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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 교원의 선발 확충 지원에 관한 과제 탐색
장경혜

박창언

요약

이 연구는 영재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선발 확충 지원에 대한 현황
과 그 과제를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여기서 다룬 주요 문제는 초등은 신임 강사 지원 비율
이 낮고 담당 교원이 노령화되고 있으며 중등의 경우 영재강사 모집 인원에 비해 지원율과 확보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영재 교육 담당 교사들은 일반 학교에서의 수업과 업무는 기본이고 여러 영재교육
업무로 상당한 체력의 고갈과 시간의 부족에 시달리며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따른 논
의 결과 영재교육 담당 교사들이 자긍심과 보람을 지니고 열정적으로 영재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수
업 시수 경감이나 강사료 조정 자체적 연구회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현직 교사 외에도 전문성을 갖
춘 강사 초빙 금요일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한 수업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개선과 보완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전문성 신장을 위해 영재교육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 편성하고 일반 교육과 영재교
육의 상호 작용을 통해 영재교육의 긍정적 인식과 결과까지 가져온다면 우리 교육의 질이 전반적으
로 향상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핵심어

영재교육 자격 규정 교원 확충 지원 방안 교원 연수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status and tasks of selecting, expanding, and supporting the
gifted teachers to efficiently manage the gifted education. This study addresses that the ratio of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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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new teachers is lower and the current teachers are aging in primary school. In addition, it points out
that the ratio of new teacher applications and teacher acquisitions compared to the number of teachers hired
for middle school were lower. The gifted teachers are basic in their classes and work at regular schools,
and they suffer from considerable exhaustion and a lack of time because of other gifted work. As a result
of these discussions, it has shown the need for substantial improvement and supplementation such as school
hours reduction or reinforcement adjustment, complete support for research society, invitation professional
teachers other than current ones, and friday after school classes for the gifted teachers should be
encouraged to work passionately.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if the positive perception and results of
gifted education from the interactions between general education and gifted education be formed, and the
education programs for gifted teachers be expanded, they will also contribute to the overall improvement in
the quality of our education.
Keywords : Gifted education, teacher certification, teacher expansion, support, teacher training

서론
공교육에서 영재교육을 시작한 지

년을 맞는 사이 영재교육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하

고 있다 제 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은 영재교육기관 특성화 영재교육기관 운영 개

선 영재교육의 연속성 확보 영재교육 담당 교원 전문성 신장 영재교육 지원 체제 정비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제차

은 꿈 끼를 키우는 영재교육 기회 확대 영재교육 기관 운영 내

실화 수요자 중심의 영재교육과정 제공 우수 교원 확보 지원 강화 안정적인 발전 기반 구축 을
추진 과제로 세웠다
면

차 계획이 영재교육의 체제를 확립하고 양적 기반의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차 계획은 영재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내실화에 중점을 둔 것이다
그러나 지역별 소속기관별 영역별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실제 영재교육의 현장에서는 과거에

비해 담당 교원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큰 고충이 되고 있다 교육의 본질이 학생의 성장에 유
의미한 장을 마련하는 것 으로 볼 때 그 중심에는 전달자와 코치로서 전문성을 지닌 교사가 꼭 필
요하다 특히 타고난 잠재능력을 지닌 영재들은 인지적 정서적으로 일반 학생들에 비하여 여러 차
이가 있기에 영재교육 담당 교원에게는 고도의 전문성이 더욱 요구된다 그러므로 전문적 역량과
열정을 갖춘 교원이야말로 영재교육의 결정적 역할을 함은 틀림없기에 영재교육에 있어 가장 중
요한 담당 교원 확충의 불안정성은 결국 영재교육의 위기에 직결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그간의 영재교육 논의에서 간과되었으나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되는 영재
교육 담당 교원의 선발과 확충 지원 방안 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재교육 담당 교
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먼저 확인하고 현장에서 영재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와 행정가
를 인터뷰하고 관련 자료를 참고로 현황을 정리하며 그 개선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자격 규정
영재교육진흥법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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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 진흥법」의 ‘제5장 영재교육기관의 운영’에는 담당 교원·강사의 임용에 대해 다음
과 같이 정하고 있다[1]. (교·강사 부분만 발췌)

제26조(영재교육원에 두는 교원의 임용) ①영재교육원의 교원으로 원장 및 강사를 두되, 그
임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원 교원 임용권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해당 분야에 특수한 능
력을 보유하고 있어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영재교육원에 강사
로 임용할 수 있다.

