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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 2002. 11. 29 수립된 제1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이 마무리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영재교육 중장기 비전 재정립 필요

◦ 그 동안 추진된 영재교육 정책성과 평가를 통해 우리 현실에

적합한 영재교육 기틀 마련

□ 선진 각국은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노력

◦ 미국 : 2001년 연방정부의「영재교육법(Gifted and Talented Students

Act)」(1988년 제정)의 재승인으로 각 주별로 1～15% 영재교육 실시

◦ 영국 : 2005년 영재교육에 대한 정부비전을 제시하고 5～10% 대상 실시

※ 2001년 「영재교육법」 제정, 2002년 국립영재교육원(NAGTY) 설립

◦ 호주 : 1991년 ‘영재교육전략’ 제정, 전담부서 설치 및 10% 영재

교육 실시

□ 각 분야별 잠재능력이 큰 학생을 조기 발굴하여 체계적 교육프로

그램 제공하는 등의 수월성 교육에 대한 요구 증대

◦ 영재(영재교육진흥법 제2조) :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해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

▣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수립 근거

․교육기본법 제19조 : 영재교육 시책 수립에 대한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의무

․영재교육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영재교육진흥

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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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경과

◦ 2002. 11. 29 제1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수립ㆍ발표

◦ 2003. 3. 1 부산과학고등학교를 영재학교로 지정ㆍ전환

※ 부산과학고등학교가 한국과학영재학교로 교명 변경(2005)

◦ 2004. 11. 22 수월성교육 종합대책 수립ㆍ발표

◦ 2005. 12. 7 영재교육진흥법 일부 개정

※ 영재교육대상자 선발권자를 교육감에서 영재교육기관장으로 변경 등

◦ 2006. 12. 21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

◦ 2007. 4.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수립 정책연구 추진

◦ 2007. 6～11.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부처

실무작업팀 구성․운영(6.14/10.8/10.29/11.5 4차례 협의회 개최)

◦ 2007. 8～11. 연구진 협의회(8.22/9.14/10.8), 과학영재학교 및

과학고 교장단 협의회(10.10), 전문가 협의회(10.24), 시ㆍ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11.1), 교육인적자원부내 협의회(10.7/10.10/11.22)를

통한 의견 수렴

◦ 2007. 11. 27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심의

◦ 2007. 11. 30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운영위원회 보고

◦ 2007. 12. 13 국가인적자원위원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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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차 계획의 성과와 반성

1 성과

□ 영재교육의 양적 ․ 질적 성장 기반 마련

◦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등 다양한 유형의 영재교육기관 설치 ․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영재교육 기회 제공

- 지역교육청 별 최소 1개 이상 영재교육기관 운영 기반 마련

※ 영재교육수혜자 변화 추이 : 19,974명(’03) → 46,006명(’07)

※ 영재교육기관 변화 추이 : 400기관(’03) → 663기관(’07)

영재교육 수혜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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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교육에 비해 학생ㆍ학부모의 영재교육 만족도 높음

※ 영재교육 만족도 : 학생(73.2%), 학부모(72.6%) 모두 일반교육(약 60%) 보

다 높음(「영재교육강화사업 성과평가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5)

□ 영재교원 연수 , 국제심포지엄, 워크숍 개최 등 영재교육

담당교원 전문성 강화 노력 경주

◦ 단계별ㆍ특성별 영재교육 담당교원 연수 과정 개설ㆍ운영

- 기초 연수(60시간, 시ㆍ도교육청), 심화 연수(120시간, KEDI), 국외연수
(KEDI 및 시ㆍ도교육청)

※ 영재교육 담당교원 연수 이수현황 : 2,368명(’03) → 13,128명(’07, 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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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영재교육연수 현황

1865 2063
1797 1830

2064

462531424

299221 254337298

401
282

27802698
2368

2763
2519

0

1000

2000

3000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명)

기초연수

심화연수

국외연수

전   체

◦ 해외 유수 영재교육기관 간 국제심포지엄, 전국 규모 워크숍

및 시ㆍ도교육청 자체 워크숍 등을 통한 영재교육 이해 확산

※ ’05년부터 매년 국제심포지엄 개최(이스라엘, 싱가포르, 미국 등 참여)

□ 영재교육 정착을 위한 영재교육대상자 선발도구 및 교수ㆍ
학습자료 개발 노력

◦ 수학, 과학, 예술, 정보 등 분야별 영재교육 교수ㆍ학습 자료의

지속적 개발ㆍ보급

※ ’07년까지 수학ㆍ과학 등 287종의 교수ㆍ학습 자료 개발

◦ 학생들의 영재성 측정을 위한 창의적 문제해결력 도구 개발ㆍ보급

※ ’07년까지 수학ㆍ과학 등 188종의 선발도구 개발

□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틀 마련

◦ 저소득층 자녀 등 소외계층의 영재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영재교육진흥법에 소외계층을 위한 영재교육 의무 규정 신설(’05)

◦ 영재교육 시행과정에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영재교육진흥법(’05) 및 동법 시행령(’06) 일부 개정

- 영재교육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영재교육대상자 선발권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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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교육감에서 영재교육기관의 장으로 변경

- 사회․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영재를 선발하

기 위하여 별도의 선발 절차 등에 관한 조항 신설

- 영재교육 특례자 제도 및 영재교육연구원을 영재교육 담당 교원

연수기관으로 지정 가능 조항 신설

- 영재교육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규정 신설

◦ 영재교육대상자 확대 등 영재교육 강화를 위한 수월성교육

종합대책(’04) 수립ㆍ시행

□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영재교육 행ㆍ재정 지원체제 구축

◦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구성(’02) 및 KEDI 영재교육센터를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02)

◦ 과기부, 문화부 등 관련 부처의 영재교육 참여 강화

- 과기부는 KAIST를 과학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 25개의 대학

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 문화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부설 예술영재교육연구원 운영

◦ 국가 및 지자체의 영재교육 관련 예산 지원 증대

※ 영재교육 예산 변화 추이 : 238억원(’03) → 515억원(’07)

연도별 예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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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성

2003년 공교육 차원에서 영재교육이 본격 시행된 이래 영재교육대상자,

영재교육기관, 예산 등 양적 성장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시

행초기의 법ㆍ제도적 기반 미비에 따른 문제점도 함께 대두

□ 영재교육의 질 관리 미흡

◦ 영재교육기관 운영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국가적 기준이 마련

되지 않아 영재교육의 질적 수준의 제도적 관리 어려움

- 영재교육기관평가 실시비율(’07) : 영재학급(41.7%), 영재교육원(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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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재교원 연수 이수자 배치․관리 전략 미비에 따른 영재교육

담당교원 전문성 축적 및 영재교육 질 제고 미흡

< 영재교육 담당교원 연수자 배치 현황 >

구분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교사수
이수자수

(비율)교사수 이수자수(비율) 교사수 이수자수(비율)

인원 2,194 1,447 (66.0) 4,890 3,437 (70.3) 7,084 4,884 (68.9)

(교육인적자원부/16개 시ㆍ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2007)

□ 지속적인 영재교육 기회 제공 부족

◦ 고등학교급 영재교육기관 부족 및 고등교육과의 연계 미흡으로

영재교육 기회가 단절되는 사례 발생

※ 영재교육 수혜 비율(’07) : 초(1.11%), 중(1.03%), 고(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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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여건 변화에 따른 영재교육 정책 비전 및 전략 제시 미흡

