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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과학영재”는 1980 년대 새롭게 등장한 정체성이었다. 과학영재는 국내의 고급 

과학교육기관이었던 과학고와 한국과학기술원이라는 두 기관을 통해 양성되었다. 

이들 기관은 한국의 과학자 사회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1990 년대 초 소설과 

수기, 드라마 등 다양한 대중매체에 등장할 정도로 확고한 위상을 확보했다. 

지금까지 한국의 과학영재교육은 문교부로 대표되는 교육 행정부처와 과기처로 

대표되는 과학기술 행정부처에 의해 수행됐다. 따라서 한국 과학영재교육의 기원을 

다룬 기존 연구들은 문교부 또는 과기처라는 각 부처 중심의 서술을 통해 

과학영재교육의 시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 측면을 간과했다. 

첫째로, 기존의 연구들은 두 부처 중 한쪽만을 중심으로 영재교육정책을 

파악하면서 전체 맥락을 놓쳤고, 그로 인해 개별 부처의 기관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역사 서술을 반복하게 되었다. 실제로 두 부처의 영재교육 정책은 독립적으로 

만들어지고 시행되었다. 따라서 과학영재교육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려면 두 부처의 

독립적인 정책을 함께 보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두 부처의 정책은 

독립적으로 시행되었음에도, 영재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논리부터 과학고의 설치와 

같은 실천 계획까지 그 내용은 상당히 비슷하다. 그 이유는 두 부처의 

영재교육정책에 같은 교육학자들이 관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부처 중심의 

서술에서 벗어나 교육학자들이 과학영재교육이라는 구상을 어떻게 한국에서 

제안하게 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세 번째로, 선행 연구들은 과학영재교육 

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에 집중하면서 계획이 실제로 수행될 때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했다. 문교부의 경기과학고등학교 설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행위자는 경기도교육청이었고, 과기처의 영재교육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곳은 

한국과학기술원이었다. 또한, 영재교육 계획의 배경과 실천에는 정연태와 이군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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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개별 행위자들의 활동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두 부처의 

계획으로 단순화시킬 수 없다. 따라서 계획의 수행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두 

부처 계획의 실행 단계에 관여한 행위자들을 보아야 한다. 

본 논문은 미국에서 영재교육의 개념을 도입한 교육학자 정연태에 주목하여, 

1960 년대 말부터 1980 년대 초에 이르는 기간 동안 영재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한 교육학자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정부의 반응, 그리고 정부의 영재교육 

계획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우선, 과학영재교육 도입의 정당성에 대한 

교육학자들의 주장이 60 년대 후반 이래로 일관되었던 것에 비해, 70 년대 

중후반부터 “고급 과학인력”에 대한 국가의 인식이 변하면서 과학영재교육 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보였다. 두 번째로, 문교부와 과기처의 

과학영재교육 계획을 비교한 결과, 실제로 두 부처의 계획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 유사성의 배경에는 같은 교육학자들의 관여가 있었다. 세 

번째로, 두 부처의 과학영재교육 계획이 “고급 과학인력” 양성의 필요성이라는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각 부처가 안고 있던 내부적 요인이 서로 다른 

형태의 과학영재교육 체제를 구상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음을 보였다. 문교부 

영재교육정책 시행에 1969 년부터 지속해서 추진된 평준화 정책이 영향을 끼쳤다면, 

과기처에서는 1980년대 초반 예견된 한국과학기술원의 인력 수급 문제가 영재교육 

계획을 추진하게 된 큰 동기로 작용했다. 즉 두 부처의 영재교육계획은 같은 

배경에서 서로 다른 내부적 추진 요인을 통해 다른 방식의 계획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과기처와 문교부의 과학영재교육 체제가 연계를 맺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두 부처가 연계되는 한국 과학영재교육의 제도적 정착에서 

과학고등학교가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과학고등학교는 

과학영재교육에 대한 두 부처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두 부처가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이었다. 즉 과학고등학교를 통해 한국 과학영재교육의 

제도적 정착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이 연구는 한국의 과학영재교육 체제가 국가의 주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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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졌지만, 체계적이기보다는 우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설립되었음을 주장한다. 

한국 과학영재교육은 “고급두뇌의 필요성” 증대라는 큰 서사 아래에서, 문교부와 

과기처가 각자 맞닥뜨린 내부적 요인을 통해 구상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과학영재는 국가 주도의 산물로 정의되었으나, 또한 제도적 

정착이 가지고 있는 우발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경기과학고등학교는 그 구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보여주는 산물인 동시에 두 부처가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여지를 마련하는 공간으로써 주목받을 수 있다. 

이 연구는 과학영재교육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한국과학기술원과 과학고등학교 

등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은 1980 년대 과학기술 고급인력 정책의 형성을 다루었다. 

나아가 과학영재교육 체제의 설립 과정이 내포한 우연성(우발적 상황)을 드러내는 

작업을 통해, 1960 년대 이후 추진된 국가 주도의 과학기관 설립 과정이 항상 

체계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표제어 : 과학영재교육, 과학기술인력정책, 고급두뇌, 20 대 박사, 

경기과학고등학교, 한국과학기술대학 

학번 : 2015-2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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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는 꿈을 쏘아 올렸다.”1 

 
1994 년 출간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생들의 수기 『노벨상을 

가슴에 품고』에 실린 김형신의 회고는 이런 제목으로 시작된다. 살림이 

넉넉하지는 않은 가족의 5 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그는 과학자의 꿈을 

안고 당시 새롭게 설립된 경기과학고등학교의 첫 번째 신입생으로 

입학한다. 2 년 후 그는 대전에 신설된 한국과학기술대학(KIT, 이하 

과기대로 서술)의 첫 번째 신입생으로 입학하여 전산학을 전공한다. 그 뒤 

국가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영국에서 인공위성 통신공학을 공부한 김형신은 

한국 최초의 인공위성인 우리별 1 호의 제작에 참여하여 주 컴퓨터와 보조 

전원부의 개발을 담당했다. 우리별 1 호와 2 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된 

이후에는 한국과학기술원의 인공위성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며 

인공위성의 운영을 맡았다.2 

일견 평범한 과학자의 성공 서사로 보이는 김형신의 이야기에서는 전 

세대와는 한 가지의 차이점이 발견된다. 그것은 그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한국에서 마쳤다는 점이다. 김형신이 다닌 학교들이 과학인력을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한국 정부가 설립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김형신의 

이력은 ‘조국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해외에서의 생활을 접고 귀국한’ 전 

세대의 과학자들과는 달랐다. 김형신이 수학한 경기과학고등학교와 

과기대는 1980 년대 신설되었으며 그는 이 학교를 졸업한 첫 번째 세대였다. 

“선배 없는 고등학교에서 다시 선배 없는 대학으로” 진학했다는 김형신의 

표현은 한국에서 새로운 과학자 양성 체계가 등장하는 순간을 잘 

                                       
1  김형신, "우리는 꿈을 쏘아 올렸다”, 『노벨상을 가슴에 품고』 (서울: 동아일보사, 1994), 

185 쪽. 
2  우리별 1 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인공위성연구센터, 『우리는 별을 쏘았다: 우리별을 

쏘아올린 젊은 천재들의 도전과 야망』 서울: 미학사, 1993), 참조. 김형신은 현재 

충남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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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고 있었다.3 

이러한 양성 체계를 거친 사람들은 김형신뿐만이 아니었다. 1993 년 

말과 1994 년 초, 반년 남짓한 기간 동안 연이어 출간된 세 권의 책은 

‘과학영재’로 불리게 될 새로운 집단의 등장을 예고했다. 한국과학원을 

다룬 소설 『과학원 아이들』을 시작으로 한국과학기술원을 거쳐 간 

사람들의 수기 『노벨상을 가슴에 품고』와 서울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주인공인 소설 『과학고의 작은 거인들』에 이르기까지, ‘과학영재’들은 

연구실에서 밤새워 코피를 흘리며, “시약 냄새 지옥”에서 라면을 먹어가며 

자연이 제시하는 수수께끼에 도전하는 인물들로 묘사되었다. 4  그 노력의 

결과로 그들은 “단군 이래 가장 빠른 우리 컴퓨터”를 만들어내고 한국 

최초의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 5  나아가 이 이야기들은 

드라마를 포함한 대중 매체를 통해 재생산되며 이후 과학영재의 이미지를 

굳히는 데 기여했다. 6  그렇다면 과학영재란 누구인가? 그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왜 1980 년대 후반에 출현하게 되었는가? 현재 한국의 