[별표 1]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기준(제25조 관련)
구분

임용기준

영재학교
교사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중등학교 정교사자격증을 가진 자
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영재학급
담당교사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자
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소정의 연수과정
을 이수한 자

[별표 2] 영재교육원에 두는 교원의 임용기준(제26조 제1항 관련)
구분

임용기준

강사

1.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자격
증을 가진 자
2.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3. 영재교육원에서 담당예정인 영재교육분야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자

[별표 3]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기준(제27조 제1항 관련)
구분

임용기준

교과담당
강사

1.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자격
증을 가진 자
2.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3.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에서 담당예정인 영재교육분야 관련 학사 학위를 가
진 자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에서 영재학교는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에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
수한 자로 영재학급의 경우는 초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에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로 규정
하고 있다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경우 일정 시수의 연수를 이수하면 영재교육을 담당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과정으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이 측면은 일반교육 담당교원
과의 형평성 문제 직전 교사교육에서 교원자격을 취득할 방법이 없는 문제
령

영재교육진흥법시행

제 조에 규정된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교육 및 연수 등 과의 관계 정립의 문제 등이 발생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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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의 규정

구체적인 현장의 예로, B 교육청의 경우 2018학년도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지원 자격과 선정 기준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3].
지원 자격
◦ 영재교육 직무연수(30시간 이상, 영재교육진흥원, KEDI 등 영재교육 연수기관
에서 개설한 출석 또는 원격연수)를 수료하였거나 1년 이내에 수료 가능한 초
ㆍ중등 교사로서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 기타 영역별 전문가 또는 영재교육 학습지도 능력이 뛰어난 자
강사 및 담임 선정 기준
◦ 영재교육원별로 선정기준 마련
◦ 강사 수
- 영재교육원：학급 당 4명 이상

- 고등학교영재학급：3∼4명

◦ 평가항목：영재교육 직무연수 이수실적, 강사 경력, 강의계획서 및 교수ㆍ학
습 지도안 심사, 학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현황 분석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현황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지원 현황
실제로

년도 한 교육지원청의 영재교육 담당 교원 지원 및 확보 상태는 다음과 같다

표

284

학년도 영재 담임 및 강사 확보 지원 현황

영역

학급수

강사

담임

수학
과학
정보
창작
발명
계

8
6
4
2
18
20

32
24
8
8
8
80

8
6
4
2
9
20

초등과정
강사(담임포함)

교육경력(25년~)

강사경력(7년~)

2017년 강사

11
8
3
4
3
29

11
8
4
4
2
29

28
21
7
8
7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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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학년도 영재 담임 및 강사 확보 지원 현황

영역

학급수

과학
수학
창작
발명
계

6
6
3
3
18

담임 확보
중학교 고교
4
2
5
1
3
3
15
3

계
6(4)
6(2)
3(3)
3(4)
18(13)

중등과정

중학교
9
8
8
8
33

( )안은 최초 지원자 수

강사 (담임 포함) 확보
고교
대학
계
5
0
14(8)/24
8
1
17(12)/24
2
2
12(12)/12
2
0
10(7)/12
17
3
53(39)/72