◦ 지자체의 영재학교 운영 수요 증대되고 있으나 타 정책과 맞물려

정책 결정 지연

◦ 체계적인 정책ㆍ지원체제가 미흡하여 시ㆍ도교육청별 특성화ㆍ
자율화된 영재교육 추진 애로

□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제한적 운영으로 영재교육 효과 감소

◦ 영재교육 분야 편중 및 대상자 선발 시기가 늦어 영재교육 기회 부족

< 분야별 영재교육 현황 (2007년도) >

구분 수학 과학 수․과학 발명 정보 언어 예술 체육 인문사회 기타

학급수 621 753 736 60 203 5 76 6 20 103

학생수 11,334 12,544 14,114 1,169 3,173 1,028 1,184 114 366 980

비율(%) 24.6 27.3 30.7 2.54 6.90 2.23 2.57 0.25 0.80 2.13

◦ 다양한 영역의 영재교육 교수ㆍ학습자료 및 합리적인 선발도구

개발 부족

□ 관련 부처 간 협력 체제 구축 미흡

◦ 부처 간 영재교육 정책을 조율할 정기적인 실무협의회 등 기구

구성 미흡으로 분야별 영재교육 추진 시 부처간 연계 미비

□ 영재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

◦ 영재교육을 지적 능력 우수자를 위한 교육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영재교육을 받기 위한 선행학습으로 영재교육 취지 왜곡

◦ 관리자 및 일반 교사들의 영재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잠재

능력을 지닌 학생의 발굴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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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책 여건

1 국내 여건

□ 지식ㆍ정보화 사회로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세계 각국은 우수인재

양성에 정책역량을 결집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영재교육진흥법

제정 등 법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 영재교육 수혜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고 대부분 학교

교육과정 외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영재교육 수혜 비율 >

구분 한국 미국 영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중국 러시아

비율 0.59% 1～15% 5% 5% 1% 0.01% 1%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2007)

◦ 저소득층, 도서ㆍ벽지 등 소외계층 영재교육 참여의 실질적 기회

보장 제한적

※ 소외계층 영재교육 실시 현황(’07) : 15개 교육청, 103개 기관, 2,615명

□ 그동안 영재교육 정착을 위해「영재교육진흥 종합계획」(’02),「수

월성 교육 종합대책」(’04), 「예술영재 양성 종합계획」(’06), 「과학

영재 발굴․육성 종합계획」(’07) 수립 등 체계적인 영재교육 정책 추진

◦ 그러나 관련 부처 간 연계 미흡, 영재교육 지원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영재교육 정책의 파급효과 미약

□ 영재교육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상급학교 진학 수단으로 인식됨에

따라 부정적 여론 확산

◦ 영재교육대상자 확대, 영재교육기관 설치 및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 형성

□ 서울, 대전, 경기 등 일부 지자체에서 과학고의 영재학교 전환 및 과학

영재학교 신설 요구에 따라 영재학교 운영에 대한 정책적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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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사례

□ 미국

◦ 1988년 연방정부의 영재교육법 제정 이후 2001년 재승인

◦ 1990년 국립영재연구센터(NRC-GT) 설립 예산 지원(2007년 9백만불)

◦ 1993년 국가 수월성 보고서 : 영재학생의 교육적 필요 충족 미흡 반성

◦ 35개 주에서 다양한 형태의 영재교육 실시(1~15%)

- K-12 공립학교 내에서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영재교육 제공

- 14개 주에서 주립 수학과학고 운영

- 주지사 학교(Governor's Schools) : 4～6주 기숙 프로그램 운영

◦ 다단계 전형 선발

- 추천 ⇒ 심리검사(다중준거 : 창의성, 지능, 동기 등) ⇒ 면접

◦ 조기 교육, 소수 공연예술 영재, 전인교육 지향 등 다양한 유형

의 예술영재 교육기관 운영

※ 유아를 대상으로 음악 영재교육 실시

□ 싱가포르

◦ 1984년부터 교육부에 전담과를 설치하고 상위 1% 학생 대상 영재

교육 프로그램(GEP: Gifted Education Programme) 제공 시작

- 3학년 말에 선발하여 일반학교 내의 상설 영재학급 형태로 제공

◦ 교원은 교육부(영재교육과)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엄격한 절차로

선발, 선발된 교원은 3년 동안 연수과정 의무 이수

◦ 전문 예술가보다는 정규 교사 중심의 예술영재학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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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 교육부의 전담부서에서 영재교육 정책 관장

◦ 상위 5%에게 다양한 형태의 영재교육 제공 : 특별학급, 풀아웃

프로그램, 특수학교, 방과 후 심화교실, 가상학교 등

- 상위 1%는 gifted students, 5%는 outstanding students로 명명

- 연령별 약 10명의 매우 우수한 영재에게 사사교육 제공

- 영재학교 : Israel Arts and Science Academy

※ 예술-과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영재교육대상자 선발기준이 지능 중심에서 창의성과 동기를 함께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선

◦ 영재교육 담당 교원은 2년 동안 224시간 교육 후 임용

□ 영국

◦ 2000년 ‘교육기준예산법령’ 제정

- 약 5～10% 학생에게 영재교육 실시 : 사회통합 성격 강함

◦ 2002년 국립영재교육원을 설립하여 기초연구, 영재교육 프로그램,

교사연수 등을 제공함

◦ 2005년 Higher Standards, Better Schools for All 보고서

- 일반학교의 영재에게 도전 기회와 보다 나은 학교 환경을 제공하

여 영재학생의 능력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비전 제시

- 모든 초․중등학교에 영재교육 전문 지도교사 배치

- 소외 계층 영재교육에 최고 백만 파운드(약 20억원) 예산 지원

◦ 미술 분야의 경우 응용 미술 중심으로 타 분야와의 통합을 시도

하기 위한 선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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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 주 정부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영재교육 실시

◦ 1991년 뉴사우스웨일즈에서 ‘영재교육 추진전략’을 수립 추진(10%)

◦ 다양한 형태의 영재교육 제공

- 특별고(selective high schools) : 공립 명문고 성격의 영재학교이나

수준이 높지 않은 편이고 현재 31개 운영 중, 최근 영재학생이 일

반학교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주정부의 제안에 따라 축소 움직임

- 기회학급(opportunity classes) : 72개 초등학교에 상설 영재학급

형태로 115개 운영

- 2004년 이후 일반고내 영재학생에게로 정부 지원 확대

◦ 영재교육대상자는 수행보다는 능력에 역점을 두어 선발

- 호주교육연구소(ACER)에서 출제, 선발고사 비용은 학생 부담

◦ 체육 분야의 경우 상위 2%를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

해외 동향의 시사점

국가 차원의 영재교육정책 수립 강화 및 지원 확대

각국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영재교육기관 운영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선발 및 관리 철저

분야별 영재성 발현 시기가 상이함에 따라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시기를 유연하게 적용



- 12 -

Ⅳ. 영재교육의 비전과 목표

1 영재교육의 비전

잠재력 발현 고도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도입기
▶

발전기
▶

정착기

2 영재교육의 목표

2012년까지 전체 초ᆞ중ᆞ고생의 1%(7만여명)에게  

영재교육기관별로 특성화된 영재교육 제공

  영재교육 수혜자 목표치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초․중․고 학생 수(추산)* 7,769,000 7,738,000 7,569,000 7,343,000 7,115,000

영재교육 수혜자 비율 목표치 0.8% 0.9% 1% 1% 1%

영재교육

수혜자 목표 인원

전체 62,150명 69,640명 75,690명 73,430명 71,150명

초 33,850명 35,110명 37,890명 36,530명 34,250명

중 27,700명 28,730명 31,000명 29,900명 28,800명

고 3,600명 5,800명 6,800명 7,000명 8,100명

* 교육통계(’07, 학년별 학생수), 통계청(’07, 연령별 추계인구) 자료를 인용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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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추진 전략 및 추진 체제

1 추진 전략

추진 전략 주요 과제

1. 영재교육

기관 특성화

과제 1  영재학교 특성화

과제 2  영재학급 특성화

과제 3  영재교육원 특성화

2. 영재교육

기관 운영 

개선

과제 1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선

과제 2  영재교육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3. 영재교육의  

연속성 확보

과제 1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제도 개선

과제 2  사회적 통합성 강화

과제 3  고등교육 단계의 영재교육 기능 강화

4. 영재교육 

담당교원 

전문성 신장

과제 1  우수 교원 확보

과제 2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양성․연수․배치 체계화

과제 3  영재교육 담당 교원 연수 강화

5. 영재교육 지원 

체제  정비

과제 1  관계 법령․제도 정비

과제 2  영재교육 유관 기관 협력체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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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체제

