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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iculum of a university-affiliated science gifted
education center based on the core competencies and to suggest a direction for improving the
education at the gifted education center. For this purpose, we set the 12 core competencies as
follows: 6 cognitive competencies such as knowledge, creativity, scientific thinking ability, inquiry
ability, problem solving ability and fusion ability, and 6 non-cognitive competencies such as task
commitment,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motivation reinforcement and challenge, communication
skills, collaboration ability and leadership. The curricula of the science gifted education centers
reflect all the competencies, but some competencies are only potentially included in the contents of
the programs. In this study, we present examples of education programs by each competences and
suggest additional descriptions for the development of gifted education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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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 영재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영재원 교육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과학교육 및 영재교육 전문가의
설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12개의 핵심역량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핵심 역량은 기초 및 전문지식, 창의력,
과학적 사고력, 탐구능력, 문제해결능력, 융합능력 등의 인지적 역량군과 과제 집착력, 자기주도 학습능력,
동기강화 및 도전, 의사소통능력, 협업능력, 리더십 등의 비인지적 역량군이었다. 과학 영재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한 영재원 교육과정의 분석 결과, 인지적 역량군, 비인지적 역량군의 여러 역량들이 교육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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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반영되어 있었다. 그러나 몇 개의 역량들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 잠재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역량별로 영재원 교육 사례를 제시하였고, 영재원 교육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PACS numbers: 01.40.-d
Keywords: 과학 영재, 핵심 역량,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교육 프로그램

I. 서 론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하며, 이
시기에 살아갈 인재들에게는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는
물론 혁신적인 융복합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20세기의
노동집약 시대에서 21세기의 지식기반 사회로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에 교육에서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새롭게 다가올 미래 사회의
모습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
[1–4]이 이루어지고 있다.
선진국들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의 혁신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요 방향은 창의적 사고, 융합
적 사고, 문제해결력 증진으로 스탠포드 대학의 D-School,
미네르바스쿨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과 2002
년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영재교육을 통해
선도적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
입해 왔다. 특히 과학 영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통해 양적인 증대와 함께 과학 영재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5]. 최근 정부는 ‘제3차 (’18 ∼ ’22) 과학 영재
발굴육성 종합계획’ 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창의융합형 과학 영재의 성장, 인구절벽 시대를 대비한 우수
인재의 전략적 확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 [6].
우리나라의 과학영재 교육기관으로는 영재학교, 영재학
급 및 영재교육원 등이 있다 [7]. 이를 크게 둘로 나누면,
영재학교, 과학고등학교 등의 학교 단위의 교육과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교육청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등의 비정규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이하 영재원) 은 대학에서의 우수 교원과 시설 등의 인프
라를 통해 우수 과학 영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1998년 9개
대학을 지정한 것으로 시작으로 현재 27개의 대학부설 과
학영재교육원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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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영재원의 교육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으
며 [8–10],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는 매년 영재원의 교육성
과를 평가하여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영재원의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는데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6]. 그 이유 중 하나는 교과 중심의
교육운영으로 융합적 역량을 함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제3차 (’18 ∼ ’22) 과학 영재 발굴육성 종합계획’ 에서
는 그동안의 지식습득 활용 중심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역량 중심의 교육체계를 제안하였다.
역량이란 한 개인의 직무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업
무성과와 관련되며, 공인된 표준에 의해 측정될 수 있고,
훈련과 개발을 통해 향상될 수 있는 관련지식 (knowledge)
과 기술 (skill), 그리고 태도 (attitude) 의 통합된 형태를 말
하며 [11], 특정한 맥락에서 기술과 태도를 포함하는 사회·
심리학적 자원을 가동시켜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12]. 초중등교육에서는 다양한 현상이나
문제를 효율적으로 혹은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
(혹은 사회인) 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의 총체, 개개
학습자 혹은 사회인이 보유하고 있는 차별화되고 독특한
능력이라기보다는 초· 중등학교 교육을 통해 누구나가 길
러야 할 기본적이고 보편적이며 공통적인 능력을 이야기하
기도 한다 [13]. 기존의 학교 교육이 교과중심, 지식중심의
접근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을 충분히 길러주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교육개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 연구들에서도 역량을 강조하
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자기관리 역량, 지식
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등 6가지 핵심 역량을 정하였으며
[14], 특히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과학적 사고력, 과학적
탐구능력, 과학적 문제해결력, 과학적 의사소통능력, 과학
적 참여와 평생학습 능력 등의 5가지 과학적 핵심 역량을
제시하여 역량중심 교육을 모색하고 있다 [15]. Kim 등은
미래를 살아갈 청소년들이 갖추어야 할 과학핵심 역량으로
과학적 표현력, 과학적 사고력, 과학적 협업, 건전한 판단력
등을 제시하였다 [16]. 과학 영재들이 미래의 과학자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었는데, Kim
과 Lee는 자율적 행동 역량, 지적도구 활용역량,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으로 구분하며 총 16개의 항목을 제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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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ents of questionnaire on core competencies of science gifted students.
Category