영재교육 담당 교원과의 인터뷰
이번 월 중순 부산과 경남 중심의 현장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몇몇 교사들을 대상으로 영
재교육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간단히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요 질문은 영재교육
담당 교과와 경력 영재교육 지원 동기와 선발 과정 영재교육 관련 교원 연수 프로그램 이수 내
역 영재교육 담당교원으로서의 보람과 어려움 희망하는 지원책 등이었다
(A교사 - 중등 창작 영재 10년째 지도 중, 교원 연수도 5회 진행)
영재교육진흥원에서 기초와 심화 연수 받음/ 새로운 교수법의 적용이 가능해서 영재 수업에
보람을 느낌/ 초기엔 ‘엄격한 연수, 시험, 과제’에도 불구하고 승진 예정자들의 지원이 몰렸
으나 요즘은 미달 현상으로 권유와 추천 동원/ 현장에서 과외의 일로 간주하는 시각과 업무에
대한 부담, 승진 가산점과 강사비에 메리트를 못 느끼는 추세/ 수업 경감의 혜택은 강사 채용
으로 이어질 것이고 업무 전가가 되어 오히려 동료 교사에게 누를 끼칠 것, 학급 수 감소로
수업은 줄었지만 업무가 더 늘어서 현장이 더 힘든 상황/ 협의회비의 책정이 줄어서 교사 간
교류 또한 감소
(B교사 - 초등 과학 영재 2년째 지도 중)
영재 업무 담당자를 맡으며 영재 교육에 관심이 생김/ 온라인 연수를 받았는데 공부에 도움은
되었지만, 지식 전달 위주의 단편적 연수라 아쉬웠음/ 영재 학생들의 창의성과 높은 흡수력에
놀라고 보람을 느낌/ 영재 학급 수가 줄어들어 교육 참여 기회가 줄어듦/ 일반 학교 현장에
영재교육에 관한 구체적 정보 및 교육 자료 보급이 미흡하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연수 추
진이 필요
(C교사 -중등 발명 영재 2년째 지도 중)
창의적 수업을 위해 지원하여 연구 내용을 일반 수업에도 적용하며 보람/ 원격으로 영재 교원
연수를 받겠노라 서약 후 활동 시작/ 미술 전공으로 발명 디자인 수업을 맡았는데 담당 학생
이 20 명이라 개별 지도에 어려움이 많아 교사가 더 필요/ 실제 창의성과 영재성이 없는 학생
들도 간혹 있어서 지도에 어려움/ 일반과 영재, 두 가지의 과다한 업무로 체력적 한계를 느낌/
교사의 외부 활동을 반대하는 학교들도 있어서 인식 전환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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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교사 - 중고등 화학 영재 15년째 지도 중, 과고·영재원·영재 학교 등 두루 담당)
영재 교육 초기에 마음 맞는 교사들과 팀을 구성하여 영재 교육 시작/ 영재교육진흥원과
KAIST, 영재학교 등에서 기초와 심화, 전문 연수 등 400 여 시간 연수 받음/ 연구와 탐구의
지원이 풍성하고 원하는 대로 새로운 방식의 수업을 할 수 있는 보람/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비교적 자유롭게 수업 편성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초중등 교육법의 적용으로 여러 제약이
따르는 경우는 어려움이 많음/ 학급 축소에 따라 교사 인원도 줄어서 갈수록 업무 과다/ 다른
어떤 지원보다 실험 조교 등의 인력 증원이 절실함
(E교사 - 초등교사, 영재교육 박사 과정 전공 중)
7~8년 전 영재 교육 교원 선발에 몇 번 지원했으나 승진 가산점이 필요한 많은 교사들이 지
원하여 기초 연수조차 받을 수 없었음/ 이후 영재교육을 연구하며 일반 학교 현장에서 창의적
인 교수법을 실행하고 있음/ 양적 팽창으로 가는 현실이 안타까우며 올바른 동기 부여가 우선
되어야 할 것임

영재교육 담당 교원 확충의 문제
앞서 영재교육 담당 교사와의 인터뷰에서 살펴보았듯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사들의 인식과
교육 여건들도 바뀌고 있다 통계 예시로 제시한 한 교육청의

년도 영재교육 담당 교원 확충

현황이 다른 지역들과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상당 부분 현장의 모습을 많이 반영한다고 볼 수 있
다 초등의 경우 비교적 강사 충원이 잘되는 편이지만 담당 교원이 노령화되고 있으며

년에

새로 강사로 선정된 수는 명

가 작년과 동일한 강사 에 불과하며 중등의 경우 영재강사 최

초 모집인원

명 확보로 지원율

명 중

명 지원

확보율

에 그치고 있다 지역별 소

속기관별 영역별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영재교육의 현장에서 과거에 비해 담당 교원의 지원이 갈
수록 부족한 것은 영재교육의 근간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영재 교육 담당 교사들은 일반 학교에서의 수업과 업무는 기본이고 교구 및 자료 개발 봉사
활동 실험 연수 수업 컨설팅 각종 심사 연수 대회 준비 인솔 워크숍 참가 지역 및 전국단위
교사연구모임 영재 캠프 등으로 상당한 체력의 고갈과 시간의 부족에 시달리며 업무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이것은 결국 토요일 수업이 진행되는 영재교육에 대한 부담을 초래하며 지원을 꺼리거
나 중도 이탈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지난해