□ 추진 체제

< 교육인적자원부 >
기본 정책 수립 및 총괄ㆍ조정

< 시·도교육청, 대학  >

영재교육기관 운영 

교원ㆍ교육전문직

ㆍ학부모 연수

< 영재교육연구원 >
영재교육 기초연구, 선발 도구

 및 학습 자료 개발, 교원 등 연수

< 관련 부처 >

각 분야 영재 발굴 ㆍ육성

세부계획수립 및 지원

□ 추진 방법

◦ 국가수준에서 제도적으로 영재교육 질 관리

- 정기적인 영재교육기관 프로그램 평가 실시로 영재교육 질 보장

- 영재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장 기준 제시․활용으로

국가 차원에서 영재교육기관 질 관리

- 우수 영재교육 담당교원 확보를 위한 규정 마련

◦ 영재교육기관 특성화에 따른 최적의 영재교육 프로그램 제공

-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운영 프로그램의 특화를 통해 지

역별, 학교급별, 기관별 특성에 맞는 영재교육 프로그램 제공

- 소득(저소득층), 지역(도서ㆍ벽지), 성별 등에 의한 상대적 소

외계층에게 영재교육 프로그램 제공 기회를 점진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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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재교육 연계성을 고려한 영재교육기관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 중앙정부, 지자체, 대학 등 영재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

- 영재교육 안착을 위한 중앙부처, 지자체, 대학 및 정부출연기관

등의 인적․물적 자원을 영재교육에 투입하고 기관별 영재교육

역할분담 추진체제 정립

- 영재교육 관련자료 공동개발 및 DB구축으로 자료 활용 및 영재

학생 지도능력을 극대화하고 우수프로그램 지원

- 영재교육 정책 수립ㆍ시행 시 영재관련 학회, 중앙위원회 등 영재

교육전문가 참여 활성화

◦ 종합계획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후속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 시․도교육청 및 관련 부처별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점검ㆍ평가를 통해 영재교육 문제점 개선ㆍ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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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주요 추진 과제

전략1 영재교육기관 특성화

▣ 영재교육 기회제공 위한 영재학교 지정, 영재학급ㆍ영재교육원

설치가 확대되었으나

- 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기관 운영 방식이 획일화되어 학생의

발달 단계와 지원 주체를 고려한 영재교육 내용의 재정비 필요

※ 학교급별 영재교육기관 설치현황(’07)

- 영재학급 : 초등(425학급, 60.0%), 중(215학급, 30.4%), 고(68학급, 9.6%)

- 영재교육원 : 초등(216학급, 48.8%), 중(216학급, 48.8%), 고(11학급, 2.5%)

(단위 : 기관, 명, %)

기관 기관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합계*

영재학교 1 - - 427 427

영재학급 408 7,980 4,013 1,242 13,255

교육청 영재교육원 216 11,873 12,783 663 25,299

대학․과학영재교육원 38 2,468 4,504 53 7,025

합계 663 22,321 21,300 2,385 46,006

전체 학생에 대한 비율 - 1.11 1.03 0.13 0.80

상대적 비율 - 100.0 95.4 10.7 -

* 특목고(과학․예술․체육 계열) 재학생 미포함

 - 과학․예술․체육 계열 특목고 재학생 22,679명 포함 시 고교생 25,064명(초등 대비 112.3%), 

전체 고교생의 1.35%(총 68,685명, 0.89%)

(출처: 교육인적자원부/16개 시ㆍ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2007)

영재교육기관 운영 기본방향

영재학교 :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특정 분야 잠재력을 지닌 소수

정예 학생의 전문 분야별 집중 교육 실시

영재교육원 : 중학생을 중심으로 지원 기관을 고려한 통합교육

및 분야별 특화된 영재교육 프로그램 제공

영재학급 :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역 여건을 고려한 통합교육

위주의 영재교육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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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별 영재교육기관 운영 계획(’12) >
(단위: 기관, 명, %)

기관 기관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합계*

영재학교 6 - - 3,200 3,200

영재학급 800 16,250 8,800 4,400 29,450

교육청 영재교육원 250 14,000 15,000 400 29,400

대학 등 영재교육원 45 4,000 5,000 100 9,100

합계 1,101 34,250 28,800 8,100 71,150

전체 학생에 대한 비율 - 1.82 1.53 0.40 1.00

상대적 비율 - 100.0 84.1 23.6 -

* 특목고(과학․예술․체육 계열) 미포함

 - 과학․예술․체육 계열 특목고 재학생 22,000명 포함 시 고교생 30,100명(초등 대비 87.9%), 전체 

고교생의 1.48%(총 93,150명, 1.31%)

< 학년당 영재교육 수혜자 비교 >
(단위: 명, %)

구분
초 중 고*

비고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07 7,440 1.00 7,100 1.00 795 1.00 초4년 이상

’12 8,562 1.15 9,600 1.35 2,700 3.40 초3년 이상

* 특목고(과학․예술․체육 계열) 미포함

 - 과학․예술․체육 계열 특목고 재학생 7,333명 포함 시 : ’07년 8,128명(1.00)→’12년 10,033명(1.23)

1. 영재학교 특성화

   
  
 분야별 영재학교 확대

◦ 특수 분야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영재학교는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하여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정

※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은 시ㆍ도교육청이 지정

◦ 영재학교 신설 ․전환을 위한 세부 기준 마련(’08)

-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영재학교 신설․전환에 필요한 교원, 시설,

교육과정, 예산 확보, 졸업생의 진로 등 분야별 세부적인 기준 마련

※ 영재학교 지정 기준 관련 정책연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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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재학교 난립 및 교육의 질 저하 방지를 위해 지정 ․ 신청한 학교가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로 지정ㆍ운영

◦ 분야별로 관련 부처가 집중 지원

- 예술영재학교를 지정하여 저소득층 예술영재 양성
분야 과학 예술 체육 기타

지원 부처 과기부 문화부 문화부 특허청 등

향후 계획
․기존 학교 전

환 또는 신설

․기존 학교 전

환또는신설

․기존 학교 전

환또는신설

․대상영역, 실

행 가능성 등

연구․검토

◦ ’12년까지 권역별로 4～5개 영재학교를 확대․운영

- 과학영재학교는 기존 과학영재학교(부산) 외 2~3개교를 확대하고

예술․체육 영재학교는 2개교 확대

- 구체적인 확대범위는 관련부처간 협의를 통해 결정

◦ 영재학교 추가지정은 운영체제, 예산확보, 졸업생 진학경로 등에

대한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결정

- 졸업생 진학경로는 대학과 해당 영재학교 간의 MOU 체결을 통

해 보장하고

- 기타 재원 및 설립주체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영재학교 관련 부처

공동의 별도 T/F를 구성하여 논의

  영재교육 기능 강화

◦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으로 창의성 및 리더십 계발 고도화

- 사사교육, R&E(Research and Education)지원, 학점제 운영 등을

통한 전문분야 심화교육 강화

※ 과학고의 영재교육 기능 강화와 연계

- 우수 프로그램 및 교수ㆍ학습방법 개선 사례 등을 공개하여

일반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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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적인 학교 운영 평가 실시로 영재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도적으로 관리(’09)

- 국가차원에서 (가칭)영재학교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교육과정

및 교수ㆍ학습방법, 교원, 시설활용 및 예산 활용 등 평가

- 평가 후 개선ㆍ보완 사항 컨설팅, 개선노력 미흡 시 영재학교

지정 해제 등 행정적 조치 강화

※ 영재학교평가위원회 : 영재교육 및 평가 전문가, 행정가 등으로 구성, 평가․

컨설팅 전담기구와 연계

  관련 부처의 영재학교 운영 지원 참여 및 역할 확대

◦ 학교 시설 및 운영 예산 지원

- 학교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또는 대학, 연구소 등의

관련 시설 사용 지원(과학연구단지, 예술 관련 시설 등)

- 교육인적자원부와 해당 학교가 지원 부처의 요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편성 가능하되,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