과학영재교육 체제의 형성 과정뿐 아니라 과학고등학교와 카이스트로 

대표되는 과학자사회의 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과학영재의 기원을 밝히는 

이 질문들은 검토될 가치가 충분하다. 7 

                                       
3 김형신, “우리는 꿈을 쏘아 올렸다”, 186 쪽. 
4  이영섭, 『과학원 아이들』 (서울: 김영사, 1993), 오길록, 『노벨상을 가슴에 품고: 꿈많은 

동생, 조카들에게 보내는 체험적 개인고백』 (서울: 동아일보사, 1994); 김화영, 『과학고의 

작은 거인들』 (서울: 삼성출판사, 1994). 
5 오길록, 『노벨상을 가슴에 품고: 꿈많은 동생, 조카들에게 보내는 체험적 개인고백』, 201 쪽. 
6 일례로, 이영섭의 소설 『과학원 아이들』은 발간 두 달 만에 22 쇄를 찍으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며, 훗날 SBS 에서 방영된 드라마 『카이스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7 영재교육에 대한 정의와 그 범위는 연구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하게 구분된다. 즉 분야에 

따라서는 과학 교육 뿐 아니라 음악, 외국어, 예술, 체육 등의 과목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재를 위한 수월성 교육도 영재교육으로 포함될 수 있으며, 시대적 구분에 따라서는 고대 

그리스를 영재교육의 시작으로 보기도 하는 것이다. 한국 영재교육의 범위도 연구에 따라서 

삼국시대부터 해방 이후까지 다양한 시대적 편차를 보여준다. 이에 대해서는 전경원, 

『한국의 새천년을 위한 영재 교육학』 (서울: 학문사, 2003) 참조. 이 논문에서는 

시기적으로는 해방 이후 도입된 현대적인 의미의 영재교육에, 분야적으로는 과학계에서 

수행된 영재교육에 한정하는 의미로서 과학영재교육이라는 표현을 써서 논의를 진행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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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과학영재교육은 지금까지 문교부로 대표되는 교육 행정부처와 

과기처로 대표되는 과학기술 행정부처에 의해 수행됐다. 교육부가 발간한 

『교육 50 년사』는 한국에서 “영재교육”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80 년대 이후로서 1983 년 경기과학고등학교의 설립을 그 

시작으로 보고 있다. 8  특히 교육부는 과학영재교육을 평준화 시책의 

단점을 보완하는 영재교육의 수월성 측면에 집중하여 서술하였다. 한편 

과학기술부가 발간한 『과학기술 40 년사』는 1980 년대를 “고급과학 

인력양성 체계가 완성된 시기”로 평가한다. 과학고등학교에서 

한국과학기술대학, 한국과학기술원의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으로 이어지는 

체계의 설립을 통하여 국내의 “고급 인력 양성 정책이 완성”되었다고 

분석하는 것이다. 9  여기서 과학기술 행정부처는 고급인력으로 평가되는 

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인력 수급 정책으로서 영재교육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상대적으로 문교부에서 이루어진 실험적 과학영재교육보다는 

1980년대의 과학영재교육에 주목하는 서술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부처에 따라 과학영재교육의 기원을 다르게 서술하는 경향은 

한국의 과학영재교육을 다룬 기존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례로 

전경원은 한국 영재교육의 역사를 문교부의 교육 정책 중심으로 분석한다. 

그는 1945 년 해방 이후부터 1980 년까지의 기간이 “현대적 의미의 

영재교육을 위한 태동기”였다고 기술한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두 번의 

평준화 정책이 한국 영재교육의 가장 큰 요인이었으며, 정부는 평준화 

정책으로 인한 교육의 질적 저하를 보완하기 위하여 1980 년대부터 

영재교육 정책에 대한 관심을 키우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다. 10  최근에는 

임용우가 박사 논문을 통해 해방 이후부터 2012 년 이명박 정부에 이르는 

초·중등 과학교육 정책의 변화를 다루면서, 그 일부로서 한국에서의 

과학영재교육 도입 과정을 분석했다. 11  임용우는 한국의 과학영재교육이 

평준화 시책의 보완으로 제기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과학고등학교를 

                                       
8 교육 50 년사편찬위원회, 『교육 50 년사 : 1948-1998』 (서울: 교육부, 1998). 
9 과학기술부, 『과학기술 40 년사』 (과천: 과학기술부, 2008). 
10 전경원, 『한국의 새천년을 위한 영재 교육학』, 92 쪽. 
11  임용우.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과학교육 정책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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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하여 문교부 정책의 관점에서 과학영재교육을 다룬다. 문교부의 

정책을 중심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임용우의 접근 또한 전경원과 비슷한 

시각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우새미의 2015 년 논문은 과학영재교육을 과학기술 행정부처의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 차원에서 분석했다는 점에서 전술한 연구들과 

차이를 가진다. 12  이 연구는 1968 년부터 2012 년까지 과학기술행정부처가 

시행한 과학영재교육 정책의 변천을 분석한다. 즉 1970 년대 설립된 

한국과학원을 “대학원 영재교육”으로서 영재교육의 시작으로 보고, 이후 

과학기술행정부처가 유아에서 대학원에 이르는 “전주기적 과학영재 

발굴·육성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대학에서 과학 

신동프로그램에 이르는 영재교육 과정을 신설했다고 분석하는 것이다. 13 

우새미의 논문은 한국과학기술대학 등 기존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과학기술행정부처의 고등 교육기관을 연구의 범위에 

적극적으로 포함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위 연구들은 한국의 과학영재교육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기에는 

크게 세 가지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로, 기존 연구들이 두 부처 중 

한쪽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면서 개별 부처의 기관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역사 서술을 반복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로 인하여 연구 사이에서 

서술의 차이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과학영재교육 정책의 흐름과도 

거리가 있는 결과물이 나오게 되었다. 실제로 한국의 과학영재교육은 교육 

행정부처와 과학기술 행정부처에 의해 동시에 만들어지고 시행되었다. 교육 

부처의 정책에 집중하면 과기처에서 수행된 과학영재교육의 동인을 놓칠 

우려는 물론, 시대에 따라 과학기술인력의 필요성이 변하는 흐름을 찾기가 

힘들어진다. 반대로, 과학기술 행정부처의 정책을 토대로 과학영재교육을 

분석하게 되면 과학영재교육이라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한국에 

도입되었으며, 문교부의 영재교육정책이 어떠한 이유에서 부침을 겪었는지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과학영재교육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12  우새미. "과학영재교육정책의 진화, 1968-2012: 과학기술인력정책과 영재교육정책의 

상호작용”, 『영재교육연구』 25: 2 (2015). 
13  "과학영재교육정책의 진화, 1968-2012: 과학기술인력정책과 영재교육정책의 상호작용”, 

29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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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두 부처의 독립적인 정책을 함께 보아야 한다. 

두 번째로, 부처 중심의 기존 서술은 실제로 과학영재교육 정책에 

영향을 미친 행위자인 교육학자를 포착하는 데 실패했다. 일례로, 두 

부처의 정책은 독립적으로 시행되었음에도 영재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논리부터 과학고의 설치와 같은 실천 계획까지 그 내용은 상당히 비슷하다. 

그 이유는 두 부처의 영재교육정책에 같은 교육학자들이 관여하였기 

때문인데, 부처 중심의 기존 서술은 실제로 과학영재교육을 주도한 

행위자였던 교육학자를 잡아낼 수 없다. 따라서 한국 과학영재교육의 

기원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는 한국에 과학영재교육이 어떻게 도입되었으며, 

교육학자들이 과학영재교육이라는 구상을 어떻게 한국에서 제안하게 

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들은 과학영재교육 정책의 계획 단계에 

집중하면서 계획의 수행 단계를 놓쳤다. 문교부의 경기과학고등학교 

설립은 경기도교육청에 의해 주도적으로 추진되었고, 과기처의 영재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곳은 한국과학기술원이었다. 이 교육기관들은 실제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 기존 계획으로부터 크고 작은 변화를 겪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두 부처의 계획을 검토하는 것만으로는 다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계획이 실제로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두 

부처 계획의 실행 단계에 관여한 실제 행위자들을 보아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 과학영재교육 체제의 

성립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과학영재의 기원에 대하여 접근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196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있었던 과학영재교육에 대한 정책적 제안과 정부의 영재교육 계획, 

그리고 그 실행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특히 주목하는 행위자는 

과학영재교육을 도입한 교육학자들로, 그중에서도 “한국 과학영재교육의 

아버지”로 불리는 서울대학교의 정연태 교수의 행적을 좇아갈 것이다. 14 

정연태는 미국 유학을 통해 한국에 과학영재교육을 최초로 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기처와 문교부의 과학영재교육 정책에도 깊이 관여하였다. 