Suitability of
core
competencies

Teaching
methods by
competency

Suitability of core competencies proposed in questionnaire
Suitability of core competencies to student selection
Importance degree of core competencies to student selection
Additional comments related to student selection
Suitability of core competencies to curriculum design
Importance degree of core competencies to curriculum design
Additional comments related to curriculum design
Suggestion of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Cognitive competence)
Suggestion of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Affective competence)
Suggestion of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Social competence)

Questionnaire
Likert scale
Description
⃝
⃝
⃝
⃝
⃝
⃝
⃝
⃝
⃝
⃝

[17], 양희선과 강성주는 8개의 융합형 영재의 핵심 역량을

1차 선정된 18개의 역량을 기준으로 ‘제3차 과학 영재

[18], 이영주와 김영민은 과학 영재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발굴· 육성 종합계획’ 자문위원을 포함한 과학교육 및 영재

하는 12개의 과학 영재 핵심 역량을 제시하였다 [19]. 본

교육 전문가 20인을 대상으로 각 역량별로 대학부설 과학영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로부터 도출한 과학 영재가 갖추어야

재교육원 교육에의 적합도와 중요도를 포함하여 Table 1의

할 핵심 역량들을 바탕으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

내용을 질문하였다. 설문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과학

적합한 핵심 역량을 재구성하고, 이 핵심 역량을 근거로

영재 핵심 역량으로 2개 역량군의 12개 역량을 선정하였다.

현재 영재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선정된 과학 영재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영재원의 교육을

이 결과를 통해 영재원 교육에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살펴보기 위해 영재원에서 제출한 연차보고서 (2016학년도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운영 보고서) 를 분석하였다. 영재원은 1년간의 성과를 정리

첫째,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교육을 통해서 영재들
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은 무엇인가?
둘째, 과학 영재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한 대학부설 과학
영재교육원 교육의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

하여 운영계획, 학생선발, 교육성과 등의 범주로 구분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각 교육단위별 교육과정표, 우수성과
프로그램 등을 제출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각
역량별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례별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II.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크게 나누어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학생에

1. 과학 영재 핵심 역량 설정

대한 과학 영재 핵심 역량을 설정하는 것과 이를 근거로
영재원 교육을 분석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과학 영재 핵심

과학교육 및 영재교육 전문가들에게 1차 선정된 3개 역

역량을 설정하기 위해 과학교육 및 영재교육 관련 핵심 역

량군의 18개 역량에 대해 영재원 선발 및 교육에서의 역량

량에 대한 선행연구들 [14–19]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3개

적합도와 중요도를 질문하였고, 그 중 교육에의 적합도와

역량군의 18개 역량을 1차 선정하였다.