◦ 우수 교원 확보 지원

- 해당 분야 교수 및 강사 요원 인력의 한시적 파견

2. 영재학급 특성화

  지역에 따라 영재학급 운영 유형 특성화

◦ 영재교육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역별 , 학교규모별 다양한

영재학급 운영 모델 적용(’08)

- 대도시 또는 대규모 학교는 단위학교 중심 영재학급 운영 권장

- 중ㆍ소도시 및 소규모 학교는 중심학교 중심으로 지역공동

영재학급 운영 권장

- 농ㆍ산ㆍ어촌, 도서ㆍ벽지학교는 지역 교육청이 사이버 영재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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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운영 권장

※ 사이버 영재학급 수혜자 : 17,907명(’07) → 30,000명(’12)

- 전국 182개 지역거점학교에 설치된 발명교실의 교육인프라를 활용,

발명 영재학급 확대 운영

  학교급에 따라 영재학급 운영 유형 특성화

◦ 영재성 조기 발굴 및 영재교육기회 확대 등 영재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해 초등학교 단계의 영재학급 운영 활성화

◦ 중학교 단계에서는 분야별 심화 교육, 고교 단계에서는 분야별

전문 교육 중심의 영재교육 프로그램 제공

◦ 고교에 학교단위 영재학급 운영 확대로 영재교육기회 연속성 확보

※ 방과 후 및 방학을 활용하여 3% 이내의 학생에게 수학․과학․예술 프로그램 제공

◦ 수ㆍ과학, 예술, 인문, 리더십 등 통합적인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영재교육 기회의 지속적 보장

  정규 교육과정 내 운영 확대

◦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특별․재량활동 등 정규 교육과정 내에 시범 운영

- 단위학교 영재학급에서 정규 교육과정 내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연구학교 운영(’08～’09, 3개교)

- 정책연구학교 운영에 분야별 관련 부처 참여 권장

- 연구학교 운영 성과 분석 후, 정규 교육과정 내 영재학급 운영 점진적

확대 검토

※ 근거 :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32조제5항

제32조 (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⑤ 영재학급에서 영재교육을 수업시간 중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과활동외

의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등의 형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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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재학급 운영 환경 조성

◦ 영재학급 운영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영재학급 설치 시 교원확보,

예산, 프로그램 평가 후 승인 등 설치기준 강화

◦ 영재학급 운영 학교에 영재전담교사 또는 영재부장교사 배치를

권장하여 영재교육 담당교원 업무 경감 및 교육 효과 제고

3. 영재교육원 특성화

  영재교육원별 특화 운영

◦ 지역교육청별 최소 1개 이상 영재교육원 운영으로 학생들의 영재

교육 기회 확대(’09)

- 영재교육 부실 방지를 위해 영재교육원 설치 시 교원확보, 예산,

프로그램 평가 후 승인 등 설치 기준 강화

※ 영재교육원 운영 지역교육청 : 166개(92%, ’07) → 180개(100%, ’12)

◦ 영재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고도화를 위해 교육청별 영재교육

프로그램 특화 운영

- 중앙 부처ㆍ지자체ㆍ지역대학 등과 영재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설,

캠프 공동 운영, 강사 교류 등 연계 강화

- 분야별 관련 부처와 연계하여 과학, 예술, 발명, 정보 등 특화된

영재교육원 운영 권장

  영재교육원 운영 방식 개선

◦ 시․도교육청별 집중적인 영재교육이 가능하도록 1～2개 영재

교육원 대상으로 정규 수업시간(주 1～2회) 시범 운영(’09)

- 독립 공간 및 영재교육 전담교원 확보된 영재교육기관 우선 도입

하고 행ㆍ재정적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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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재전담교사 확보, 별도 공간 확보 등 지원

- 정기적으로 영재교육원 수업에 출석하여 집중적으로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영재성 계발 고도화

- 운영 성과 분석 후 전체 영재교육원으로 점진적 확대

※ 근거 :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32조제6항

제32조 (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⑥ 학교의 수업시간에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의 보

호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학교

의 장은 영재교육기관에 출석한 것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에 출

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부처별 영재교육원 운영 특성화

◦ 교육청 영재교육원은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영역간 통합교육

및 분야별 교육 병행

◦ 중앙 부처가 지원하는 영재교육원은 중등 과정 중심으로 해당 분야

집중 교육

< 부처별 영재교육원 운영 계획 >

부처 영재교육원 교육 분야 학년

교육부 교육청 영재교육원 통합교육, 수․과학 등
초3-6년, 중1-3년,

고1-3년

과기부 과학영재교육원 수․과학 등 초4-6년*, 중1-3년

문화부 예술영재교육원 음악, 미술, 무용 등
초1-6년, 중1-3년,

고1-3년

특허청 발명영재교육원 발명
초3-6년, 중1-3년,

고1-3년

정통부 IT영재교육원 정보과학 고1-3년

* 예외적인 초3년 이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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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2 영재교육기관 운영 개선

▣ 영재성 계발을 위한 교수ㆍ학습자료 개발, 영재캠프 운영 등 교과

영역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 특정 영역에 편중되어 있어 다양한 영역으로의 확대 및 정서적

교육 필요성 증대(수학ㆍ과학 영역 약 83%)

▣ 영재교육기관의 확대에 비해 운영 프로그램 평가와 컨설팅

부족으로 영재교육의 실태 파악 및 질적 수준 유지 어려움

- 영재교육기관 평가를 통한 영재교육 내실화 유도 등 영재교육

기관 관리ㆍ유지에 대한 정책적 보완 필요

※ 평가실시현황(’07) :영재교육원(34.1%), 영재학급(41.7%)

1.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선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양화 및 인성교육 강화

◦ 분야별 영재교육 프로그램 다양화(’08)

- 중앙 부처 지원 영재교육기관 간 교류 강화 : 강사 및 프로그램

교류, 공동 캠프 운영 등

◦ 분야별 전문 교육과 함께 인성 교육 및 리더십 교육 강화로

차세대 지도자로 육성

◦ 방과 후 학교와 연계하고 초등학교부터 참여 기회 확대

◦ 영재교육대상자들의 인성 및 리더십 계발 기회의 양적ㆍ질적

확대를 위한 다양한 영재캠프 운영

- 영재교육기관과 지자체, 대학, 연구소, 학회, 기업 등과 연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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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 캠프 운영 사례

삼성, ICU 등에서 과학고 대상으로 방학 중 영재캠프 운영

KEDI 영재교육연구원에서 영재리더십캠프 운영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에서 예술영재캠프 운영

과학영재교육원에서 과학영재캠프,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 APEC

캠프, KAIST에서 See KAIST 캠프 운영

  교수ㆍ학습 자료의 체계적 개발ㆍ보급

◦ 영재성 계발에 주안을 두고 영재교육기관별, 영역별 자료 개발

- 부처별 관련 분야 자료 개발 및 영재교육데이터베이스에 탑재하여

개발 자료 공유(’09)

※ 개발 계획 : 1개 부처 287종(～’07) → 4개 부처 2,719종(’08～’12)

영역 개발주체 2008 2009 2010 2011 2012 비고

수학과학 과기부* 500종 500종 500종 500종 500종 2,500종

예술 문화부 6종 6종 6종 6종 6종 30종

발명 특허청 3종 6종 6종 6종 6종 27종

인문사회 교육부, 교육청** 6종 6종 6종 6종 6종

102종
창의성 교육부, 교육청** 12종 12종 - - -

리더십 교육부, 교육청** - 12종 12종 - -

문예창작 교육부, 교육청** - - - 12종 12종

통합 교육부 6종 6종 6종 6종 6종
60종

소외계층 교육부 6종 6종 6종 6종 6종

계 4개 부처 539종 554종 542종 542종 542종 2,719종

* 영재교육기관 단위 자체 개발 계획(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한국과학영재학교) 개발 자료 

포함
** 16개 시․도교육청 공동 개발 자료만 포함(영재교육기관 단위 자체 개발 계획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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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재교육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영재교육기관 평가 체제 구축

