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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홍보담당관실   ☏ 02-2100-6588

[자료문의] ☎ 02-2100-6717, 6719 융합교육팀장 하유경, 사무관 서명남, 교육연구사 송교준

☎ 02-3460-0409,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원 소장 이재분, 연구위원 서예원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13~’17)」발표

◇ 잠재력 기반 선발 확대로 공정한 영재교육 기회 제공       
∙소외계층 영재교육 대상자 대폭확대 : 2.46%(‘12)→10%(’17)

∙교사관찰․추천제 내실화로 사교육 유발요인 억제

◇ 국가 표준모델 제공 및 평가․컨설팅 강화로 질적 도약

∙국가표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 및 평가준거 마련     

∙중앙 및 지역 영재교육컨설팅 확대, 우수 프로그램 평가․확산

◇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GED : Gifted Education Database) 확대․개편

∙(가칭)영재성 발달기록부 도입, 수혜자 국가관리 체계 구축

∙영재학생 사이버 상담(Cyber Counseling), 영재교육정보 제공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10월 3일(목)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 이번 발표는「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08~‘12)」완료에 따라 향후 5년

간의 영재교육 목표 및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발표된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방안」세부 후속계획 중 하나이다.

○ 동 계획은 관계부처, 전문가․시도협의회(8회), 심포지엄 및 공청회

(2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13. 8월중앙영재

교육진흥위원회를 통하여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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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 영재교육의 최적화를 통한 창조적 인재육성

 - 5대 분야, 17개 추진과제 제시 - 

이번에 수립된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에서는 지난 제2차

계획에 대한 성과평가 및 분석을 통하여, 5대 분야에 걸쳐 17개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 2차 계획이 영재교육의 양적 기반확대 및 체제구축에 중점을 두

었다면, 3차 계획은 영재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내실화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5대 분야 17개 추진과제】

5대 분야 17개 추진과제

꿈․끼를 키우는

영재교육

기회확대

 영재교육 다양화 및 연계 활성화

 영재교육 수혜 사각지대 해소

 영재선발 방법의 타당성 제고

영재교육기관

운영 내실화

 고교-대학 간 영재교육 연계체제 강화 

 영재교육기관 다양화․효율화

 영재교육기관 지원환경 개선

수요자 중심의 

영재교육과정 제공

 학생 맞춤식 영재교육과정 제공

 창의․융합형 영재교육 콘텐츠 개발

 영재교육 프로그램 구성․운영 방식 개선

 영재교육 프로그램 질 관리 체제 강화

우수교원

확보․지원강화

 영재교육 교수인력 다양화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역량 개발

 영재교육 교원 지원환경 개선

안정적인 

발전기반 구축

 행정 지원체계 효율화

 영재교육 정보․교류지원 강화

 영재교육 재원 확대 및 다양화

 영재교육 국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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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1 : 꿈․끼를 키우는 영재교육 기회 확대

영재교육 분야를 다양화 하고, 연계 운영을 확대하여 잠재력을 가진 학

생들이 보다 폭넓게 꿈과 끼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 이를 위해 기존에 수․과학 중심에 치우쳐 있었던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정보, 예술 분야 등으로 확대하여 다양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그 간 영재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영재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요인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초등 저학년 및 학부단계의

영재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영재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소외계층 선발기회 및 교육지원 확대 >

○ 다문화 학생 등 영재교육 소외자를 고려한 맞춤형 진단검사 지원 등

을 활용하여 소외자의 선발․배치 기회를 확대하고,

※ 소외계층 영재교육 수혜율 : 2.46%(’12)→10%(’17)

○ 영재교육 소외자의 특성에 따른 영재성 계발과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상담, 부모교육 등 제공을 확대한다.

아울러, ‘09년부터 도입·적용 중인 교사관찰·추천제*를 내실화하여 숨

어있는 영재의 발굴을 강화하고, 영재 선발과 관련된 사교육 유발 가

능성 및 과열 경쟁을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

* 교사가 장기간 교육대상자를 관찰하여 재능을 발굴․추천하는 선발방식

< 교사관찰․추천제 내실화 >

○ 이를 위해, 시․도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까지 교사관찰․추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선발도구의 타당성․신뢰성을 제고하고,

○ 체크리스트․수행관찰 도구 등, 선발 도구의 지속적 보완 및 업데이트로

사교육에 의존한 선발의 가능성을 억제해 나간다.