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 교사 교장 교감 원감

대학교수 등 교원 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보면

과거보다 어려워졌다 고 답했다 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는 응답자의

천

명 가 학생생활지도가
가 매우 어려워졌다 고

호소해 교사들이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제지하고 가르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다[4] 이를 통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역시 전문적인 지식 전달 외적인 부분인 영재의
인성 지도 면에서도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영재의 인지 및 사회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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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를 만족시키는 교육을 전개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영재에 대한 이해 및 지도하는 교과에 대한
전문성이 요청될 수밖에 없다 이 때 영재의 인지 및 사회 정서적 요구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부적
절감 전문가로서의 자신감 상실 무력감을 느낄 경우 영재 교사들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것은 교사 개인의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조직 더 구체적으로 학생의 교육에 부정
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것까지 연결된다[5]
또한 학생 수의 감소에 따라 오히려 업무 부담은 늘어가는 일반 학교의 현장이 열정과 헌신을
다하는 영재교육 담당 교사들로 하여금 눈치 아닌 눈치까지 감당해야 하는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
는 실정이다 해마다 신임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지원 부족은 물론이고 기존의 영재 교육 교원까
지도 점점 빠져나간다면 영재교육의 위기는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영재교육 담당 교원 선발의 개선 방안
선발 및 확충의 개선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확충은 지역별 영역별 차이도 존재하지만 초등보다 중등이 영재교육원
보다 영재학급이 더 어려운 추세이며 이는 갈수록 악화될 전망이다 영재교육의 기회 제공은 늘어
나는 상황에서 정작 교육을 담당할 교원의 확충은 어려우니 제도적인 부분부터 다시금 손질할 부
분과 개선할 부분을 곰곰이 검토하고 실행해야할 것이다
B 교육청은 아래와 같이 영재교육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음을 2018 영재교육 기본계획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표

연도별 영재교육 대상 학생 선발 현황
년도

2016

2017

2018

2019

2020(예정)

영재교육원

14

14

14

14

14

영재학급

30

46

53

60

60

소계

44

60

67

74

74

총 학급수(개)

296

347

369

384

391

대상인원수(명)

5,685

6,475

6,805

7,030

7,135

초ㆍ중ㆍ고 학생수 대비 비율(%)

1.58

1.95

2.05

2.13

2.15

구분
영재교육기관
(개)

영재교육 수혜율은 올해
기관

학급 강사

까지 늘었으며 이에 따라

여 명 담임

학년도 영재교육 담당교원으로

명 포함 확보를 계획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영재교육 담

당 교사의 확충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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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교육지원청에서도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확충을 위해 고심하며 해결안을 두루 찾고 있는
것을 담당자에게 확인할 수 있었다 담당 교사의 업무 경감이나 수업을 위한 자료 보급 인센티브
강구 강사 요건 완화 등 지역영재교육원 운영 개선방안을 위해 깊이 있게 다각도로 논의되는 부
분들에 대해 실효성 높은 해결책 찾기를 기대한다
또 전국 단위의 영재교육 지원 기관이나 기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영재교육 전반을 기획하며
이끌고 독려할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부 내에 국가 영재교육을 전담하는 국장급
의 영재교육 전문가를 배치하고 있는 싱가포르 사례와는 극히 대조적으로 우리나라 교육부의 영
재교육 전담부서는 규모와 운영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6]
영재교육 담당 교사들이 자긍심과 보람을 지니고 열정적으로 영재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수업
시수 경감이나 강사료 조정 자체적 연구회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수요자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의 실질적인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 덧붙여 영재교육을 금요일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한다
든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현직 교사 외에도 전문성을 갖춘 강사초빙을 고려할 수 있을 것
이다
영재교육 담당 교원으로서 현재 어떤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에서 강사료가
명

로 가장 많았으며 승진가산점이

명

전보가산점이

명

해외연수가

명

으로 나타났다 영재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
이다 특히 인센티브 중에서도

의 교사들이 강사료의 상향조정을 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7]