중요도 결과를 Table 2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역량 적합도란 해당 역량과 관련된 교육의 필요 정도 및

• 인지적 역량군 – 기초 및 전문지식, 창의력, 사고력,

교육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고, 중요도는 해당 역량과 관련

탐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처리 및 기술활용능력

된 교육의 비율 및 시간을 어느 정도 포함해야 할 것인지에

• 정의적 역량군 – 과제집착력, 자기주도 학습능력,
자기 효능감, 도전정신, 진로개발능력, 심미적 역량
• 사회적 역량군 – 의사소통능력, 협업능력, 리더십,
봉사정신, 사회적 책임감, 국제감각 및 이해능력

대한 질문이었다.
적합도와 중요도간의 상관계수는 0.94로 강한 양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어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적합도와 중요
도가 높은 상위 6개 역량은 ‘인지적 역량군’ 에서 ‘창의력’,
‘사고력’, ‘탐구능력’, ‘문제해결능력’, ‘사회적 역량군’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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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itability and importance degree of competence to gifted education center’s education.
Competencies
Knowledge
Creativity
Cognitive
Thinking ability
competence
Inquiry ability
group
Problem solving
ability
Information &
technology ability
Task commitment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ffective
Self-efficacy
competence
Challenge sprit
group
Career
developmental
competence
Aesthetic competence
Communication skills
Collaboration ability
Social
Leadership
competence
Service spirit
group
Social responsibility
International
sense competence

Suitability of core competencies
Importance degree of core competencies
Very
Very
Very
Very
Low Middle High
Ave. Rank
Low Middle High
Ave. Rank
low
high
low
high
0
2
4
10
4
3.80 14
0
2
4
9
5
3.85 11
0
0
3
6
11 4.40
6
0
0
0
4
16 4.80
4
0
0
3
5
12 4.45
5
0
0
1
5
14 4.65
6
0
0
1
6
13 4.60
3
0
0
0
1
19 4.95
1
0

0

0

8

12

4.60

3

0

0

0

5

15

4.75

5

0

0

7

6

7

4.00

11

0

0

9

6

5

3.80

13

0

0

3

7

10

4.35

7

0

0

0

10

10

4.50

7

0

0

3

7

10

4.35

7

0

0

2

6

12

4.50

7

0
0

0
0

5
5

9
7

6
8

4.05
4.15

10
9

0
0

0
0

4
4

10
5

6
11

4.10
4.35

10
9

0

1

6

9

4

3.80

14

0

1

7

9

3

3.70

14

0
0
0
0
0
0

1
0
0
0
0
1

8
0
0
6
5
6

8
6
5
11
13
12

3
14
15
3
2
1

3.65
4.70
4.75
3.85
3.85
3.65

17
2
1
12
12
17

0
0
0
0
0
0

2
0
0
0
0
2

10
1
1
7
11
5

6
1
1
9
6
11

2
17
18
4
3
2

3.40
4.84
4.85
3.85
3.60
3.65

17
3
2
11
16
15

0

0

9

8

3

3.70

16

0

2

9

8

1

3.40

17

‘협업능력’, ‘의사소통능력’ 등이었다. 적합도나 중요도가
다른 역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역량은 ‘인지적
역량군’ 에서 ‘기초 및 전문 지식’, ‘정보처리 및 기술활용능
력’, ‘정의적 역량군’ 에서 ‘진로개발능력’, ‘심미적 역량군’,
‘사회적 역량군’ 에서 ‘봉사정신’, ‘사회적 책임감’ 등이었다.
3개의 역량군에 대해 전문가들은 ‘인지적 역량군’ 에 대
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평가하였으나, ‘정의적 역량군’ 과
‘사회적 역량군’ 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중복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두 역량군의 세부 역량들을 합하여 재