※ 교사관찰·추천 실시기관 비율 : 48.35%(’12) → 7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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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2 : 영재교육기관 운영 내실화

영재교육 기관 간 교육 연계성을 높이고, 영재교육 수혜자가 대학 단

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영재성을 개발․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과학고 AP 및 학부생 연구지원 확대 >

○ 이를 위해, 현재 영재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과기특성화

대학과의 공동 AP(Advanced Placement, 대학학점선이수제)제도를 과학고

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 AP 실시기관 : 4개 영재학교(’13) → 전체 영재학교 및 과학고(’17)

○ 아울러, 고교단계의 심화․사사교육(R&E) 등 연구수행 경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학부생 연구지원(URP) 및 창업지원을 확대

하고, 대학의 심화교육과정(HP) 확대를 지원한다.

※ URP(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 HP(Honors Program)

영재교육 기관별로 기능을 특성화하고, 사이버교육, 캠프형 프로그램, 지

역별 전문 공공기관 위탁 운영 등 운영형태를 다양화한다.

○ 영재학급은 분야 간 연계중심의 기초과정을 운영을 통해 다양한 영역의

잠재적 재능의 발굴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교는 융합역량 향상․정보교육 강화 등 국가

인력수요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성화해 나간다.

※ (예시) 정보보호 아카데미 운영(1개 기관, ’13) → 전체 시․도 확대(’17)

- 특히, 과학 뿐 아니라 예술적 소양을 겸비한 인재양성을 위한 융합형

교육과정의 모델을 개발하여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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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3 : 수요자 중심 영재교육과정 제공

영재학생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의 제공을 위하여 영재학급․영재

교육원에 풀아웃(Pull-out) 프로그램의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 영재에 특화된 적성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확충해 나간다.

 ※ 풀아웃(Pull-out) 프로그램 : 영재학생들이 정규수업 과정에서 벗어나 프로젝트,

소집단 심화활동, 현장견학 등을 통해 심화된 학습․연구를 수행

대상․영역․수준별로 다양한 융합형 콘텐츠 및 사이버 영재교육 콘텐츠를

확충하고 온라인 제공을 통해 접근성을 강화하며,

○ R&E(Research & Education), I&D(Imagination & Development)등 학생 연구

활동 지원강화 및 맞춤형 멘토링* 제공,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글로벌 연구역량 배양을 지원한다.

    * (가칭) 멘토커넥션(Mentor Connection) : 영재학생(멘티)- 관심 분야 전문가(멘토) 연계

및 교류를 통해 학업과 진로 등에 대한 전문적 조언을 제공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모범적 기준을 제시하고, 품질 향상을 유도할  영

재교육 국가표준을 마련한다.

< (가칭)“국가표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 개발 >

○ 이를 위해 교수학습 방식, 강사진, 교재활용 등, 각 교육과정 구성

요소들의 세부 평가 준거를 개발하여,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위

한 보조자료 및 자기평가 도구로 활용한다.

※ 영국 영재교육국립표준(National Quality Standards in Gifted and Talented Education)을

통하여 5개 평가영역 제시 및 14개 평가요소의 기본수준(Entry), 발전수준

(Development), 모범수준(Exemplary) 제시

※ 국가수준 표준모델 개발․시범적용(’15～’16) → 전체 기관 보급․활용(’17)

○아울러, 중앙 및 지역별 영재교육 컨설팅 전문가 풀(Pool)을 확충하고,

상호교류․협력을 확대하여, 프로그램 질 관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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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4 : 우수교원 확보․지원 강화

영재교육 다양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STEAM

리더스쿨 등을 우선으로, 과학자․예술가 등 전문가 활용을 지원하고, 이

를 위한 재능기부․교육기부를 활성화 해 나간다.