특히 그의 주장이었던 과학고등학교의 도입은 이후 문교부와 과기처의 

                                       
14 정연태, 『정연태 교수 유고집-영재아에게 도움을』 (서울: 까치,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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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영재교육 계획에 수록되면서 한국의 과학영재교육 체제 도입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먼저 교육학자들이 정부에 과학영재교육을 

제안하는 1960 년대 말과 1970 년대의 상황을 분석한다. 교육학자들은 어떤 

목적과 당위성을 통하여 정부에 과학영재교육을 건의하였는가? 정부는 

과학영재교육 건의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1973 년의 ‘전국민 과학화를 

위한 교육자 대회’ 발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저자는 과학영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학자들의 주장은 60 년대 후반 이래로 일관되었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과학영재교육 제도가 도입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교육학자들의 주장이 변해서라기보다는 1970 년대 중후반부터 “고급 

과학인력”에 대한 국가의 인식이 변화하기 때문이었다. 

다음으로, 정부가 과학영재교육을 계획하고 첫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1980 년대 초반의 상황을 분석한다. 당시 정부의 과학영재교육 계획은 

문교부의 『영재교육 종합수행 방안』과 한국과학기술원의 『과학기술영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제 확립에 관한 연구』에 잘 드러나 있다. 이 두 

보고서는 과학고등학교를 포함한 1980 년대 과학영재교육 체제의 형태를 

구상한 중요한 보고서이며, 따라서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분석 대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두 정부 부처는 왜 과학영재교육을 계획하였으며, 어떤 

모습으로 계획하였는가? 두 부처가 과학영재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두 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나는 두 보고서의 

계획이 상당히 비슷했으며 그 이유는 동일한 교육학자들이 보고서의 

작성에 관여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보이고자 하였다. “고급 과학인력” 

양성의 필요성이라는 같은 배경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두 부처의 

과학영재교육 계획이 다른 표현형으로 나타난 이유는 각 부처가 안고 있던 

내부적 요인 때문이었다. 1969 년부터 지속해서 추진된 평준화 정책이 

문교부 영재교육정책 시행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었다면, 과기처에서는 

1980 년대 초반 예견된 한국과학기술원의 인력 수급 문제가 영재교육 

계획을 추진하게 된 큰 동기로 작용한 것이다. 즉 두 부처의 

영재교육계획은 같은 배경에서 서로 다른 내부적 요인을 통해 다른 방식의 

계획으로 표현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정부 부처의 과학영재교육 계획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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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기 위해서 이 연구는 수원에 위치한 경기과학고등학교에 주목하였다. 

1983 년 개교한 경기과학고등학교는 한국에 처음으로 도입된 경기도교육청 

산하의 초·중등 과학영재교육 기관이다. 과학고등학교는 1970 년대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1980 년대가 되어서야 설립이 이루어졌다. 이후 

경기과학고등학교는 과기처의 한국과학기술대학 학부과정과 제도적 연계를 

맺으면서 과학고등학교에서 한국과학기술원으로 이어지는 영재교육 과정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즉 경기과학고등학교는 교육적으로는 초·중등 교육과 

고등 교육을, 시기적으로는 1970 년대와 1980 년대를, 정책적으로는 

과기처와 문교부의 과학영재교육을 이어주는 연결 고리로서 한국 

과학영재교육 체제의 형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저자는 경기과학고등학교를 통해 과기처와 문교부의 과학영재교육 체제가 

연계를 맺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과학고등학교의 매개체 역할을 보여주려 

했다. 과학고등학교는 과학영재교육에 대한 두 부처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두 부처가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이었으며, 

과학고등학교를 통해 한국 과학영재교육의 제도적 정착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이 연구는 한국의 과학영재교육 체제가 국가의 

주도로 만들어졌으나 체계적이기보다는 우연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설립되었음을 주장한다. 한국의 과학영재교육은 “고급두뇌의 필요성”의 

증대라는 큰 서사 아래에서, 문교부와 과기처가 각자 맞닥뜨린 내부적 

요인을 통하여 구상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과학영재는 국가 주도의 산물로 정의되었으나, 또한 제도적 정착이 가지고 

있는 우발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다. 경기과학고등학교는 그 구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보여주는 산물로서, 또한 두 부처가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여지를 마련하는 공간으로써 주목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국 과학영재교육 체제의 형성을 보이기 위해 이 논문이 사용한 

사료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교육학자들의 증언이 

그것으로, 특히 초기 과학영재교육의 도입을 분석하기 위해서 정연태의 

문집과 1973 년 ‘전국민 과학화를 위한 교육자 대회’에서 교육학자들이 

토론한 내용을 많이 참조하였다. 다음으로, 정부의 과학영재교육 계획 

문건들이다. 여기에는 전술한 문교부의 『영재교육 종합수행 방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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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의 『과학기술영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제 확립에 관한 연구』 

뿐만 아니라 문교부의 『장기교육계획』과 경기도교육청의 

『경기과학고등학교 설립보고서』와 같은 문건이 포함된다. 

경기과학고등학교의 설립에 관련해서는 경기과학고등학교의 문헌 연구실과 

역사홍보관에 소장된 문교부와 경기도교육청, 경기과학고등학교의 

보고서를 중점적으로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재교육기관이 직접 저술한 

역사 문건을 참조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과학영재교육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당대의 언론 보도와 소설, 수기를 사용하였으며, 

실제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기과학고등학교에서 재직한 교사에 대한 인터뷰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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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영재교육이라는 발상의 도입, 1969~1973 

 
 
이 절에서는 한국에 처음으로 과학영재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의 역사적 배경을 살핀다. 1960년대는 미국에서 

과학 교육의 개혁이 진행되고 있던 시기로, 이와 함께 고급 인력을 양성할 

방안으로 영재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었다. 여기에는 2 차대전 이후 

소련과 미국의 체제 경쟁이라는 역사적 배경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과학 

기술과 과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은 소위 “스푸트니크 

쇼크”를 계기로 심화하였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비롯된 영재교육의 

아이디어는 어떻게 한국에 도입되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적 제언의 

형태로 떠오르게 되었는가? 이 절에서는 1970 년대 초반 과학영재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한 교육학자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이 질문을 분석할 것이다. 

교육학자들의 과학영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1973 년 ‘전국민 

과학화를 위한 교육자 대회’의 주제발표에서 상당 부분 드러났다. 이 

절에서는 이 대회에서의 교육자들의 발화를 토대로, 1970 년대 초 

영재교육이 가진 당위성을 분석하고 어떠한 시대적 맥락에서 한국 정부가 

영재교육에 대한 제언을 받아들였는지 알아본다. 

 
 

2.1. 전후 미국의 영재교육과 과학인력정책의 연관성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 미국의 안정과 번영은 과학지식의 빠른 발달에 

달려있다. 지식의 발전은 우리 미국의 발전에 너무 중요해서 미국의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15 

 

                                       
15  President’s Scientific Research Board United States. Science and Public Policy: A 

Report to the President. Edited by John Roy Steelman: Washington: U. S. Govt. Print. 