비판적 사고력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재정의하였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미래사회에서 융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을 고려하여 융합능력을 추가하였다.
‘비인지적 역량군’ 에서는 평가 결과가 낮은 5개 역량을
제외하였고, ‘자기효능감’ 과 ‘도전정신’ 은 중복적인 의미가
있고 학습에서 ‘동기’ 의 중요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동기강화 및 도전’ 으로 재정의하였다. 그
결과 Table 3과 같이 ‘인지적 역량군’ 에서 6개, ‘비인지적
역량군’ 에서 6개의 역량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구성하였고 ‘인지적 역량군’ 과 구분하기 위해 ‘비인지적
역량군’ 으로 명명하였다.
전문가의 적합도/중요도 평가에서 낮게 평가된 ‘정보처
리 및 기술활용능력’, ‘진로개발능력’, ‘심미적 역량’, ‘봉사
정신’, ‘사회적 책임감’, ‘국제감각 및 이해능력’ 등을 배재
하고, ‘인지적 역량군’ 에서는 ‘정보처리 및 기술활용능력’
을 제외하고 ‘융합능력’ 을 추가하였다. ‘사고력’ 은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창의력에 창의적 사고력이 포함되는 것을
고려하여 ‘과학적 사고력’ 으로 명명하고, 논리적 사고력,

2. 역량 기반 과학영재교육원 교육 분석
1) 인지적 역량군
‘인지적 역량군’ 은 ‘기초 및 전문지식’, ‘창의력’, ‘과학
적 사고력’, ‘탐구능력’, ‘문제해결능력’, ‘융합능력’ 등으로
구성되었다. ‘기초 및 전문 지식’ 은 영재원에서의 교육과
관련된 수학 및 과학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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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cience gifted student’s core competences and their definitions.
Core competence
Knowledge
Creativity
Scientific thinking
ability
Cognitive
competence
group

Inquiry ability
Problem solving
ability

Fusion ability

Non-cognitive
competence
group

Task commitment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Motivation
reinforcement
and challenge
Communication
skills
Collaboration
ability
Leadership

Definition
• Ability to have basic and specialized knowledge of mathematics and science.
• Ability to find new ideas or concepts or to combine existing ideas or concepts.
• Ability to infer reasonably and logically based on scientific world view, scientific
knowledge and method, scientific evidence and theory.
• Ability to critically examine reasoning and argument.
• Ability to produce diverse and original ideas.
• Ability to acquire new scientific knowledge by collecting, interpreting, and
evaluating evidence in various ways such as experimentation, research, and
discussion in order to solve scientific problems.
• Ability to identify the cause of the problem, present new ideas that can be used
to improve the problem by using information and resources, and present a strategy
for solving it.
• Ability to combine and integrate various disciplines and create new disciplines.
• Ability to create new values through flexible thinking, such as fusion of science and
mathematics, humanities and technology, and fusion of virtual and reality.
• Ability to focus one’s energy on one task.
• Ability to set up one’s own vision and goals, to learn constantly to achieve it, and
to develop competencies through feedback on one’s achievements.
• Ability to overcome difficulties with unwavering intentions to achieve the goal and
actively and progressively pursue one’s plan.
• Ability to allow others to actively accept their opinions through presentations and
negotiations, and to reflect their views in making decisions.
• Ability to create new values through the process of developing and modifying ideas
together within a group, and to work together on the same goals as various people.
• Ability to resolve conflicts within groups and maintain collaborative relationships
and to enable members to actively participate with common goals.

