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받는 학생에게 Reach Out 프로그램 운영

￭ 수월성 교육 확대를 위해 2010년까지 총 2천78억원의 재정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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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는 창의적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세계

각 국은 국가간 경쟁력 확보 뿐 아니라 개인 발전을 위해서도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식․정보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육성과 국가간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수월성 교육 종합

대책을 수립 하게 되었다.

◦이번 종합대책 수립에서는 2010년까지 초․중․고 전체 학생 (약8백만 명)

의 5%에 해당하는 40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월성 교육을 실시하여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고 있다.

□ 2010년까지전체초․중․고학생의 5%인 40만명에게수월성교육실시

◦ 2002년도에 제정된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전체 초․중․고 학생의

0.3%(25,000명)를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데, 2010년

까지 특목고,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을 통해 영재교육 대상

자를 1%(8만 명)로 늘리는 한편, 일반 학교에서도 수준별 이동수업,

집중이수과정,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AP 제도를 통해 수월성 교육

대상자를 4%(32만 명)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 또한 영재교육 영역도 수학, 과학 중심에서 예․체능, 정보, 언어․

창작 등의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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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까지 영재학교 2개 추가 설립, 영재교육원 58개 신설

◦ 현재 1개교(과학영재학교) 운영 중인 영재학교를 2010년까지 관계부

처와 협의를 거쳐 예술 영재학교와 정보 영재학교 등 2개교를 추가 설립

하여 모두 3개교를 운영하고, 영재교육원은 58개를 신설하여 192기관에

서 250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분 ’04 ’05～’06 ’07～’08 ’09～’10 전체

영재학교 1교(과학) - 1교(예술) 1교(정보) 3개교

영재교육원 운영기관 수 192 200 230 250 250

영재학급 운영기관 수 253 300 320 350 350

□ 2007년 전체 중․고교의 50%까지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및

트래킹 도입

◦ 일반학교의 수월성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07년까지 수준별

이동수업을 전체 중․고등학교의 50%로 확대하며 영어, 수학 교과의

수준별트래킹(Tracking)운영을 2006년도에 실험 적용을 거쳐 2007년도에

도입할 계획이다.

※ Tracking(계열화) : 몇 개의 과정을 만들어 놓고 학생들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과정을 따라가면서 교과목을 이수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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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 제도는 2005년 시범․적용을 거쳐 2006년도 도입 검토

◦ 고등학생이 고교나 대학에 개설된 전문심화교과를 이수할 경우 향후

이를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받는 AP(Advanced Placement)제도를

2005년도에 과학고의 시범․적용을 거쳐 2006년도에 도입할 예정이다.

□ 영재교육 전문교사 6,000명 추가 양성, 2010년까지 총11,000명 운용

◦영재교육 전문교사 양성을 위하여 2010년까지 약 6,000명의 담당

교사를 직무연수와 대학 및 대학원 영재교육 전공 학과 개설을

통해 추가로 양성하여 총 11,000명을 운용하는 한편 사이버연수

시스템을 활용해 연수기회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구분 ～’04 ’05～’06 ’07～’08 ’09～’10 계

영재담당 교원연수(명) 5,000 2,000 2,000 2,000 11,000

□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제도 개선

◦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운영매뉴얼을 연차적으로 개발․보급하여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초등학교부터 우

수한 학생들의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이 가능 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현황】

‘00 ‘01 ‘02 ‘03 ‘04 계

학생수(명)
초 4 7 6 1 7 25
중 2 0 12 0 16 30
고 231 278 363 222 885 1,979

계 237 285 381 223 90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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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외계층을 위한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아 영재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은 소외계층을

위한 ‘Reach Out’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영재 선발에서 제외되기 쉬운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청 또는

대학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영재교육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교육복지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 ‘Reach Out' : 영재교육에 소외될 수 있는 계층의 학생을 찾아내어