Off., 1947). Vol. 1., 3 쪽, 번역은 George E. DeBoer 의 『과학교육사』 149 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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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 년 8 월 27 일, 미국의 대통령 과학연구자문위(President’s Scientific 

Research Board: PSRB)는 해리 S. 트루먼(Harry S. Truman) 미국 대통령에게 

『과학과 공공 정책 Science and Public Policy』이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초대 대통령 수석 보좌관(White House Chief of Staff) 존 

스틸먼(John R. Steelman)을 의장으로 한 이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의 

서론은 전후의 미국이 국익과 과학의 발전이 직접 연관된다는 점을 

받아들이게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페니실린에서 원자폭탄에 

이르기까지, 제 2 차 세계 대전은 과학과 기술의 중요성을 보여준 

전쟁이었다. 전쟁은 미국인들에게 “군사 업무 수행에서 과학, 기술, 수학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시켰다. 나아가 전후 성립된 체제 경쟁 

구도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주목받았다. 16  경쟁 상대인 소련이 미국의 

아성을 넘보는 상황에서 과학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이 더욱 절실해진 

것이다.17 

다섯 권으로 구성된 『과학과 공공 정책』은 ‘연구 개발을 위한 계획’,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연구 진흥’, ‘연구 인력 수급’, ‘의학 연구’라는 장으로 

구성되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과학의 위기”를 겪고 있으며, 그 이유를 

현재 미국에 과학자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18  예를 들어, 

원자력 위원회(The Atomic Energy Commission)는 연구 프로그램을 

축소했음에도 연구 인력의 부족 현상을 겪었다. 미 육군이 수행한 유도 

미사일 연구 프로그램은 필요 인력의 75%를 겨우 모집하였다. 미국은 전쟁 

전보다 적어도 3 배는 많은 비용을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있었지만,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과학 연구의 발목을 잡는 요인은 자금과 지원의 

부족보다는 연구 개발 인력의 부족이었다.19 

그리하여 과학 인력의 양성은 전후 미국 과학계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이와 함께 인력 양성의 기반이 되는 과학교육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더 많은 학생의 참여 및 성공 욕구를 자극할 수 있도록 

                                       
16 George E. DeBoer, 정진우 역, 『과학교육사』 (서울: 시그마프레스, 1999), 147 쪽. 
17 『과학교육사』, 149 쪽. 
18 Christopher J. Phillips. The New Math : A Political Histor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5). 36 쪽. 
19 "Manpower for Research."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4, no. 2 (1948). 5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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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사회와 더 관련되고, 실제적이고, 즐거워야 한다”고 주장한 

교육자들이 있었던 반면 “전문 분야에 대한 인원 부족 및 기술 요원에 

대한 부족을 고려하여” 과학자를 키울 수 있는 전문 교육의 강화를 

주장하는 교육자들도 존재했다. 20  일견 상반되어 보이는 이러한 주장들은 

과학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전후 미국에서 교육자들이 “과학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다양한 방식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영재교육은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적 

방법의 한 방편으로 주목받았다. 영재교육의 기원은 재능을 최초로 

양적으로 분석한 프란시스 골턴(Francis Galton)의 1869 년 연구로 거슬러 

올라간다. 1905 년에는 알프레드 비네(Alfred Binet)와 시어도어 

시몽(Théodore Simon)이 지능 검사 도구를 출판하였다. 21  20 세기 초 

미국에서는 루이스 터만(Lewis Terman)과 레타 홀링워스(Leta 

Hollingworth)가 영재성의 본질을 이해하고 영재아를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둔 종단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이 재능의 측정을 통해 

영재를 정의하고 판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것에 비해, 영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실시하기 위한 노력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1930 년대에서 40 년대 미국에서는 영재 학생들을 위한 심화 교육 과정을 

개설한 학교들이 몇몇 존재했으나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널리 퍼지지는 

못했다. 제 2 차 세계 대전과 그 직후는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았으며, 전쟁 중에는 영재들에 대한 전문적인 저서의 출판도 

감소하였다.22 

이러한 경향은 1950 년대부터 변하기 시작했다. 특히 1950 년대 말부터 

영재교육은 “전성기”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23  냉전이라는 

체제 경쟁 구도 아래서 벌어지는 과학 인력에 대한 높은 수요는 재능 있는 

                                       
20 DeBoer, 『과학교육사』, 148 쪽. 
21  에이브라함 J. 탄넨바움, 김태련, 김정휘, and 조석희 역, 『영재교육 : 심리학과 

교육학에서의 조망』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4), 23~24 쪽. 
22 『영재교육 : 심리학과 교육학에서의 조망』, 34 쪽. 
23  전경원, 『한국의 새천년을 위한 영재 교육학』, 67 쪽, 탄넨바움, 『영재교육 : 심리학과 

교육학에서의 조망』, 3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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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잠재성을 끌어낼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수요를 창출했다. 그 결과 

영재교육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이 나왔고, 그와 함께 영재교육에 대한 

정책적 차원의 열기도 높아졌다. 영재아를 위한 능력별 교육에 대한 

요구는 대통령 과학연구자문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이미 언급된 

사항이었으나, 1957년의 스푸트니크호 발사를 통해 촉진되었다. 

소련의 갑작스러운 스푸트니크호 발사의 성공은 당시까지 과학기술 

분야에서 공산주의 진영을 앞서 있다고 자부하던 자유주의 진영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스푸트니크 쇼크(Sputnik Shock)라고 불리는 이 

사건을 통해 체제 경쟁에서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가지게 된 미국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에 많은 투자를 실행하게 되었다. 이는 과학교육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스푸트니크 쇼크는 새로운 과학교육 과정의 

도입과 함께 영재교육의 도입에 큰 역할을 했다. 스푸트니크 시기의 3 년 

동안(1956~1959) 출판된 영재교육 관련 저작물이 과거 30년간 출간된 양을 

능가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 비상사태”의 여파로 1958 년 

국가방위교육법(National Defense Education Act)이 제정되었다. 24  이 법안의 

초기 목적은 국가의 재능 있는 학생들을 위한 수학과 과학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데 있었다. 이 법안을 위하여 4 년 동안 10 억 달러라는, 영재교육 

사상 가장 많은 자금이 지출되었으며,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과 같은 

다양한 범위의 과학 진흥 정책을 포함하여 60 년대까지 이어지는 교육과정 

개혁의 원동력이 되었다.25 

소련과의 과학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인식 아래서 1950 년대 

미국은 최대한 많은 영재 아동을 발견하고 교육하려고 했다. 교육학자 

에이브라함 테넌바움(A. J. Tannenbaum)은 당시 미국의 영재 교육을 향한 

열정을 “탁월한 재능 찾기(Great Talent Hunt)”라고 표현하였다. “영재 학생이 

보다 쉬운 과목을 선호하여 어려운 교육 과정을 회피한다는 것은 사실상 

생각할 수도 없었다. 젊은이들이 자신의 일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을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다.” 26  영재는 미국이 유익하게 쓸 수 

                                       
24 탄넨바움, 『영재교육 : 심리학과 교육학에서의 조망』, 
25  Jennifer H. Robins Jennifer L. Jolly. "After the Marland Report: Four Decades of 

Progress?",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the Gifted (2016). 136 쪽. 
26 탄넨바움, 『영재교육 : 심리학과 교육학에서의 조망』, 44~4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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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인적 자원이었고, 사회를 위하여 쓰일 수 있는 재능은 최대한 

개발되고 이용되어야 했다. 

하지만 바꾸어 생각하면, 영재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은 체제 경쟁을 

둘러싼 정치적·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금방이라도 식을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었다. 데이비드 카이저(David Kaiser)가 전후 미국의 

물리학자 수요를 한국전쟁과 스푸트니크 쇼크, 데탕트, 반전 운동, 대규모 

국방 예산 삭감과 같은 냉전 시대의 변화와 연관 지어 설명했듯, 

영재교육의 흥망도 미국 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27 

1960 년대 중반, 민권 운동(Civil Right Movement)과 함께 평등주의 사상이 

확산되면서 교육계의 관심은 영재 학생에서 차별로 제대로 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불우한 학생들에게 집중되었다. 1960 년대 미국을 달군 

베트남 전쟁은 이전까지 과학이 제시해 온 진보적인 미래상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사건으로, 과학도들로 하여금 ‘과학을 통해 

국가에 봉사한다’는 명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게 했다. 소련과의 과학 

경쟁은 1969 년 아폴로 11 호가 달에 착륙하면서 승리로 종식되는 것처럼 

보였다. 결정적으로, 미국은 더는 과학 인력이 부족하지 않았다. 1960년대를 

통해 과학자들은 충분히, 과다하게 양성되었으며 1970 년대 초가 되면 

물리학과 졸업자들이 심각한 고용 위기를 겪을 정도로 박사 학위 소지자가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28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영재교육은 

1960년대 중반 이후 미국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2.2. ‘전국민 과학화를 위한 교육자 대회’에서 제안된 한국의 영재교육 

 
미국에서 시작된 과학 교육에 대한 새로운 논의들은 해방 이후 

미국으로부터 다양한 방면의 원조를 받고 있던 한국에도 전파되었다. 과학 

교육 분야에서 미국의 영향은 크게 내한한 해외 교수들과 해외로 파견된 

                                       
27 David Kaiser. "Cold War Requisitions, Scientific Manpower, and the Production of 

American Physicists after World War II." Hist Stud Phys Biol Sci 33, no. 1 (2002). 133 쪽. 
28  "Cold War Requisitions, Scientific Manpower, and the Production of American 

Physicists after World War II”, 15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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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교수들을 통하여 한국에 들어왔다. 예를 들어 스푸트니크 쇼크 

이후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도입된 새로운 과학교육 과정은 1964 년부터 

시작된 풀브라이트 교환 교수 프로그램을 통해 내한한 교환 교수들을 

통해 소개되었다. 29  1965 년 5 월 30 일에는 미국의 교육과정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기 위한 자연과학교육연구회가 결성되었다. 이 연구회의 

연구 결과는 1973 년 제 3 차 교육과정의 개혁에 포함되면서 결과적으로 

한국의 과학 교육에 영향을 미쳤다30. 