능력을 말한다. 영재원에서는 물리의 이론적인 내용을 교
육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탐구 중심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탐구의 배경이 되는 이론 학습의 과정이
이루어진다.
교육 시수를 확인할 수 있는 10개 영재원의 물리 전공
교육과정을 분석해보면, 가장 많은 내용은 역학으로 전체의
25.4% 였다. 그 다음으로 진로 교육, 발표, 평가, 보고서
작성법 등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 기초 소양교육이 19.4%,
전자기학이 17.8%, 파동 및 광학이 12.5% 였다. 이러한
비율은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영역별 비율이나,
일반물리학에서 다루는 물리학의 영역 비율과 비슷하여
유의미하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영재교육원별로 살펴보면, 영역별 비율 편차가 매우 컸다.
A 영재원은 역학의 비율이 59.5%이지만, B 영재원은 불과
7.9%만 되었다. 물론 영재원에서의 교육이 물리학의 영역
별 내용을 익히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영역별
비율이 고려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대학별로 그 차이가
크다는 것은 교육과정 설계에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과학 영재교육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다루어
지는 것이 표준 영재교육과정이 필요 유무이다.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 표준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영재들의 특성에 따라 교육기관에서 유연하게 교육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두 의견 모두 의미
를 가지고 있지만, 표준교육과정을 만드는데 많은 저항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이 아닌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정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창의력’ 은 새로운 생각이나 개념을 찾아내거나 기존에
있던 생각이나 개념들을 새롭게 조합해 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렌줄리의 세 고리 개념 정의 중 하나로 창의성은
사고의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호기
심, 모험심, 적극적 사고, 민감성, 아이디어와 사물에 대한
미적 감각 등을 포함한다 [20]. 창의력은 영재교육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영재원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도 창의력 평가를 실시하는 곳이 많다. 예를 들
어, 전남대에서는 ‘알코올 온도계를 온도 측정 이외에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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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서 사용할 다양한 용도를 5개 제시하시오’ 와 같은
질문을 통해 창의력을 평가하였다.
많은 영재원에서는 프로그램 구성에서 창의력 신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C 영재원에서는 3 단계의
‘창의력 키우기 캠프’ 를 운영하고 있으며, D 영재원에서는
창의적 사고 연습하기, 창의적으로 과학탐구 수행 (연습)
하기 등의 ‘과학 창의성 활동’ 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많은 영재원에서는 프로젝트 학습을 수행하는데, 이 과정
중에 창의적 산출물을 개발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학생들의 창의성이 잘 발현되게 되며 이
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일반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프로그램과는 차별성이 나타난다.
‘과학적 사고력’ 은 과학적 세계관 및 자연관, 과학의 지식
과 방법, 과학적인 증거와 이론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논리
적으로 추론하는 능력, 추리 과정과 논증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능력, 다양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과학교육에서 사고력은 분석적 사고
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등 다양하게 요구된다.
영재원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에는 단순 지식을
배우는 형태보다는 학생들의 활동을 통해 스스로 결과를
도출해 나가도록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예를 들어 E 영재
원에서는 전통 가옥인 한옥을 주제로 관찰과 자료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해석하는 활동을 수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분석적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탐구능력’ 은 과학적 문제 해결을 위해 실험, 조사, 토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 해석, 평가하여 새로운 과
학 지식을 얻거나 의미를 구성해 가는 능력이다. 학생들은
탐구를 통하여 과학자들이 자연 세계를 어떻게 연구하는지
이해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의 본성을 이해할 수 있고, 과학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갖출 수 있다 [21]. 탐구는 과학을 다른
교과와 구별 짓는 중요한 요소로 일반 과학교육은 물론 과
학 영재교육에서도 매우 강조하고 있는 역량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영재원에서는 선발 과정에서부터 학생들의 탐구
능력을 평가하곤 한다.
영재원에서는 다양한 탐구활동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활
동은 탐구능력과 관련이 깊다. 또한 대부분의 영재원에서는
자율 탐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탐구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은 개별 혹은 모둠별로
탐구 주제를 정해 수개월에 걸쳐 탐구를 수행한다. 예로 F
영재원에서는 16시간을 배정한 ‘과학자 되어보기’ 프로그
램을 운영하는데, 방학 중 집중수업 기간을 통해 모둠별로
탐구를 수행하고 발표하는 전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1343