◦ 국가 차원의 영재교육기관 평가․컨설팅 전담기구 설치․운영

- 교육인적자원부와 영재교육 관련 부처가 함께 공동으로 전담

기구를 구성하여 평가․컨설팅 실시

- 전담기구 기능 : 중앙 부처 지원 영재교육기관 및 시․도교육청의

대표적인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교육원) 평가․컨설팅 실시

◦ 정기적인(3~5년) 영재교육기관 평가․컨설팅을 통해 영재교육 프로

그램의 수준을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관리

◦ 컨설팅 기능 강화

- 영재교육기관 평가 결과에 나타난 문제점 보완ㆍ개선을 위한

컨설팅 기능 제공하여 영재교육 프로그램 정착 지원

- 중앙 컨설팅단 : 영재교육전문가, 평가전문가, 행정가 등을

중심으로 구성ㆍ운영

영재교육 중앙 컨설팅단 기능

영재학교, 대학 및 교육청 부설 영재교육원 평가․컨설팅

평가 편람 개발․활용․보급

인력풀 및 자문 제공 등으로 시․도교육청 컨설팅단 지원

- 시ㆍ도교육청 컨설팅단 : 영재학급, 지역교육청 등 부설 영재

교육원 평가․컨설팅을 위하여 시ㆍ도교육청별 행정가, 전문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영재교육기관 평가지원단 설치ㆍ운영

※ 한국교육개발원 평가․컨설팅 실시 현황(’06～’07) : 시ㆍ도교육청 34기관

◦ 영재교육기관 평가 전문가 양성 : 교육인적자원연수원과 시ㆍ도

교육청연수원에 연수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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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재교육기관 평가․컨설팅 실시

◦ 정기적인(3～5년) 영재교육기관 평가 ․컨설팅을 통해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수준을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관리(’10)

◦ 우수기관 사례를 공개하고, 평가 결과 부실 영재교육기관에 대해

컨설팅 지원

- 우수기관 : 교수ㆍ학습자료 개발비, 프로그램 등 행ㆍ재정적 지원

- 부실기관 : 운영 부실기관은 컨설팅 기능을 제공

※ 영재교육기관 승인 기관이 부실기관에 대한 행정조치(통합 권고 또는

승인 취소 등)를 취하는 근거로 활용

  영재교육기관 평가 자료 개발ㆍ보급

◦ 영재교육기관 평가 편람 및 평가 기준안 개발ㆍ보급(’09)

- 영재교육기관별, 지역별, 학교급별 운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

편람 및 평가 기준안 개발

◦ 기 개발된 영재교육기관 평가 편람 보완 및 활용

- 세부 평가항목 추가, 삭제 등 수정 보완 후 활용



- 27 -

전략3 영재교육의 연속성 확보

▣ 특정 분야의 잠재성을 지닌 학생을 발굴하기 위한 다단계 전형을

통한 선발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 조기 발굴의 제한으로 교과 성적과 선행학습의 영향이 큼

※ 대부분 초등학교 4학년 단계에서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 매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로 인한 영재교육의 지속성의 한계 및

영재교육기관 간 연계성 부족

▣ ’03년 시행 이후 이루어진 영재교육의 양적 성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도서ㆍ벽지 등 소외계층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미흡

※ 소외계층 영재교육 현황(’07) : 기관에서 2,615명에게 프로그램 제공

▣ 고교급 영재교육기관 부족 및 대학 단계의 지원체계 부재로 연속성 미비

1.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제도 개선

  조기 선발 도입

◦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시기를 점진적으로 낮춰 영재교육의 효과

극대화(’09)

- 영재성 발현 시기를 감안하여 분야별 선발 시기 조정

※ 예술 분야 : 초등1학년 선발 가능

- 시ㆍ도교육청 및 영재교육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발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

※ 초등3학년 선발 가능

  학교급별 1회 선발로 지속적인 영재교육 기회 제공

◦ 추후 영재성이 드러난 학생에게도 영재교육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시ㆍ도교육청 및 영재교육기관의 여건에 따라 학급 당

선발 인원 등 조절(’09)

※ 초등3(4)학년 선발 → 중1학년 선발 → 고1학년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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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재성 측정 중심으로 선발

◦ 교사 추천 강화 및 영재성 측정 강화로 잠재능력을 지닌 학생 선발

- 학교 교육과의 연계 강화로 사교육, 선행학습 효과 최소화 및

소외계층의 영재성 발굴 강화

구분 현행 변경

1단계 교사추천 교사추천 강화*

2단계 논리적 사고력 검사
영재성 검사

(창의성․지능․동기 강화)

3단계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수학, 과학, 정보과학)

해당 분야 적성 검사
(수학, 과학, 정보과학, 예술 등)

4단계 면접 면접(심층 면접, 캠프 등)

* 교사 추천 양식(학생 행동 관찰 기록, 학부모 지원서, 학생 자기 보고서, 각종 심리검사 결과 등 

포함)을 근거로 종합․판단

- 초기에는 국가에서 영재성 측정 도구 개발ㆍ보급하되 장기적으로

영재교육기관별로 적용ㆍ활용(’08)

※ 초등단계에 적용한 후 점차 중등단계로 확대

- 교사 추천 반영 및 전문성 정도를 영재교육기관 평가에 반영

2. 사회적 통합성 강화

【 소외계층 정의 】

사회ㆍ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학생, 다문화가정의 학생, 지리적으로 영재

교육 접근성이 제한된 도서ㆍ벽지의 학생, 장애가 있는 학생, 북한 이탈

주민, 특정 영역에서 수혜가 부진한 학생들로 영재교육의 기회가 상대적

으로 제한되어 있는 계층

  소외계층 영재교육 기회 확대

◦ 특출한 영재교육대상자의 경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없이 국가가

집중 지원․관리

- 가정의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영재성 발굴 기회 제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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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도록 지원 제도 확충

◦ 소외계층 영재교육 참여 기회의 실질적 보장

- 소지역별로 영재교육기관 설치 권장하고 선발 시 교사 추천 강화

- 교육복지 사업과 연계한 소외계층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영재교육기관 설치ㆍ운영 권장

※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에 소외계층 영재교육 의무화 규정 신설(’06)

- 영재교육기관별 소외계층을 위한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소외계층을 위한 영재교육 수혜자 : 2,615명(’07) → 5,000명(’12)

소외계층 프로그램 외국사례

미국 : 영재교육법 예산 지원 하에 10개의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

※ 프로젝트 CLUE(Clustering Learners Unlocks Equity) : 인디애나주 초3～

중2(초 52교, 중 15교)의 소수민족 영재학생 대상 cluster grouping 시범 운영

※ 프로젝트 SIS(Scientists-in-the Schools) : 펜실베니아주 저소득층 및

소수민족 중고 영재학생 대상 과학교육

영국 :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지역 공립학교를 중심 영재교육 제공

※ 도시내 수월성 프로그램(Excellence in Cities Programme) : 초 2,000교,

중 1,000교 학생 150,000명 대상

※ 런던 영재교육(London Gifted and Talented) : 33개 런던 지부의 혁신적

e-learning을 기반으로 교육문제가 열악한 수도 거주 학생에게 제공

이스라엘 : 소외계층 아동에게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학습과정을

관찰하여 영재성 여부를 판별하고자 노력

※ Israel Sephardic Education Foundation : 도시 저소득층 및 소외지역

아동들에게 장학금 지급

※ 텔아비브대학의 청소년 여름대학 (Youth Summer University)

호주 : 소외계층 영재학생을 포함하여 보다 많은 영재학생 지원

위해 정부 예산증액 및 다양한 기금조성

※ Telstra Foundation Community Development Fund :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소외계층 영재아동 지원

※ Australian Chamber Orchestra : 소외계층 음악영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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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외계층 영재교육 기반 확충

◦ 소외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수ㆍ학습자료 및 선발도구

개발ㆍ보급(’08, 매년 교수ㆍ학습자료 6종)

◦ 우리 현실에 적합한 소외계층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모델 개발(’08)

◦ 소외계층 영재 프로그램 운영 다양화와 지자체, 관련 부처, 대학의

참여 활성화

※ 사이버 교육, 캠프 등 소외계층의 특성에 맞는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 소외계층 수혜 현황을 영재교육기관 평가에 반영