반면 영재교육은 미국인 교환 교수를 통해서보다는 한국인 유학파 

교육학자들이 들여오는 방식으로 한국에 소개되었다. 당시 한국에서 거의 

연구되지 않은 분야였던 과학영재교육의 중요성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 중 

한 명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물리교육과의 정연태 교수였다.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물리교육과에서 재직 

중이던 정연태는 1958 년, 정연태는 ICA 원조 계획을 통하여 미국 피바디 

대학과 밴더빌트 대학에서 과학교육과 물리학을 연수하였다.31 그는 이때의 

미국 체류를 통해 영재교육 사례를 처음 접했다고 회고한다. 이 기간에 

정연태는 일반 학교, 브롱크스 과학고등학교와 같은 특별 학교의 

영재교육을 참관하였다. 또한 22 살이 된 학생이 대학원 과정에 조기 

진학하여 박사과정을 이수하는 사례를 목격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은 

그가 “우리나라의 과학영재아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교육체제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들었다.32 

한국에서 영재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는 제안은 문교부와 UNICEF 의 

공동주최로 1969년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린 과학교육협의회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과학교육협의회는 과학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과학교육의 개선 대책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문교부 

장관의 자문기관이며 정연태 교수가 의장으로 있었던 과학교육심의회의 

                                       
29 이원식. "과학 탐구 능력 신장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 초청강연 1 ; 과학교육 40 년의 

회고와 제언”, 『한국과학교육학회 학술발표 및 세미나집』 (1993). 
30 정연태, 『한국과학교육의 오늘과 내일』 (서울: 한국방송사업단, 1984), 79 쪽. 
31 김지연. "전후 미국의 한국 교육원조, 1956-1962 : 피바디프로젝트 사례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32 정연태, 『한국과학교육의 오늘과 내일』, 247-24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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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로 진행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탐구학습 지도를 위한 과학교사 정원의 

증가, 과학교사 실험 수당의 지급, 충분한 과학 시설 및 기구의 확보, 

과학교육진흥법에 규정된 과학교육 진흥 기금의 설치 등의 내용과 함께 

과학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해서 과학고등학교와 영재아 문제 연구소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3  이는 과학영재교육에 대한 최초의 

정책적 건의였으며 그 뒤 과학교육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정리한 

진흥계획에 수록되었다. 그러나 과학교육협의회 진흥계획은 예산확보의 

실패로 실현되지 못하였으며, 진흥계획에 수록된 영재교육 계획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34 

다음으로 과학영재교육이 정책적으로 건의된 자리는 1973 년 전주에서 

열린 ‘전국민 과학화를 위한 교육자 대회’였다. ‘전국민 과학화를 위한 

교육자 대회’는 1973 년 1 월 12 일 박정희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중화학공업 정책’ 선언과 함께 발표한 국가적 과학 진흥 운동인 ‘전국민의 

과학화 운동’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중화학공업 정책 

선언을 통해 “1980 년대 초까지 국민소득 1,000 달러와 수출 100 억 

달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철강, 화학,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공업을 6 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35  이와 함께 박정희는 중화학공업 정책의 성공을 위하여 모든 

국민이 과학기술을 익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전국민의 과학화 

운동’은 이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과학 진흥 운동으로 

계획되었다. 

‘전국민의 과학화를 위한 교육자대회’는 전국민의 과학화 운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법론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자리로, 박정희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 두 달 후 열린 첫 전국 규모의 행사이자 당시 과학기술처 

                                       
33  전경원은 “1969 년 6 월 문교부장관 박찬현이 각계 권위자 13 명으로 ‘과학학교설립 

추진위원회’(가칭)을 구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박찬현의 재임 기간이 1977 년 12 월 

20 일부터 1979 년 12 월 13 일이었음을 감안할 때 연도 표기의 오류로 보인다. 전경원, 

『한국의 새천년을 위한 영재 교육학』, 93 쪽. 
34 정연태, 『한국과학교육의 오늘과 내일』. 
35  박정희, "1973 년도 연두기자회견”,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집 제 10 집, 

1973 년 1 월~1973 년 12 월』 (대통령비서실, 1973), 56~6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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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이던 최형섭이 “전국교육자대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제창함으로써 

거국적인 운동이 되었다”고 회고할 정도로 과학화 운동에 있어 중요한 

행사였다. 36  이 대회에서는 학교 교육, 사회 교육, 학교와 지역사회, 

우수능력개발, 과학풍토조성이라는 다섯 가지 주제가 열 한 개의 분과로 

나누어져 논의되었다. 이들 중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우수 인력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곳은 우수능력개발 분과였으며, 이 주제는 제 7 분과의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과 제 8 분과의 “이공계 대학과 대학원 교육”의 두 

분과로 나누어져 진행되었다. 여기서 영재교육이 논의된 곳은 제 7분과였다. 

협의는 총 395 명의 인원이 참가한 가운데 주제발표자인 정연태 교수의 

발표를 시작으로 다섯 명의 교수가 차례로 “학습 진도의 촉진”, 

“영재아교육에 있어서의 문제점”, “우수인력개발과 우수지능의 문제”, “학습 

내용의 강화 방안”, “창의력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고, 이후 

토론을 거쳐 제안사항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37 

교육학자들은 스푸트니크 쇼크 이후 미국에서 영재아 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음을 지적했다. 스푸트니크호 발사 이후 고급과학 인력의 

중요성이 커져 “2 류급인 인물 10 명이 1 류급인 인물 1 명과 대치될 수 

없”는 시기가 도래하였고, 그리하여 “오늘날의 미국의 인력정책의 주된 

방향은 「하이·타렌트」 즉 영재의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38  그러나 

그들은 한국의 상황이 미국과는 다르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었다. 즉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위치에 서 있는 국가”에서 “High-talent 

양성의 문제는 선진국의 High-talent 양성의 문제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39  교육학자들은 한국에서 영재교육이 

시행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찾았다. 과학영재는 비단 

                                       
36  최형섭,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 : 한국 과학기술 여명기 30 년』 (서울: 조선일보사, 

1995), 276 쪽. 
37  문교부, 『전국민 과학화의 길 : 전국민 과학화를 위한 전국교육자대회 및 

분과협의회(회의록)』 (서울: 문교부, 1973), 159 쪽. 
38  정연태, "능력신장을 위한 교육”, 『전국민 과학화의 길 : 전국민 과학화를 위한 

전국교육자대회 및 분과협의회(회의록)』 (문교부, 1973), 162 쪽. 한종희, "영재아 교육에 

있어서의 문제점”, 『전국민 과학화의 길 : 전국민 과학화를 위한 전국교육자대회 및 

분과협의회(회의록)』 (문교부, 1973), 176 쪽. 
39 “영재아 교육에 있어서의 문제점”, 177~17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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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경쟁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육성되어야 하는 집단이었다. 