영재원에서 운영하는 사사교육은 3-5명의 학생들이 대학
교수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으면서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것
으로 대학부설 영재원이 교육청 영재원과 구별되는 제도다.
사사교육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주제를 정해 탐구를 수행하
는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탐구능력 신장이 이루어진다.
매해 27개 영재원에서는 대표적인 연구 성과들을 제출하고
이를 발표, 평가하는 기회를 공동으로 제공하는데 이는 과
학자들이 수행하는 학술대회와 유사하다. 영재 학생들은
연구의 기회를 넘어 발표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증 받는
과정을 포함한 탐구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된다.
‘문제해결능력’ 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정보· 자원을
활용하여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
며, 최종적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는 능력
을 말한다. 많은 과학 영재원에서는 선발 과정에서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평가하고 있으며, 문제해결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D
영재원에서는 창의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하며, G 영재원에서는 과학토론대회를 통해서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과 토론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융합능력’ 은 여러 분야를 결합하고 통합하여 새로운
분야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으로 과학, 수학에 인문과 기
술 등의 학문간 융합, 가상과 현실의 융합 등 유연한 사
고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최근 미래사회 변화의 과정에서 ‘융합능력’ 이 강조되는
것처럼 영재원에서도 다양한 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총 27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중 2곳은 융합
영재교육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H 영재원에서 실시하
는 ‘융합 의과학 프로그램’ 의 예를 들어보면, 의과학과 관
련하여 융합인재교육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and Mathematics, STEAM) 의 틀에 맞게 프로그램
을 구성하였는데, 과학 (Science) 에는 ‘우리의 몸은 무엇
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병든 적혈구, 아스피린 만들기’,
기술 (Technology) 에는 ‘미래의 희망, 바이오 인공 장기’,
‘의료 영상 처리 기술의 이해와 컴퓨터 프로그래밍’, 공학
(Engineering) 에는 ‘수술로봇을 움직여 보아요’, ‘의료기
기의 이해와 초음파 실습’, 예술 (Art) 은 ‘드라마「최고의
사랑」의 독고진의 심장’, 수학 (Mathematics) 으로는 ‘발바
닥 위치에 따른 강도 측정 그래프’, ‘생체신호 데이터 측정’
등의 프로그램들을 구성하였다.
다른 영재원에서도 전체 프로그램 중 20% 이상을 융합형
교육과정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다. 이에 G 영재원에서는
의과학 분야 운영으로 메디컬캠퍼스 (⃝⃝ 뇌융합과학원)
과 연계한 과학 융합 교육과정 운영하고 있으며, C 영재
원에서는 생활 주변에서의 물리량을 수학적으로 이해하여
아칭현상 발생 원리를 해하고 이를 응용하여 실용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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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다리와 터널의 모형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자기주도 학습능력’ 은 자신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하였고, I 영재원에서는 수원화성의 축조과정에서 사용된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학습하며, 자신의 성과에

녹로, 거중기 등에 포함된 과학기술, 과학적으로 축조된

대한 피드백을 통하여 역량을 계발하는 능력이다. 학생들이

성곽건물에 사용된 과학과 예술, 기술과 공학 등 다양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역할이 중요한

분야를 고려한 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여러

데, 영재원에서는 이러한 ‘자기주도 학습능력’ 을 신장시킬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분야가 결합되어 구성되어 있어 겉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로 보기에는 융합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적합하다고 볼 수

주어진 교육과정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일부 영재원

있지만, 소재가 병렬적으로 제시되는 수준에 그쳐 융합에서

에서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기도 한다.

요구하는 유연한 사고, 새로운 가치 창출에는 부족하다.

F 영재원에서는 교육과정의 큰 틀을 구성하고, 학생들이

인지적 역량군의 여러 역량에 대한 예를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의 수강신청과 유사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영재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은 전반적으로 모든 역량

자율선택형 모듈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들과 관련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의 제목과 목적에 명시적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으로 제시된 것은 주로 ‘기초 및 전문지식’ 과 ‘탐구능력’ 이

되고 스스로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관련되어 있다. ‘창의력’ 이나 ‘과학적 사고력’ 은 프로그램을

된다.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육되기도 하지만, 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동기강화와 도전’ 은 활동에 적극적인 동기를 갖고 임하
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굴의 의지로 난관을 극복하고

실제로 영재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여러 종류의 인

자신의 계획을 적극적· 진취적으로 추진하는 능력을 말한다.