※ 고등교육기관 교원, 국․공립 연구소 임직원, 정부출연 연구기관 임․직원 등

파견․겸임 근무(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8조) 활성화

교사의 영재교육 전문성 배양을 위하여 대학의 교원 양성단계의 영재교육

내실화를 추진하고, 교원 현직단계에서의 주기적 역량 신장을 위한 

경력단계별 연수 강화를 추진한다.

< 영재교육 교원연수 확대․체계화 >

○ 교 사대, 교육대학원 등의 영재교육학 학위과정 및 교양강좌 등을 신

설․확대(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이 설치된 대학부터 우선 개설 추진) 하고,

○ 경력 단계별로 교원의 영재교육 연수 이수를 확대하여 영재교원 뿐

아니라 일반교원의 영재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한다.

  ※ 이수자 : 6,630명(’12) → 9,000명(’17)

영재교육 담당 교원이 영재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상 적용

근거를 명확히 하여 파견 기관에서 최대 3년까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교육공무원임용령제7조의 3(파견근무) 제1호인정 : 현행(1～2년) →인정(3년까지 가능)

○아울러, 시․도별로 승진․전보 가산점 반영 및 전보유예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영재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상호작용의 기회를 확대하여 동기화를 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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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5 : 안정적인 발전기반 구축

국가영재교육 주요정책 심의기구인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및 실무

협의를 위한 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해 정책협업을 활성화하고, 영재교

육 싱크탱크(Think-tank) 기능 강화로 정책수립을 지원한다.

* 영재교육진흥법 제4조에 의거 영재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며, 교육부․

미래부․문체부 등 관련부처 및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GED : Gifted Education Database)를 개편․확충하

여 영재교육 관련 정보 및 서비스 제공을 대폭 강화한다.

< GED를 통한 영재교육 대국민 서비스 확대 >

○ 현재의 통계제공 및 선발지원 기능을 확대하여 (가칭)“사이버 영재

교육 학습지원센터”로 개편하고,

○ 영재학생 특성에 맞는 사이버 상담(Cyber Counselling) 모형개발을 통해

누구나 원하는 학생은 영재성 진단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GED 상에 (가칭)“영재성발달기록부”를 작성하여 영재교육 수

혜자의 체계적 이력관리 및 수혜자의 진로․직업 현황 등 추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기본통계․관찰추천제 등 기능한정(’13) → 온라인 대국민 서비스 본격화(’17)

국내 영재교육의 선도적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해외 우수 전문기관과

의 협력체제 구축 통한 영재교육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국

제교류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ASEAN+3 영재교육센터를 통해 학생탐구실험대회, 교사연수 및 전문가 협의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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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적 융합영재 양성 본격화

- 영재의 꿈․끼를 펼칠 수 있는 수월성 지원체제 구축 -

- 시․도 협력 및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 

교육부는 금번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을 계기로 앞으로

영재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할 핵심적 자산으로서 창의적

융합영재 양성을 본격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동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 걸쳐 

보다 촘촘한 수월성 개발 체제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정규교육과정을 통한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영재성을 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인식 확산

및 자원의 투입을 원활히 하여,

○ 다양한 영재성이 적기에 발견될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영재의 꿈․끼가 활짝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관계부처 및 시․도별 시행계획을 마련을 통하여

추진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및 정책협의회, 시도 영재교육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다.

【별첨】1.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1부

2. 질의응답 자료 1부

3. 인포그래픽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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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융합교육팀 송교준 연구사(☎ 02-2100-6717)에게 연락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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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영재교육 대상자 현황(‘13.9 기준)

□ 연도별 현황

연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영재교육대상자수 31,100 39,011 46,006 58,953 73,865 92,198 111,818 118,377 121,433

전국초중등학생수 7,757,900 7,724,840 7,757,023 7,617,800 7,387,047 7,262,715 7,012,196 6,721,176 6,481,492