영재교육에참가시키는 프로그램, ’80년대부터 각국에서 프로그램 운영

【 외국의 Reach Out 운영 사례 】

￭ SRP 프로그램 : 사회경제적 혜택이 부족한 영재들이 갖고 있는 강점을

인정해주고 부족한 기초기능을 개발해 주는 프로그램

￭ HOTS프로그램 :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경험이 부족한 영재들에게 사

고력을 증진시켜주는 프로그램

￭ Project Synergy : 뉴욕 할렘에서 발굴한 영재들을 기존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잠재력을 계발하는 과도기적 서비스

□ 수월성 교육 프로그램 지속적으로 개발․보급

◦ 영재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영재 판별도구 및 교수․학습

자료를 예술, 정보, 언어․창작 등 분야별로 매년 12종씩 ’10년 까지 60

종을개발․보급하며, 개발된자료는종합 DB화하여자료활용도를 제고해

나가는 한편, 영재교육 담당교원을 위한 Teacher Guide를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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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재 판별도구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추진계획

구분 ’05 ’06 ’07～’08 ’09 ’10 계

판별도구 수학,과학12종 예술 12종 정보 12종 언어 12종 창작 12종 60종

학습자료 수학,과학12종 예술 12종 정보 12종 언어 12종 창작 12종 60종

- 이와 함께 2009년까지 일반학교의 수월성 교육 대상자 선정 진단

도구와 학교별, 지역별 수준별 이동수업 모형 및 학습 자료 60종을

개발․보급하여 수월성 교육의 내실을 도모하는 한편 수준별 이동

수업 교사 연수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 수월성 교육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

◦ 2006년까지 수월성 교육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단위 학교에서 수월성 교

육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한편, 과학고는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2006년도부터 상설연구학교로 지정․운영하기로 하였다.

◦ 또한 시․도교육청 내 수월성 교육 정책을 총괄․조정할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수월성 교육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전문 연구기관도

개설․운영할 계획이며 ’07년도부터 영재교육기관 평가인정제를

도입하여 영재교육기관 수준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책무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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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월성 교육 확대를 위해 2010년까지 총 2천78억원의 재정 투입

◦ 수월성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0년까지 총2천78억원을

투입하여 교원연수, 프로그램 개발, 연구기관 지원, 영재교육기관평가,

AP운영, 영재교육기관 교류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 이와 같은 종합대책이 성공적으로 추

진되면 평준화 제도 하에서도 국가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 인재를

발굴․양성할 수 있는 교육의 보편성과 수월성의 조화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가경쟁력 확보 측면에서도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발굴․양성 할 수 있어 학교교육의 질을

한 차원 고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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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소요(안)

(단위:억원)

과제 재정구분 ’05 ’06 ’07 ’08 ’09 ’10 계

1.우수인적자원발굴․양성기능강화

영재교육기관운영
국고 50 50 100

지방비 130 165 210 255 300 300 1,060

조기진급제도개선 국고 0.5 0.5 0.5 - - - 1.5

특목고 기능 강화 국고 32 32 32 32 32 32 192

소계

국고 32.5 32.5 82.5 32 82 32 171.5
지방비 130 165 210 255 300 300 1,060

계 162.5 197.5 292.5 287 382 332 1,231.5

2. 프로그램 개발 보급

영재자료개발 국고 2.4 2.4 2.4 2.4 2.4 - 12

수준별자료개발 국고 6 6 6 6 6 - 30

소계 계 8.4 8.4 8.4 8.4 8.4 - 42

3. 수월성교육 담당교원연수

영재연수 지방비 14 14 14 14 14 14 84

영재기관교류 국고 1 1 1 1 1 1 6

수준별교원연수 국고 8 8 8 8 8 8 48

소계

국고 9 9 9 9 9 9 54
지방비 14 14 14 14 14 14 84

계 23 23 23 23 23 23 138

4. 법 제도적 여건정비

AP제도 국고 10 16 16 16 16 16 90

연구기관지정운영 국고 3 6 6 6 6 6 33

영재기관평가 국고 - - 16 16 16 16 64

소계 계 13 22 38 38 38 38 187

계

국고 62.9 71.9 137.9 87.4 137.4 137.4 634.9

지방비 144 179 224 269 314 314 1,444

계 206.9 250.9 361.9 356.4 451.4 451.4 2,07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