지적 역량들이 연결되어 있다. 과학의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과학연구는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계속되는

‘기초 및 전문지식’ 이 필요하며, ‘창의력’ 과 ‘문제해결능력’

좌절을 겪는다. 따라서 계속 연구할 수 있는 도전정신을

은 융합되어 ‘창의적 문제해결력’ 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함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영재원에서의 교육은 100

탐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사고력’ 이 사용되기도

시간 내외로 1년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 동기

한다. 즉, 명시적으로 역량이 드러나지 않은 프로그램에

를 강화하고 도전정신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많은

서도 교육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역량들이 교육될 수

영재원에서는 학생들의 성과물을 서로 공유하고 발표하는

있다. 그러나 교육은 그 목적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장을 마련하고 우수 과제에 대한 평가 및 시상을 통해 도전

그 성과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역량별 특화 교육

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의사소통능력’ 은 프레젠테이션 � 협상 � 교섭 등을 통해
타인이 자신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도록 하고, 의사결정시

2) 비인지적 역량군

자신의 견해를 반영하게 하는 능력을 말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도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

‘비인지적 역량군’ 은 ‘과제 집착력’, ‘자기주도 학습능력’,

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동기강화와 도전’, ‘협업능력’, ‘리더십’ 등으로 구성되었

존중하는 ‘의사소통 역량’ 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과학과

다. ‘과제 집착력’ 은 어떤 한 가지 과제 또는 영역에 자신

교육과정에서는 과학적 문제 해결 과정과 결과를 공동체

의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특성을 말하며 렌줄리의 세 고리

내에서 공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개념 정의 중 하나이다. ‘과제 집착력’ 은 영재의 특성이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며 조정하는 능력으로 ‘과학적 의사

가장 잘 드러나는 요인이기 때문에 많은 영재원에서는 선발

소통능력’ 을 포함하고 있다.

과정에서 과제집착력이 잘 드러났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J

영재원에서는 다양한 탐구활동을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

영재원에서는 선발 과정에서 추천서를 통해 과제 집착력을

서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의

평가하고 있으며, K 영재원에서는 2차 전형에서 수업관찰을

토론 활동과 발표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자율탐구와 같은

통해 학생의 과제 집착력을 평가하고 있다. ‘과제 집착력’ 을

프로그램은 과학자들이 수행하는 학술대회 발표와 유사하게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일회성의 프로그램보다는 장기간동안

포스터 발표 또는 구술발표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루어지는 활동이 필요하다. 많은 영재원에서 탐구능력

사사교육에서는 학생들의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작성하는

신장을 위해 진행하는 자율 탐구대회는 수개월동안의 긴

과정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많은 영재원에서는

시간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과제 집

탐구보고서 작성 방법, 발표방법, 논문작성 방법 등과 같은

착력이 잘 드러난다.

과학적 의사소통의 방법을 익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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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및 시사점