비 율 0.40% 0.50% 0.59% 0.77% 1.00% 1.27% 1.59% 1.76% 1.87%

※ ’08년도부터 과학고 학생 포함

□ 영재교육기관별 현황

구분 영재학교․과학고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계
교육청 대학

기 관 수 25 269 66 2,651 3,011

학 생 수 5,263 32,444 8,735 74,991 121,433

비 율 4.33% 26.72% 7.19% 61.76% 100.00%

□ 학교급별 현황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계

영재교육대상자수 67,396 40,607 13,430 121,433

전 체 학 생 수 2,784,000 1,804,189 1,893,303 6,481,492

비 율 2.42% 2.25% 0.71% 1.87%

□ 분야별 현황

구분 수학 과학 수·과학 발명 정보 외국어 음악 미술 체육 인문 기타 계

학생수 19,133 20,488 61,619 4,448 3,385 3,286 1,571 1,873 666 4,046 918 121,433

비율
15.76% 16.87% 50.74% 3.66% 2.79% 2.71% 1.29% 1.54% 0.55% 3.33% 0.76%

100%
83% 17%

* 영재학교·과학고는 “수·과학”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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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영재교육기관 분류 및 주요 기능․역할

기관 구분 근거법령 현재 규모 역할

과학영재학교
영재교육

진흥법

§ 4기관

§ 1,511명

․과학영재의 발굴 및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제공
※ KAIST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제외한

3개 학교는 교육청 지원

과학고
초중등

교육법

§ 21기관

§ 3,752명

․수학ㆍ과학 분야 잠재력 있는 
학생의 선발․육성을 통한 창의적
과학인재 양성

영재

교육

원

교육청

부설

영재교육

진흥법

§ 269기관

§ 32,444명

․중학생을 중심으로 통합교육 및 
분야별 특화된 영재교육프로그램
제공

교

육

청

대

학

영재교육

진흥법

§ 39기관

§ 3,086명

․시․도교육청에서 지정한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수․과학을 포함 정보, 예술 등을
교육중

대학

부설

영재교육

진흥법

§ 27기관

§ 5,649명

․미래창조과학부 지정
․설치권역 내 과학영재의 조기 

발굴 및 교육 
․과학영재 교육프로그램 개발
․과학영재 프로그램 지도 및 자문

영재

학급

단위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

진흥법

§ 2,651기관

§ 74,991명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역 여건을
고려한 통합교육위주의 영재교육
프로그램 제공

지역공동
영재학급

방과후학교
영재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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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정규교육과정(영재학교) ‘기업가정신’ 과목 개설·운영

방과후․주말․방학프로그램 기술창업캠프 (진로체험, 모의창업대회 등) 운영

특별활동 I&D(Imagination & Development) 과제, 창업동아리

참고 3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육성방안(‘13. 8)”관련내용

□ 과제 2 : 통섭적 사고 강화를 위한 융합교육 활성화 

< 주요 협업과제(3) : 창의적 융합영재 양성 >

○ 영재교육기관을 융합교육의 선도모델로 육성하여 창의적 융합

영재 양성(미래부, 교육부)

- 연구주제 중심으로 대학․연구소와 교류하는 R&E(Research & Education),

I&D(Imagination & Development) 프로젝트 학습의 일반고 확대

※ R&E 및 I&D 과제 : (‘13) 370여개 → ('17년) 520여개 선정·지원

- 과학기술특성화대학 내 융합형 AP(Advanced Placement, 대학과목 선이수제)

과정 개발 및 과학영재학교 적용, ‘융합영재교육원’ 신설 추진,

- 시․도 교육청 영재교육원, 영재학급(중․고)에 자율선택형 교육과정* 도입

* 학생 스스로 분야별 주제를 선택․수강하여 교육과정을 완성

- 이공계 학부생 연구지원 프로그램*(URP : 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을

운영하여 고교-대학으로 이어지는 영재 지원체제 강화

* AP 제도, 고교 R&E 프로젝트참여자대상 200개 과제(’13) → 300개과제(’17) 지원

□ 과제 3 : 창업 친화형 교육․연구 생태계 조성

○ (기업가정신 교육) 중․고교 기업가정신 함양교육 강화(미래부, 교육부)

- 정규과정, 방과후․주말․방학 프로그램, 특별활동 프로그램들로 

구성된 ‘중등기술창업교육패키지’를 개발하여 중 고교에 보급

※ 한국과학영재학교, 마이스터고 시범 도입('13. 2학기) → 과학고 도입('14년) →

특성화고, 일반 중·고등학교로 확산('15년)

< 중등기술창업교육패키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