3. 고등교육 단계의 영재교육 기능 강화

  영재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 지원

◦ 대학에 진학한 영재교육 수혜자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08)

◦ 영재교육 수혜자를 위한 학부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 우수 고교생에게 대학 수준의 학습 기회 제공 및 학점 인정 활성화

- 속진․심화 학습 장려로 수업 기간 단축

※ 대학과목선이수제 : 고교 재학 중 이수한 대학 수준의 교과목에 대하여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및 고등교육법 참조)

※ PT 제도 : 시험을 통하여 특정과목 학점을 이수하게 만드는 학점인정제도

(PT: Placement Test)

◦ 학부생 연구프로그램(URP) 활성화를 통한 우수한 학부생의 학술

연구 지원(’09)

◦ Honors Program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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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35조의2(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장은 영재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동일계열로

진학하는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재교육기관에서 이수한 대학교육 과

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해당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① 학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

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국내의 제2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

수한 경우

국내 대학 사례

서울대의 특별 신입생 조기 연구 참여 프로그램(’08)

- 대상 : 자연대 모집정원의 5% 내외의 우수한 신입생

- 목표 : 학부 졸업 전 수준급 논문 발표(3～4학년 연구 시작)

- 지원 : 지도교수단 구성․운영, 연구 지도교수 선정, 1～2학년

의 기초 필수 교과목 이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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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4 영재교육 담당 교원 전문성 신장

▣ 영재교육 담당 교원에 대한 연수 실시로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하고 있으나, 고도의 전문성을 함양 미흡

※ 연수현황(’07 누계) : 기초연수(9,619명), 심화연수(1,937명), 국외연수(1,572명)

▣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양성ㆍ연수ㆍ배치가 임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효율성 제고 필요

※ 영재교육담당교원 배치현황 : 영재교육 연수 이수자 비율(68.9%)

▣ 영재교육대상자 발굴을 위해 교사들의 영재교육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교원양성과정에서 영재교육 인식 제고 필요

▣ 교사자격증 없는 전문가를 영재교육기관 교원으로 임용토록 하는 등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체계적 양성 시스템 미흡

1. 우수 교원 확보

  영재교육 담당 교원 인사시스템 개선

◦ 영재교육기관 운영 학교에 영재교육부장 교사제 운용 및 업무

경감방안 마련 시행

◦ 시ㆍ도교육청별 영재교육 담당교원 승진, 전보 가산점 부여(’08)

※ 인센티브 부여 현황 : 전보 및 승진 가산점, 연구비 지급 등

- 영재교육 지도경험 및 전문성 축적을 위해 교원 전보 시 전보

유예기간 연장 등 예외 적용 추진

◦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에 영재교육 전담교사제 운영

- 영재교육에 전문성을 지닌 우수 강사 요원의 확보 배치를 위해

지역교육청 및 영재교육기관 단위 공개 선발 실시

- 영재교육기관별 영재교육 담당 교원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 정책연구를 통한 적정 직무 분석 후 전담교사 배치 기준을 마련, 시범 운영(’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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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양성․연수․배치 체계화

  영재교육 전문 교사 양성 강화

◦ 교ㆍ사대 등 교원 양성과정에 영재교육 관련교과 이수 의무화로

교사들의 영재교육에 대한 이해 제고(’09)

※ 교직소양 과정으로 개설하고 이를 교원양성기관 평가와 연계

◦ 대학원에 영재교육 전공과정 개설 권장

- 서울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KAIST,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희망

대학(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영재교육 전공과정*을 신설하여

교원 연수파견 권장(’09)

※ 관련 학부에 관련 전공 학과 설치 및 교수 확보 필요

* 영재교육 전공과정 : 석․박사 학위 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 과정

- 별도의 영재교육연수 이수 없이 영재교육 담당 가능하도록

기준을 갖춘 대학원에 영재전문가 과정(1년) 개설 권장

※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31조 :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교육 및 연수

  영재교육 연수 이수 교원의 참여도 제고

◦ 시․도교육청 주관 영재교육기관에 대한 (가칭)영재교육담당교원

연수ㆍ배치에 관한 규정(훈령) 제정

- 영재교육기관에 영재 연수를 이수한 교원을 우선 배치, 미 이수

교원 배치 영재교육기관은 인가 취소 등 행정적 제재

※ 시ㆍ도교육청별 영재교육 담당 교원 수급을 고려한 배치 기본계획 수립

- 영재교육 연수 이수 교사의 일정기간 영재교육 담당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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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재교육 담당 교원 연수 강화

  영재교육 담당 교원 연수 체계화

◦ 기초연수 및 심화연수는 시ㆍ도교육청이 대학 등 전문기관과 연계

․ 운영하여 교원연수 기회 확대

◦ 영재교육 전문기관 중심으로 전문연수과정 개설하여 연수 이수

교사 재교육 기회 부여로 전문성 신장 제고

◦ 표준화된 영재교육 담당교원 연수과정 운영기준을 마련, 교원

연수 내실을 도모(’09)

◦ 영재교육 연수과정의 질 관리를 위해 국가 차원 교원연수기관

평가인정제 도입(’10)

< 연수 필수 강좌 및 권장 시수 >

구분 권장시수 필수 강좌 연수기관

기초연수 60시간 영재 및 영재교육의 이해, 선발을 위한
영재성 판단 등

교육청, 대학,
영재교육연구원*

심화연수 120시간
영재 및 영재교육의 심화된 이해,

검사도구 사용방법, 교과 내용, 다양한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프로그램 개발

교육청,
영재교육연구원*

전문연수 90시간
영재교육 정책 방향, 영재교육과정 개발,

교수․학습자료 개발 등 영재교육연구원
*

관리자연수 30시간 영재교육 및 정책방향의 이해, 학생
선발, 교사 연수, 기관평가에 대한 이해

교육부, 교육청,
영재교육연구원

*

* KEDI영재교육연구원,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KAIST과학영재교육연구원

< 영재교육 담당교원 연수 계획(’08～’12) >

(단위: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기초연수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심화연수 1,000 1,500 1,500 2,000 2,500 8,500

전문연수 500 500 800 1,000 1,500 4,300

국외연수 200 200 250 300 350 1,300

관리자연수 100 100 200 200 300 900

계 4,800 5,300 5,750 6,500 7,650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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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및 교육전문직 대상 연수과정 개설ㆍ운영

◦관리자(교장․교감․담당 부장교사) 및 장학직의 영재교육 장학기능

강화를 위해 시ㆍ도교육청별 장학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연수기회

제공(’08)

※ 교육인적자원연수원, 시․도교육청교육연수원, KEDI영재교육연구원, 한국예술

영재교육연구원에 연수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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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5 영재교육 지원 체제 정비

▣ 영재교육의 안착을 위한 영재교육연구원 지정(’03), 영재교육

담당 장학사 협의회 구성ㆍ운영(’02) 등 영재교육 지원 기반 마련

▣ 영재교육 정책 관련 부처간 정책조율을 위한 기능 미흡

- 부처 간 영재교육 지원체제 구축 필요

▣ 지속적으로 영재 교수ㆍ학습자료 개발ㆍ보급하고 있으나, 일정

영역에 편중되어 다양한 영역의 자료 개발ㆍ보급 필요

-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추진, 특정 분야의 경우 관련 부처 참여 권장 필요

▣ 홍보자료 발간 등을 통해 학부모들의 영재교육에 대한 이해도

제고 필요

▣ 지속적인 법ㆍ제도적 정비로 영재교육 정착 기반 마련 필요

1. 관계 법령․제도 정비

  관계 법령 정비

◦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체계적 관리ㆍ활용을 위한 영재교육 담당

교원 연수ㆍ배치에 관한 규정 제정 추진

- 연수방법, 시기 등에 관한 내용, 교원 배치방법, 기준 등 규정

※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29조, 제31조에 근거

◦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지침 마련

◦ 정기적인 영재교육기관 운영 실태분석을 통한 영재교육 관련

법령 정비

  관계 제도 정비

◦ 교육인적자원부․교육청 영재교육 전담부서 설치 및 교육청간

연계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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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재교육 기본계획 수립, 기관 운영 및 평가지원, 교원 연수, 영재