무엇보다 현장의 교사들이 실제 원하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해결 방안에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원에 대한 보완
대부분의 영재교육 담당 교원들은 열정과 헌신에 가득 차 있지만 때론 전문성 신장에 대한 부
담을 크게 안고 있기도 하다 인지적인 영역은 물론이고 영재교육 담당교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학생을 이해하는 교육 관점을 북돋울 수 있도록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서 정의적 영역의 강화와 보
완이 더욱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정의적인 자질의 경우 개인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이는 쉽게 변화
되지 않는다 따라서 교사의 철학적 이해와 사명감의 정의적 자질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연수의 개발이 필요하다[8]
또 현장 경험이 풍부한 영재 교육 담당자가 멘토링과 코칭을 활용하여 현장 중심의 내용으로
교원 연수의 방법론적 접목을 시도한다면 영재교육에 대한 사명감과 더불어 자신감을 향상시키며
학생을 이해하는 교육 관점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년의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교원들은 교사 전문성 향상에 미친 긍정적 효과가
가장 큰 교육내용으로 창의성 및 창의성 신장 교수 학습 방법론 을 들고 있다 이는 곧 지금까지의
영재교육 연수가 일반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도 적용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력 및 문제해결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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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방법을 이해하고 숙달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다는 교사들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9]
영재교사를 통해 학교와 학교 밖의 영재교육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단위 학교 영재 학급에
서의 장점 학생 관리 용이 정규교육과정과 영재교육의 연계 학생의 특성 파악 등 이 영재원으로
전달되고 영재원의 장점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 새로운 영재 교수 학습방법 영재 자료 등 이
학교로 돌아간다 이러한 선순환은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영재 교사에게 학교와 영재원은 더 이상
별개의 곳이 아니다[10] 이를 보면 일선 학교 일부에서 영재교육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담당 교
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기보다는 오히려 격려하는 분위기로 전환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 일반
교육과 영재교육의 상호 작용을 통해 영재교육의 긍정적 인식과 결과를 가져옴은 물론이고 우리
교육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결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 는 말처럼 훌륭한 영재 교육 교원의 양성은 차 산업
혁명 시대를 이끌 영재들을 기르는 데 필수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변인이다 그러나 영재교육의 내
실화를 도모하는 시점에서 가장 기본적 요소인 영재교육 교원 확보 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타
까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재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담당 교원 확충의 불안정성이 결국 영재교육의
위기에 직결될 수밖에 없음에 주목하고 구체적인 현황과 개선 방안을 고찰하였다 지역별 소속기
관별 영역별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실제 영재교육의 현장에서 과거에 비해 담당 교원의 확보가
부족한 것은 영재교육의 근간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먼저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살피고

교육청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영재교

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와 행정가의 인터뷰와 관련 자료를 통해 실정을 정리하였다 초등의
경우 비교적 강사 충원이 안정적이지만 신임 강사 지원 비율이 낮고 담당 교원이 노령화되고 있
으며 중등의 경우 영재강사 최초 모집인원에 비해 지원율

확보율

에 그치고 있다

영재 교육 담당 교사들은 일반 학교에서의 수업과 업무는 기본이고 여러 영재교육 업무로 상
당한 체력의 고갈과 시간의 부족에 시달리며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이것은 결국 토요일 수업이
진행되는 영재교육에 대한 부담을 초래하며 지원을 꺼리거나 중도 이탈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
실이 되고 있다
이에 교육지원청에서도 다각도로 해결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단위의 영재교육 지원
기관이나 기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영재교육 전반을 기획하며 이끌고 독려할 수 있는 구심점이 필
요하다고 본다 그리하여 영재교육 담당 교사들이 자긍심과 보람을 지니고 열정적으로 영재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수업 시수 경감이나 강사료 조정 자체적 연구회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수요자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의 실질적인 개선과 보완이 절실하다 덧붙여 영재교육을 금요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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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후 시간을 활용한다든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현직 교사 외에도 전문성을 갖춘 강사초빙
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전문적 신장을 위해 영재교육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 편성하여 인지적 정의적 영
역이 균형 있게 갖추어지도록 지원할 수 있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영재 교육 담당자가 멘토링과
코칭을 활용하여 현장 중심의 내용으로 교원 연수의 방법론적 접목을 시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이다 또 일반 교육과 영재교육의 상호 작용을 통해 영재교육의 긍정적 인식과 결과를 가져옴은
물론이고 우리 교육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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