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며, 다양한
사람들과 동일한 목표에 관한 일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근대에는 한명의 과학자의 노력에 의해서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여러 과학자들이
집단을 이루어 협업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집단 지성이 매우 중요해졌고, 영재교육에서는
집단창의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22]. 학교에서
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탐구 활동들은 여러 명이 모둠을
이루어 진행을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협업 능력이
요구되며 또한 신장되기도 한다. 학교에서는 수준이 차이가
나는 여러 학생들이 모둠을 이루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기여하는 형태의 협업이 이루어지기 어렵지만, 영재교육에
서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모둠을 구성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협업이 가능하다. G 영재원에서는 학생들의
수업 중에 나타나는 협동심을 평가요소로 지정하여 진급 평
가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L 영재원에서는 교육과정 편성
기준에 협동심 함양을 강조하고 있다. 대부분의 영재교육
원에서는 자율탐구를 수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협업능력이
신장될 기회를 갖게 된다.
‘리더십’ 은 그룹 내�외부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여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며, 장기적 목적을 제시함으로써 구성원이
공동목표를 가지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다.
개인적인 역량이 중요하던 시대에는 리더십이 강조되지 않
았지만, 최근에는 협업능력과 함께 리더십이 집단지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많은 영재원에서는 선발 과정에서 리
더십을 평가하는데, M 영재원의 경우 학부모관찰기록지에
서 ‘리더십 관련 체크리스트’ 를 포함하고, 면접평가에서는
2인 이상의 교수가 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활동 중에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협업과정에서 리더십이
발현되기도 하지만, 정규 프로그램에서 리더십 함양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다. N 영재원의 경우 인성 프로그램에서,
O 영재원에서는 입문교육 프로그램의 과학의 본성 학습과
정에서, P 영재원에서는 기업가 정신 교육 프로그램에서
리더십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인지적 역량군의 역량과 마찬가지로 비인지적 역량군의
역량들은 과학교육영재원에서 진행하는 활동 속에 내재되어
교육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에서 비인
지적 역량은 인지적 역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강조되고
있으며, 그 결과 비인지적 역량의 신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소양교육 차원에서 일부 이루어지는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사회를 살아갈 과학 영재들의 육성을
위한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을
대상으로 미래 영재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학생에 대한 과학 영재
핵심 역량은 기초 및 전문지식, 창의력, 과학적 사고력, 탐구
능력, 문제해결능력, 융합 능력 등의 인지적 역량군과 과제
집착력, 자기주도 학습 능력, 동기 강화 및 도전,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리더십 등의 비인지적 역량군으로 규정할
수 있다.
둘째, 과학 영재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영재원의 교육을
분석하였을 때, 인지적 역량군, 비인지적 역량군의 여러
역량들이 모두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각
역량들이 고르게 교육되지 못하고 일부 역량에 집중된 교
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초 및 전문지식’ 이나 ‘탐구능력’
등의 신장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된 예가 가장 많이
발견되었고, 다른 역량들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적거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조적으로 교육될
수 있도록 구성된 경우가 많았다. 특히 비인지적 역량군의
역량들은 소양교육 차원으로 진행되는 일부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영재원 교육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부설 과학교육영재원의 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구성에 대한 논의이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현재 영재
교육의 표준 교육과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영재원별로 자
체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영재원에서는 교육과정의 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특정
영역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들이 높은 비율로 구성되기도
한다. 내용 중심의 교육과정의 구성에 한계가 있다면,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구성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이미 영재원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과학 영재 핵심
역량과 연결될 수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역량별, 혹은 역량군별 교육 비율에 대한 연구를
통해 영재원의 교육 방향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역량별 특별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된 논의이다.
현재 영재원의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수행하는
자율탐구를 제외하면 대부분 ‘기초 및 전문지식’ 과 ‘탐구능
력’ 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인지적 역량군의 다른 역량들이나
특히 비인지적 역량군의 역량들은 교육과정 속에서는 명시
적으로 강조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영재원에서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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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묵시적으로 역량의 신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교강사의 의도에 따라 그 성과가
유동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동안 강조되지 못했던
역량들의 신장을 목적으로 규정한 특별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온라인 교육의 가능성 확대에 대한 논의다. 앞에서
일부 역량들에 제한된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비인
지적 역량군의 역량을 포함하여 다른 역량들이 덜 교육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특별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런데 특정 역량들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과학 영재 역량들 중에서 이들 역량이 더 중요하고 더 많은
시간동안 교육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덜
강조된 역량들은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온라
인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미
온라인 공개수업 (Massive Open Online Course, MOOC)
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온라인 교육이 새로운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영재원에서도 온라인으로 교육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활용하고, 영재원에서
는 오프라인 교육에서만 계발될 수 있는 역량들을 중심으로
교육된다면 그 효과가 높을 것이다. 이는 최근 영재교육
관련 예산의 감소, 학생수 감소,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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