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홍보 등 체계적 지원

※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 : 영재교육 수혜자의 종단자료,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종단자료, 교수 학습 자료, 연구물 탑재

- 중앙부처-교육청-연구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을 통해 영재교육

시행의 문제점 해결 및 개선방안 모색

◦ 영재교육 프로그램 구성ㆍ운영 권장기준 재정비

- 영재교육기관 운영 및 평가기준 설정 등 각 영재교육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국가차원의 기준

※ 영재교육 프로그램 구성ㆍ운영 권장 기준 : 2002년 수립

◦ 시․도교육청평가에 영재교육 실적을 반영

※ 시ㆍ도교육청 인력확보 현황, 영재교육 담당 교원 연수 실적 등

  중앙 부처 역할 분담 명확화

◦ 관계 법령에 근거 중앙 부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영재교육

정책 실행의 효율성 증대

- 교육인적자원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부처는 시행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2조제3항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

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업무와 관련된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함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39조 :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의견을 들어 세우고 이를 영재교육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제1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8쪽) : 종합계획 구체화를 위하여 각 부처 및 시․도

교육청별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할 것

-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영재교육의 기본정책을 수립 또는 조
정하고 관련 부처는 각 분야 영재 발굴․육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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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재교육 유관 기관 협력체제 강화

  유관 기관 협력체제 구축

◦ 중앙 부처․교육청․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 분야별 영재교육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법제화 검토)

․ 중앙 부처 실무자․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

․ 정기적 협의회 개최로 영재교육 정책 조정, 부처간 협력 강화

※ 영재교육연구원 : KEDI영재교육센터(교육부), KAIST과학영재교육연구원

(과기부),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문화부)

외국의 영재교육전문기관 운영 사례

미국 : ‘국립영재연구원(NRC-GT)’에서 기초연구, 교사연수 등 제공

영국 : ‘국립영재교육원(NAGTY)’에서 기초연구, 영재교육, 교사연수 등을 주도

스코틀랜드 : ‘우수학생지원네트워크(SNAP)’에서 교사연수, 학부모 연수, 학

생교육 등을 제공

호주 : ‘영재교육연구정보센터(GERRIC)’에서 교수․학습 자료 개발, 교사

ㆍ학부모 워크숍 제공

․공동 심포지엄 및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영재교육기관 평가, 정책

제안 등 관련분야 전문기관 기능 강화

․영재교육대상자 선발방안 개선,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원

연수, 현장교사 자문 등 지원

◦ 중앙 부처 및 시․도교육청의 영재교육 DB 구축 및 연계로 정보 공유(’09)

- 영재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차원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와 연계 운영함

※ 근거 :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38조의2

- 중앙 부처 간 개발 자료 공유로 교수ㆍ학습 자료의 활용도 제고

및 공동개발을 통한 교수ㆍ학습 자료의 질적 수준 제고

- 영재교육 통계 인프라 구축 : 성별 통계를 포함하고 교육통계에 포함(’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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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재교육연구원 기능 강화

◦ 영재교육 관련 기초 연구 기능 강화

◦ 영재교육 현장 지원 기능 강화

- 선발 도구,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보급

- 교원, 관리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및 워크숍 확대

※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38조의3에 의한 연수원 지정

- 영재교육 컨설팅 자료 개발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영재교육 담당 교원 지원체제 구축

◦ 심포지엄, 워크숍, 국내ㆍ외 연수 등 자발적 연구 활동 지원

- 영재교육 담당 교원 중심의 영재교육연구회 조직 운영, 우수

연구회에 행ㆍ재정적 지원

- 영재교육 지도사례발표 및 교수ㆍ학습자료 개발 대회 개최,

영재교육 연구ㆍ시범학교 운영 등 교원연구 활동 지원 강화

- 매년 전국 단위 워크숍,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영재교육 담당 교원

간 영재교육 정보공유 기회 부여

◦ 교사 안내서 개발 및 보급(’08)

- 영재교육기관 운영 방법, 학생 지도 방법 등 영재교육 업무

전반에 관한 지침서

- 영재교육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정보 제공

  외국 영재교육 담당 부처 및 연구기관 간 교류 강화

◦ 외국의 영재교육 담당 부처 및 연구기관과의 해외 협력체제 강화

- 싱가포르, 이스라엘, 호주 등의 교육부(청) 영재교육 담당 부서와

교류․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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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NRC-GT, 영국 NAGTY, 스코틀랜드 SNAP, 호주 GERRIC,

러시아 PAO 영재심리학연구실 등과 영재교육 연구협력망 구축

및 공동연구 추진

- ASEAN+3 과학영재센터설립추진, APEC국가내과학영재네트워크구축등

◦ 영재교육연구원과 외국 영재교육 연구기관 간 영재교육 정보 교류를

위한 MOU 체결

  시․도교육청별 영재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10)

◦ 영재교육 교수․학습자료, 판별도구, 연구결과물 등 자료 상시 제공

◦ 영재교육전문가, 행정가 등이 영재교육 담당 교원․학부모․영재교육

대상자 등에게 자문 제공

※ 관련 부처에서 자문단 구성 인력풀 제공 및 운영 지원

  영재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강화

◦ 국가 차원에서 영재교육의 필요성 홍보

◦ 영재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대상 연수, 워크숍 확대

◦ 전체 교원․학부모 대상으로 영재교육 이해를 위한 정기 안내 실시

  행ㆍ재정적 지원 강화

◦ 영재교육연구원 국고 예산 확대 및 사업의 안정화

◦ 중앙 부처․교육청별 영재교육 예산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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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과제별 추진일정

 영재교육기관 특성화

추진 과제 ’08 ’09 ’10 ’11 ’12 주관 부처 관련 부처

영재학교 특성화

￭분야별 영재학교 확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특허청

￭국가 차원의 학교 평가 및

컨설팅 실시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특허청

영재학급 특성화

￭영재학급 유형 다양화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특허청

￭정규 교육과정 내(재량활동,

특별활동) 영재학급 시범 운영
교육인적자원부 -

영재교육원 특성화

￭1지역교육청 1영재교육원 운영 교육인적자원부 -

￭시․도교육청별 1개의 영재교육원

정규 수업시간 시범 운영
교육인적자원부 -

 영재교육기관 운영 개선

추진 과제 ’08 ’09 ’10 ’11 ’12 주관 부처 관련 부처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선

￭분야별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특허청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특허청

영재교육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영재교육기관 평가․컨설팅

전담기구 설치․운영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특허청

￭영재교육기관 평가자료

개발․보급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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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재교육의 연속성 확보

추진 과제 ’08 ’09 ’10 ’11 ’12 주관 부처 관련 부처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제도 개선

￭선발도구 개발․적용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특허청

￭학교급별 1회 선발

(조기선발 가능)
교육인적자원부 -

사회적 통합성

강화

￭영재교육기관의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 모델 개발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특허청

대학 등의

영재교육 기능

강화

￭대학의 영재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
교육인적자원부 -

￭URP를 통한 학부생의 학술연구

참여 유도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영재교육 담당 교원 전문성 신장

추진 과제 ’08 ’09 ’10 ’11 ’12 주관 부처 관련 부처

우수 교원 확보

￭영재교육 전담교사제 시범 운영 교육인적자원부 -

￭영재교육 담당 교원 승진․전보

가산점 부여 확대
교육인적자원부 -

영재교육 담당

교원

양성․연수․배치

체계화

￭교․사대 교육과정에서영재교육

관련교과이수의무화
교육인적자원부 -

￭영재교육 전공과정 개설 확대 교육인적자원부 -

￭표준 연수교육과정안 개발 교육인적자원부 -

￭교원연수기관 평가인정제 도입 교육인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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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영재교육 지원 체제 정비

추진 과제 ’08 ’09 ’10 ’11 ’12 주관 부처 관련 부처

관계 법령․제도

정비

￭영재교육 프로그램 구성․운영

권장기준 재정비
교육인적자원부 -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지침 마련 교육인적자원부 -

￭영재교육 담당 교원 연수․배치에

관한규정(훈령) 제정
교육인적자원부 -

영재교육 유관

기관 협력체제

강화

￭분야별 영재교육실무위원회

구성․운영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특허청

￭영재교육 DB 구축 및 연계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특허청

￭시․도교육청별영재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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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영재교육 프로그램 구성․운영에 관한 권장 기준(안) 
 □ 영재교육의 목표
◦ 영재교육대상자의 창의적 생산능력을 최대로 계발하고 도덕성을 함양한다.