 

앞으로의 국제사회에서 과학과 기술 분야의 경쟁을 승리로 이끌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두뇌를 갖는 1 류급인 과학영재가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요청되어 가고 있습니다. …넘쳐날 정도의 인구를 

갖는데도 부족한 천연자원 밖에는 갖지 못하는 우리의 여건으로 

80 년대에는 백억 불 수출 천 불 국민소득의 목표를 달성하고 

나아가서는 선진국과의 경쟁에서도 고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우리의 교육을 통하여 최고수준의 과학기술의 인력을 우리의 힘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40  

 
경제 발전과 다가올 선진국과의 경쟁을 위하여 영재교육을 진흥해야 

한다는 교육자들의 논리는 기실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다른 국가의 이유와 

큰 차이가 없었다. 41  그러나 이 논리는 또한 ‘전국민 과학화 운동’이 

중화학공업 정책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벌어진 전국민 동원 운동이었음을 

생각하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를 위해 

교육자들이 “과학 영재아들이 그들의 소질을 계발하고 능력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킬 수 있도록 관심을 쏟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 정연태가 

주제발표에서 한 주장이었다. 42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어떤 방식의 

영재교육을 추진해야 하는가? 정연태는 외국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영재교육을 크게 “선발된 엘리트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 “특별학교를 

설치하는 것”, “일반 학교의 테두리 안에서 실시하는 것”의 세 가지로 

분류했다. 영재교육의 방법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을 

집단으로 편성하여 학습능력을 끌어올리는 “수준별 집단편성(Grouping)”, 

학습 진도를 촉진해서 교육기간을 단축하는 “촉진(Acceleration)”, 더욱 

풍부한 내용의 교육을 제공하는 “강화(Enrichment)” 등 세 가지 방법으로 

                                       
40 정연태, “능력신장을 위한 교육”, 162 쪽. 
41  김홍원 구자억, 박성익, 안미숙, 이순주, 조석희, 『동서양 주요국가들의 영재교육』 (서울: 

문음사, 2002). 
42 정연태, “능력신장을 위한 교육”, 16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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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졌다.43 제 7 분과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리한 영재교육을 위한 

제안 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1)   각급 학교에서는 학습자의 지능이나 학력에 맞는 지도를 할 수 

있게 능력별 집단 편제를 하도록 해야 한다. 

(2)   우수한 성질을 갖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습 진도 촉진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3)   특히 과학에 우수한 소질과 능력을 갖는 자로 하여금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키는데 적합한 과정으로 운영되는 

과학고교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과학영재아에 관한 연구와 그들의 육성방안을 연구하고 추진하는 

연구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교육과정제정에 있어서 학생들의 개인차에 부응할 수 있는 다중적인 

학습지도가 가능하도록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우수아교육을 위해서는 유치원부터의 조기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7)   과학영재아에게는 장학금 지급, 병역 혜택 등 우대방안이 강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44 

 
이 제안 사항들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기에는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과학고등학교의 설치를 

주장하는 3 항은 정연태가 주제 발표를 통해 실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과학영재교육의 한 방법으로 주장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3 항의 

내용은 과학고등학교를 “서울, 부산, 대구 같은 대도시에 설치하여 

국립대학교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재학생에게는 

학자금과 대학 진학에 특별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45  

그렇다면 왜 과학고등학교를 설치해야 하는가? 정연태는 현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2 학년부터 인문계, 자연계, 직업계로 나누어져 

                                       
43 정연태, “능력신장을 위한 교육”, 163~164 쪽. 
44  문교부, 『전국민 과학화의 길 : 전국민 과학화를 위한 전국교육자대회 및 

분과협의회(회의록)』, 178 쪽. 
45  『전국민 과학화의 길 : 전국민 과학화를 위한 전국교육자대회 및 분과협의회(회의록)』, 

165-16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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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나, 과학수재아를 위한 특별 고등학교를 설립하면 

1 학년부터 과학을 가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리만의 조사에서 

화학자의 경우 창조적인 업적은 20~30 대에서 피이크를 나타낸다는 것이 

밝혀졌고 또 대체로 연령이 많아지면 경험이나 구성력은 증대하나 사고가 

고정되어 발랄한 창조성이 감량되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46  즉, 과학고등학교는 과학영재를 우수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기교육 체계의 성격으로 설립되어야 하는 기관이었다. 과학 영재아들로 

하여금 공부를 일찍 마치도록 함으로써 좀 더 창조적인 젊은 나이에 

연구를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자는 것이었다. 

즉 미국의 영향으로 한국에 소개된 과학영재교육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인력 시책의 한 방편으로 제안되었으나 그 맥락은 

달랐다. 1950 년대 자유주의 진영의 중심이었던 미국이 소련과의 체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인적 자원 개발의 방편으로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을 추구했다면, 이제 막 근대화가 시작된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냉전이라는 시대적 상황은 미국과는 전혀 다르게 다가왔다. 한국은 

소련과의 과학 경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사명을 지닌 국가가 아니었다. 

권위주의적 정부가 추진한 ‘중화학공업 정책’과 ‘전국민의 과학화 

운동’이라는 동원 체제에서 과학영재교육은 경제 발전이라는 정부의 

목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제안되었다. 교육학자들은 과학영재교육이 

장차 한국의 경제 발전에 긴요하게 쓰일 우수인력을 양성할 방법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전국민의 과학화 운동은 중화학공업 정책을 통한 경제 

개발과 경제 성장을 둘러싼 북한과의 체제 경쟁, 동시에 박정희 정권을 

유지하는 등의 복합적 목표에 동원되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이 

복합적인 층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전국민 과학화를 위한 교육자 

대회’에서, 한국의 과학영재교육에 대한 교육학자들의 주장은 미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46  『전국민 과학화의 길 : 전국민 과학화를 위한 전국교육자대회 및 분과협의회(회의록)』, 

165-16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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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970 년대 초반 과학기술처의 인력양성 정책과 과학영재교육의 연관성 

 
1969 년과 1973 년, 두 번에 걸쳐 이어진 건의에도 불구하고, 

과학영재교육 정책은 1970 년대 초반에 추진되지는 않았다. ‘전국민의 

과학화를 위한 교육자 대회’의 다른 분과에서 발표된 제안 사항들이 

적극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교육 정책에 도입되었으나 제 7 분과의 일곱 

가지 제안 사항은 거의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 

그 이유로, 우선 영재교육이라는 개념이 한국에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1960 년대 당시 한국에서 영재교육은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였다. 일례로 1960 년대를 통틀어 

영재교육을 다룬 학위 논문은 세 편에 불과하였고, 이마저도 외국의 

연구를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47 또한 이 시기에는 영재교육에 

대한 통일된 표현도 갖추어지지 않았다. 1960 년대부터 1970 년대 출판된 

논문이나 보고서는 영재교육에 대하여 “수재아 교육”, “영재아 교육”, 

“우수아 교육”, “특수 교육”, “특별 교육” 등의 다양한 표현을 혼용하고 

있었다. 48  영재교육의 범위와 그 정의에 대한 합의도 채 도출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제 7 분과의 제안 사항으로 “수재아 교육 사업을 연구하고 

주관할 기관 설치”가 들어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두 번째로, 과학영재교육은 당시 문교부가 추진하던 교육정책인 

‘평준화시책’에 위배되었다. 훗날 정연태 교수는 교육자대회 이후 

과학영재교육 정책이 몇 년간 방치된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그 뒤에 필자는 문교부 과학교육심의회부의장 자격으로 문교장관이 

경질되었을 때마다 과학영재아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과학고교설치를 건의했었으나, 문교당국이 추진하는 평준화시책에 

                                       
47  이경우. "수재아교육에 관한 일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2), 유천근. 

"稱讚과 叱責이 優秀兒와 劣等兒의 學習에 미치는 效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9), 

최영희. "영재아 교육을 위한 기초적인 일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9). 
48 이경우, "수재아교육에 관한 일연구”, "수재아교육에 관한 일연구”, 유천근, "稱讚과 叱責이 

優秀兒와 劣等兒의 學習에 미치는 效果”, "전국민의 과학화를 위한 교육자 대회 분과 협의 

내용 및 제안 사항”. 『科學敎育과 視聽覺敎育』 104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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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배된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부하는 것이었다.”49 

 
평준화 정책은 중학교 학군제의 도입을 선언한 1968 년의 7.15 

조치로부터 비롯되었다. 중학 입시제도는 1945 년부터 1968 년까지 학교 

관리제, 국가연합고시제, 무시험·연합출제 병행, 시·도 공동출제 등으로 

끊임없이 바뀌어 왔음에도 명문 사학에 입학하기 위한 입시 과열경쟁 

현상은 해소되지 않았다. 입시 경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에 이르자 

정부는 ‘일류 학교’를 폐지하고 공·사립학교의 교육적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교원과 시설을 평준화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50 

이후 평준화 정책은 1973 년 고등학교로 확대 적용되기에 이르렀으며, 

사학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문교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51 

