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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공동·온라인 선(先)교육과정 성료
- 지역불균형 해소 및 잠재영재 대상 과학영재교육 기회 확대 - 새로운 과학영재교육 모델의 긍정적 효과와 가능성 엿보여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

,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조율래, 이하 ‘창의재단’)은 지난 3개월간(’22.

시범 운영하였던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공동· 온라인 선(先)교육과정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

6~8월)

본 과정은 과기정통부 지정 전국 27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들의
포괄적 협력을 통해 초·중학생들의 과학영재교육 접근 기회를 보다 넓히기
위하여 금년 새롭게 마련 및 시범 운영되었으며,

ㅇ 당초 수강을 희망하는 초·중학생 1,000명을 선착순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접수 첫날 모집 인원을 훌쩍 넘어서는 인원이 접수됨에 따라, 학생들의
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모집 인원을 3,000명으로 확대 추진하였다.

□ 금년도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공동 온라인 선
·

(先)교육과정

시범운영

결과, 다양한 긍정적 효과 및 결과가 관찰되었다.

ㅇ 첫째, 그간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등의 접근에 어려움이 있었던 도서·
벽지 등에서도 다수 학생이 신청·접수하는 등 열정에 가득찬 초·중학생들의
과학영재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 확대에 일조하였다.
ㅇ 둘째, 무상으로 제공되는 온라인 교육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절반에 가까운
최종 이수율(46.9%)*을 달성하는 등 참여 학생들의 과학 영재교육에 대한
높은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 3개월간 과정을 듣고, 퀴즈, 과제 제출 등 全 과정을 성실히 수행한 학생 대상 이수증 발급
※ (참고) K-MOOC 강좌 이수율: 23.9%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K-MOOC(한국형 공개 온라인 강좌)의 현황과 개선과제」, ’20.11.｣

ㅇ 셋째, 참여 학생들의 86.6% 가 본 과정에 대해 ‘매우만족’ 또는 ‘만족‘
한다고 응답하였고, 82.4%가 ’향후에도 기회가 되면 또 참여하고 싶다‘ 고
응답하는 등 자기주도적 학습성향이 큰 과학영재들의 역량 계발을 지원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었다.
※ 다수의 온라인 튜터도 도입함으로써, 과학영재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 지원

ㅇ 넷째, 일부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안동대 등)은 본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을 ‘23학년도 입시에서 우선 선발할 계획으로, 보다 혁신적인
선교육 후선발 체계로의 움직임을 지원하는 효과를 엿볼 수 있었다.

□

본 과정 최종 이수자에게는 이수증 발급 및 ‘23학년도 과기정통부 지정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입학 시 본 과정 이수 시수를 인정할 예정이며*,
우수 이수자에게는 8월 말부터 진행되는 창의디자인캠프** 참가 자격이
부여된다 .
*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홈페이지 입시안내(http://www.gifted.ac/)’에서 ‘23학년도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모집 요강 확인 가능
**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토의·토론 및 실습 위주의 과학영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 캠프

ㅇ 또한, 금번 개발된 우수 콘텐츠는, 올해 12월 개최 예정되어 있는 ’2022
과학영재교육 페스티벌(가칭)‘에서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하여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창의재단 조율래 이사장은

“전국

27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공동의

노력으로, 희망하는 초‧ 중학생의 과학영재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가 확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ㅇ

과정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과기정통부 지정 27개 대학부설 과학
영재교육원이 공동으로 노력해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잠재영재를 적극 발굴하고 이들의 꿈이 힘차게 커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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