   ▪ 영재교육은 미래의 지식정보기반사회에서 가장 요구되는 창의적 ․ 생산
적 문제해결력을 최대로 자극․신장해야 하며, 이러한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 영재교육은 미래의 지도자적 자질을 함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영재교육 프
로그램은 건전한 도덕적, 사회적 가치 및 윤리의식을 키우는 방향으로 구
성되어야 한다.   

◦ 영재교육대상자의 자기주도적인 학습태도를 최대로 계발한다.

   ▪ 영재교육대상자들의 창의적 생산능력은 자기주도적인 학습태도를 기반으로 
한다. 영재교육은 학생 스스로 문제를 탐구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해 갈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함양시켜 주어야 한다.

 □ 영재교육대상자의 선발
◦ 영재교육대상자의 선발은 잠재력이 뛰어난 모든 아이들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둔다.

   ▪ 다양한 영역에서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도록 한다.
   ▪ 모든 학생들의 잠재적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인적 자원(교사, 학부모, 동료, 

지역사회 인사 등)과 다양한 선발 방법 및 도구를 사용한다.
   ▪ 학생의 지적능력, 창의성, 과제에 대한 흥미나 집착력 등의 다양한 능력 요인을 

고루 평가해야 한다.
   ▪ 선발자의 편견이나 왜곡된 인식이 영재성의 발굴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이를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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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재교육대상자의 선발은 그 대상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한다.

   ▪ 영재성의 영역에 따라 표준화된 검사(적성․논리적 사고․지능․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등), 포트폴리오, 실기, 오디션, 면접, 합숙 및 행동 관찰 등의 적절한 선발 방
법을 사용한다.

   ▪ 학생의 연령에 따라 어릴 때는 종합적인 능력의 발굴에 보다 중점을 두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영역별 재능의 발굴에 중점을 둔다.  

   ▪ 평가방법이나 도구는 학생들의 연령에 따른 발달 수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는 집단 집필검사 보다 개인검사나 면담 
등이 더 적절할 수 있다.    

◦ 영재성의 발굴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를 적절히 활용한다.

   ▪ 영재성은 변화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검사의 실시, 교육 프로그램에서의 관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영재성을 발굴한다.   

   ▪ 영재 선발에서 얻은 정보는 영재교육 프로그램, 영재 선발도구의 개발, 영재의 
지도 및 상담 등에 지속적으로 활용한다.    

   

 □ 영재교육과정의 구성 및 운영 
◦ 영재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육과정은 상위 수준의 내용, 고급의 사고 과

정, 질 높은 산출물, 자유로운 환경, 성 평등한 교육내용으로 구성하고,

특히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적합한 진로선택을 탐색할

수 있는 교육을 반영한다.

   ▪ 영재교육과정의 내용은 일반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내용보다 복잡하고 추상적이고 
통합적인 성격을 지녀야 한다. 이를 위하여 영재교육과정의 내용은 단순한 사실
이나 개념보다는 고차적인 원리, 일반화, 간학문적인 내용과 활동을 강조한다.  

   ▪ 영재교육과정은 일반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보다 고급수준의 비판력, 창의력, 탐구력, 
상상력,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능력, 협동적 학습능력 등을 계발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하여 영재교육과정은 영재교육대상자들이 선호하는 조사, 탐구 및 발견, 
개인․집단 연구, 실험 및 실습, 시뮬레이션, 토론, 발표 등과 같은 고차적 사고 과
정을 요구하는 수업으로 구성한다. 



- 46 -

   ▪ 영재교육과정은 학생들이 다양하고 질 높은 창의적 산출물을 만들어 내도록 구성한다. 
학생들은 해당 영역에서 전문가가 수행하는 것과 같은 과정을 거쳐 질 높은 산출물을 
만들어 내도록 격려되어야 하며,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개성․상
상력․창의력이 다양하고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이 만든 창의적인 산
출물은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회․학술지 등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학생들이 전문가적인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영재교육대상자들은 수용적이고 개방적인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들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는 비평 또는 비판을 받기 보다 먼저 수용되고 존중되어야 하며, 
그들의 호기심․모험심은 자극․격려되어야 한다. 개방적인 분위기 속에서 불확실성에 대
한 인내와 관용을 이해하고 배워야 한다. 또한 학생들은 교실 내에서의 다양한 집단 
편성, 교수-학습 시설 및 자료와 교실 밖의 현장, 도서관, 지역사회 등의 교육 환경
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영재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자질을 탐색하고 진로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포함한다. 

   ▪ 영재교육과정은 남녀 영재교육대상자의 경험과 요구를 반영한 성 평등한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특히 과학기술분야의 여학생 영재교육 대상자에 진로
교육과 심리상담 제공, 역할모델과 멘토링 기회 부여 등을 통해 지지적 영재교육 
환경을 제공한다. 

◦ 영재교육과정은 영재교육대상자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규 교육과정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구성․운영한다.

   ▪ 영재교육과정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기본 원칙과 방향과 일관성을 갖도록 
구성․운영한다.    

   ▪ 영재교육과정은 정규교육과정을 내용․과정․산출물․환경 측면에서 심화시키는 한편, 해당 
영재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심리적 학습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개발․운영한다. 

□ 영재교육 담당 교원(교사, 교수, 강사 등)
◦ 영재교육은 영재교육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교원이 담당한다.

   ▪ 영재교육담당 교원은 소정의 영재교육 담당 교원 임용․자격 기준을 갖춘 자 중
에서 선발․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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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재교육 담당 교원은 영재교육에 대한 철학과 사명의식, 해당 지도 영역에서 
전문적인 자질과 식견, 영재교육에 적합한 인성적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은 각종 워크숍․학회․연수회 참여 등으로 영재교육에 필요한 전
문성을 갖추기 위한 자기계발을 위하여 노력한다. 

   ▪ 성별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배치는 분야별․성별 학생 구성비를 고려하되, 사회적으로 한 성
의 진출이 부진한 비전형적인 분야의 영재교육대상자가 동성의 교사로부터 교육 및 상담, 역
할 모델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성비의 교원을 확보․배치한다.

◦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은 정기적으로 연수를 받아야 한다.

   ▪ 영재교육담당 교원에 대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연수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각 교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원격 연수․출석 수업 연수 등 다
양한 형태의 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이상 영재교육을 담당한 교원에
게는 재 연수 기회를 부여한다. 

□ 영재교육기관의 운영
◦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영재교육의 취지를 적극 이해하고 학생들의 영재성 계발에

중점을 두고 당해 영재교육 기관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영재교육 기관 운영에 있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며, 
부당한 외부의 간섭으로 영재교육 시행취지가 변형되거나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영재교육대상자들의 영재성 계발에 필요한 각계 전문가, 지역사회의 
협조를 구하여 학생들이 잠재력 계발에 필요한 다양한 학습기회를 갖도록 한다

  ▪ 영재교육기관의 시설․설비 및 교육환경은 영재교육대상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갖춰져야 
한다. 

  
  ◦ 영재교육기관은 주기적으로 교육 내용, 방법 및 운영 체제에 대해 전문가

의 자문을 구하고, 자문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축적․

관리한다.

   ▪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영재교육 목표의 달성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의 강점과 약점, 
프로그램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와 개선에 필요한 정보와 자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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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자문 내용을 최대로 수용하여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 영재교육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교육청, 대학, 정부출연기관

등은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정책개선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전국적으로 우수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다른 영재교육기관에서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 시스템을 구축․활용한다. 

   ▪ 영재교육 관련 행정기관, 대학, 연구기관, 학회들도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정책개선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