1980 년대 초까지, 교육 평준화 정책은 문교부 내에서 영재교육 정책과 

상호작용한 가장 중요한 정책적 기조였다. 평준화 정책을 추진하는 

문교부의 입장에서, “능력별 집단을 편성하여”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며, 

새로운 교육 과정을 통하여 “학습 진도의 촉진”을 마련하며 “장학금 지급 

및 병역” 등의 혜택을 주는 영재교육은 평준화 정책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비쳤다. 영재교육을 ‘엘리트 교육’으로 보는 시각은 미국에서 이미 

영재교육을 반대하는 근거로 활용된 전력이 있었고 이는 한국에서도 

반복되었다. 52  전 국가적으로 평준화 정책이 확대되던 1970 년대 초반, 

영재교육은 대중들에게도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영재교육을 주장한 교육자들은 영재교육이 평등주의에 

어긋나는 교육 방침이 아님을 꾸준히 주장해야만 했다. 정연태를 비롯한 

영재교육의 옹호자들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헌법의 제 31 조나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와 “교육의 제도, 시설, 

                                       
49 정연태, 『한국과학교육의 오늘과 내일』, 249~250 쪽. 
50 교육신문사, 『한국 교육 100 년사 : 1880∼1999, 교육사건편』 (서울: 교육신문사, 1999), 

394 쪽~397 쪽. 
51 교육 50 년사편찬위원회, 『교육 50 년사 : 1948-1998』,, 252 쪽. 
52 Jennifer L. Jolly, "After the Marland Report: Four Decades of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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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와 교육방법은 항상 인격을 존중하고 교육을 받는 자로 하여금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교육기본법 조항을 통해 

영재교육의 법적, 이념적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53  영재교육을 주장한 

교육학자들의 입장에서 영재교육은 평등 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무시당하기 

쉬운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민주적인 교육임과 동시에 

최대한의 능력 개발을 통해 국가의 발전에도 봉사할 수 있는 교육이었다. 

세 번째로, 영재교육은 교육 정책은 물론 1970 년대 초 과학 인력 

정책의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없는 제안이었다. 당시 과학 인력 정책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화학공업 정책에서 어떤 종류의 과학 인력이 

강조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민 과학화를 위한 

교육자 대회’의 치사에서 이 점에 대하여 직접 발표한 적이 있었다. 그는 

이 발표에서 “이론 위주의 연구 교육과 생산 위주의 기술 교육”을 

구분하였는데 여기서 그가 강조한 것은 현장기술자를 길러낼 수 있는 기술 

교육이었다. 그 이유는 중화학공업 정책에서 정부가 시급하게 필요로 한 

인력이 산업의 최전선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자와 기능공 인력이었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공업고등학교를 대폭 증설해서 우리 국가가 요구하는 

실기 능력을 착실하게 갖춘 성실하고 자격 있는 기술자를 풍족하게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4  이러한 측면에서 ‘전국민 과학화를 위한 

교육자 대회’의 치사에는 과학을 중화학공업 추진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박정희의 비전이 잘 드러나고 있었다. 

또한, 기술 인력에 대한 강조는 1960 년대 말의 『장기인력수급추계 및 

정책방향』을 통해 이미 예측된 것이기도 했다. 1968 년 발표된 이 추계는 

1967 년부터 1986 년까지 과학기술인력의 공급과 수요를 전반기와 후반기의 

10 년 단위로 나누어 분석한 자료였다. 이 자료는 1962 년 경제기획원이 

기술 인력 분류 체계를 발표한 이후로 조금씩 수정을 거치며 사용되어 

오던 세 단계의 과학인력 분류인 ‘과학기술자’와 ‘기술공’, ‘기능공’을 

사용하고 있었다. 여기서 과학기술자는 “연구개발 또는 기본계획 및 관리 

                                       
53  정연태, 『한국과학교육의 오늘과 내일』, 252~258 쪽. 송용대, 『영재교육이란 무엇인가』 

1990), 홍창기, 『과학고등학교의 교육』 (서울: 배영사, 1988), 28 쪽. 
54 박정희, "전국민의 과학화를 위한 전국교육자대회 치사”,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집 제 10집, 

1973 년 1 월~1973 년 12 월』 (대통령비서실, 1973), 79~8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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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4 년제 이공계 대학 졸업자”로 세 단계 중 가장 

고도의 과학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인력이었으며, 전문직 기술교육을 받은 

기술공과 실업교육을 훈련을 받은 기능공은 그보다 하부 단계의 

인력이었다. 이 『장기인력수급추계 및 정책방향』에서 전반기인 

1976 년까지의 인력 수급에서 심각하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직군은 

기술공과 기능공이었다. 과학기술자는 오히려 37,100 명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들을 기술공이나 중등 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55 

장기인력 수급 추계의 예상은 중화학공업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1973 년 이후로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중화학공업의 양적 팽창은 기술 

인력 수요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기술 인력은 과학 교육과 과학기술인력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목표가 되었다. 기술공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1960 년대 중반부터 설립되기 시작하여 1970 년대에는 

더 많은 엘리트 공업고등학교들이 세워졌다. 서독의 원조로 1967 년 문을 

연 부산 한독직업학교를 비롯해 일본 차관을 활용하여 1972 년 개교한 

금오공업고등학교, 미국의 원조 자금으로 서울 용산구에 설립된 

정수직업훈련원 등 새롭게 건설된 이들 공업고등학교는 정부의 강력한 

지지 아래 해외 원조를 이용하여 “파격적인 설비와 특전”을 갖출 수 

있었다.56 

반면 과학영재교육은 기술공과 기능공보다는 과학기술자에 가까운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인력 공급은 1970 년대 초의 국가적 

방향과는 맞지 않았다. “1969 년 박정희 대통령에게 ‘과학실험과 연구를 

위주로 하는 고등학교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가 ‘지금은 공업고를 할 

때’라며 거절”당했다고 술회한 경기과학고등학교의 초대 교장 홍창기의 

인터뷰는 당시 박정희 정권이 가지고 있던 과학기술인력 정책에 대한 

생각을 잘 보여준다. 57  과학기술자가 공급 과잉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고급 과학인력 정책보다는 기술자와 기능자를 양성할 수 있는 실업 인력 

정책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55 과학기술처, 『과학기술 연감 1969』 과학기술처, 1970), 59 쪽. 
56 김태호. "갈채와 망각, 그 뒤란의 ‘산업 전사’들”, 『역사문제연구』: 36 (2016), 122-123 쪽. 
57 천국희, 박정경, 이정진, 김미나, "“지금 과학고는 입시만 매달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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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과학기술 인력 현황이 고급 과학인력 정책의 전면적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당시의 고급 과학인력 정책은 철저히 대학 

이상의 고등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매년 문교부가 수행하는 정책을 

담고 있는 한국교육연감은 고급 과학 인력의 양성 방향에 대하여 “이공계 

대학원을 국가 산업화에 있어서 지도적인 과학 기술 인력을 배출하는” 

기관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58  과기처의 정책 계획을 담고 

있는 과학기술연감은 1970 년대 초반 과기처의 고급인력 정책을 크게 

국내의 고등 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에 유출된 고급 두뇌를 

유치하는 것으로 서술했다.59  여기서 해외 정책은 1960 년대에 이어 해외에 

있는 재외 과학자 동포를 유치하고 한국의 과학 인력에게 해외 연수의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하였다. 국내 고등 교육 강화 정책은 이공계 

대학원을 확대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다. 이후 1973 년 

한국과학원이 석사과정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국내 고등 교육 강화 

정책은 한국과학원 교육 과정의 확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즉 1970 년대 초 과학계의 고급인력 양성 정책의 초점은 고등교육 

과정의 확충에 맞추어져 있었다. 이것은 ‘전국민의 과학화를 위한 교육자 

대회’ 우수능력개발의 제 8 분과의 논의 주제였던 “이공계 대학과 

대학원교육”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러나 제 7 분과 교육자들이 주장한 

과학영재교육은 같은 ‘우수능력개발’ 주제였음에도, 고급인력 정책의 

범위에서 찾을 수 없었다. 이는 아마도 과학기술자라는 분류가 고등 

교육을 받은 인력을 그 정의에 포함하고 있었는데 반해 제 7 분과의 

교육자들이 제안한 영재교육의 대상은 보통교육의 대상에 속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영재교육은 

초·중등교육을 대상으로 과학에 두각을 나타내는 인재들을 학습의 초기 

                                       
58 대한교육연합회, 『한국교육연감 1970』 1970), 39 쪽. 
59 과학기술처, 『과학기술 연감 1980』 과학기술처, 1981); 『과학기술 연감 1979』 과학기술처, 

1980); 『과학기술 연감 1978』 과학기술처, 1979); 『과학기술 연감 1977』 과학기술처, 1978); 

『과학기술 연감 1976』 과학기술처, 1977); 『과학기술 연감 1975』 과학기술처, 1976); 

『과학기술 연감 1974』 과학기술처, 1975); 『과학기술 연감 1973』 과학기술처, 1974); 

『과학기술 연감 1972』 과학기술처, 1973); 『과학기술 연감 1971』 과학기술처, 1972); 

『과학기술 연감 1970』 과학기술처,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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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 선발, 심화 과정을 거쳐 인재로 길러내는 교육이었고, 그만큼 

장기적인 안목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하는 정책이었다. 그러므로 비록 

‘전국민 과학화를 위한 교육자 대회’에서 영재교육과 고등교육이 함께 

‘우수능력개발’이라는 분류로 묶였음에도, 영재교육은 고등교육보다 

우선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었다. 

요컨대, 1960 년대 초 체제 경쟁의 근거로 미국에서 도입된 영재교육은 

1970년대 초 경제 발전이라는 맥락으로 한국에서 정책적으로 제안되었으나 

여러 이유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선 한국에서는 영재교육과 

부합하지 않는 강력한 교육 평준화 시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또한 

개발도상국이며 중화학공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던 한국에서는 

과학영재교육이 양성할 수 있는 고급 과학인력보다는 기술인력이 더 

시급하게 필요했다. 나아가 기존의 고급 과학인력정책은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는 영재교육이 목표로 한 초·중등교육과는 

분류가 근본적으로 달랐다. 즉,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이 만나는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영재교육이 고급 과학인력정책으로 

제시되기는 힘들었다. 결과적으로 영재교육은 1970 년대 초까지 교육의 

측면에서도, 과학 인력 정책의 측면에서도 큰 관심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영재교육이 겪고 있는 정책적 소외는 과학기술 인력 수급을 둘러싼 

대내외적 조건이 바뀌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이야기였고, 이는 

1970년대 후반 들어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변하면서 서서히 현실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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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조명 받는 과학영재교육, 1978~1982 

 
 
1970 년대 후반, 과학영재교육은 한국 사회가 급격한 경제적 변화를 

겪으면서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중화학공업 정책을 통해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경제 구조의 변화를 겪으면서 과학영재교육은 고급 과학기술 

인력 양성책의 한 방편으로 주목받은 것이다. 이 절에서는 정부가 

과학영재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된 1970 년대 말과 1980 년대 초의 사회 

환경의 변화를 검토한 후 정부가 과학영재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세운 계획을 분석할 것이다. 이 절의 주 분석 대상은 1982 년에 발간된 

문교부의 『영재교육 종합수행 방안』 내부 보고서와 과기처 산하 

한국과학기술원의 『과학기술영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제 확립에 관한 

연구』이다. 약 두 달의 간격을 가지고 출간된 두 보고서는 문교부와 

과기처라는 두 행정 부처가 실상 비슷한 당위성에서 과학영재교육을 

추진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두 부처의 교육 계획에 참여한 행위자가 

같은 부류의 교육학자였기 때문이다. 오히려 두 부처의 과학영재교육 실행 

계획에 차이를 가져다준 중요한 요인은 두 부처가 안고 있던 내재적 

요인이었다.  

 
 

3.1. 1970 년대 후반 제기된 ‘고급두뇌’의 필요성 

 
1976 년, 한국의 과학인력분류체계는 다시 한번 바뀌었다. 60 

과학기술처는 종전까지 쓰이던 과학기술자, 현장기술자, 기능자의 범주를 

과학자, 기술자, 기능자로 변경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 최상위 고급인력인 

‘과학기술자’는 ‘기술’이라는 단어가 빠진 ‘과학자’로 대체되었으며, 중간 

단계의 인력인 ‘현장기술자’는 ‘기술자’로 단순해졌다. 그와 함께 단어의 

정의도 달라졌다. 과학자는 이제 “대학원 교육을 통해 석·박사에 달하는 

                                       
60 『과학기술 연감 1976』, 7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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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를 취득하고 교수 또는 연구원의 직분으로 고도의 창의력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기술혁신을 가능케 하는 주역”으로 정의되었다. 61 

물론 ‘과학기술자’라는 표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국가가 

제시한 과학 인력 명칭의 변화는 1970 년대 중반 한국을 둘러싼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국가와 과학의 관계에 변화가 생기면서 과학 인력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분류가 필요해졌음을 의미했다.62 

변화는 중화학공업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전 국가적인 동원 사업이었던 

중화학공업 정책은 초기에는 경제 발전과 자주국방이라는 두 가지 논리를 

기조로 하여 강력하게 추진되었으나, 이후 상공부 기술 관료들을 중심으로 

자주국방이라는 목표는 축소되고 경제 선진화라는 논리가 더욱 

강조되었다. 63  결과적으로 중화학공업 정책은 경공업에서 중공업 중심으로 

한국의 경제 구조를 크게 바꿔 놓았으며, 특히 중화학공업과 재벌을 

중심으로 한 산업과 수출 구조의 골격을 형성하였다. 1971 년에 비해 

1979 년의 투자의 GDP 비율은 23%에서 35%로, 수출의 GDP 비율은 

13%에서 24%로 증가하였으며, 이 기간의 경제성장률은 1979 년의 불황 

전까지 1960년대 후반의 고도성장률을 유지하였다.64 

중화학공업 정책으로 인한 한국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해는 

1977 년이었다. 1977 년 12 월 22 일 오후 4 시, 한국의 수출액이 100 억 

1,600 만 달러로 집계되면서 박정희가 1973 년의 연두 기자 회견에서 세웠던 

‘수출 100억 달러’라는 목표가 3년이나 앞당겨 달성된 것이었다. 이는 정책 

입안자들로 하여금 중화학공업 정책을 포함한 한국의 경제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65  이러한 

                                       
61 『과학기술 연감 1977』, 4 쪽. 
62  ‘과학기술자’라는 호칭은 1976 년 이후에도 정부 보고서는 물론 언론을 포함한 사회 전 

영역에서 꾸준히 사용되었다. 게리 리 다우니, 한경희, 『엔지니어들의 한국사』 (서울: 

휴머니스트, 2016), 
63 임소정. "금오공업고등학교의 설립과 엘리트 기능 인력의 활용, 1973-1979",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17 쪽. 
64 이제민 et al., 『한국의 경제발전 70 년』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 461 쪽. 
65 박영구, "100 억달러 수출 달성(1977)",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7301&pageF

lag= (2017. 03. 23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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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은 또한 1977 년에 시작된 제 4 차 경제 개발 5 개년 계획에도 

드러난다. 이전의 계획들이 “우리나라 과학 기술의 낙후성”에 주목한 것에 

비해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인 제 4차 과학 기술 부문 계획은 한국의 

과학 기술을 “중진국의 상위권”으로서, 경제발전의 보조를 담당하던 

역할에서 경제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역할로 인식했다.66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서 과학 기술계에 주어진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은 “기술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자체 개발 능력”을 의미했다. 

이전까지 박정희 정부는 정부 주도로 필요한 기술을 외국에서 도입하여 

사용하는 과학기술 정책을 펼쳤는데, 1970 년대 중반 이후로 정책의 초점은 

핵심 기술 개발로 옮겨갔다. 이는 점차 기술 도입이 어려워지는 세계적 

경향에 발맞추기 위한 변화였으며, 한편으로는 중화학 공업의 경쟁 대상인 

선진 공업국과 경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후발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의 표명이기도 했다. 한국의 

과학기술은 핵심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핵심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국가적 요구를 마주하게 된 것이다.67 

정부가 제 4 차 경제개발 계획의 중점 과제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전환을 채택하면서, 1970 년대 후반에는 소위 

“고급두뇌”로 불리던 고급 과학인력의 중요성도 커졌다. 68  물론 

“고급두뇌”는 이전부터 “장기간에 걸친 교육과 집약적인 연구 활동을 

통하여 형성되는 과학기술인력의 핵심”이라는 뜻으로 정부 보고서에서 

“과학두뇌”, “고급과학두뇌” 등의 비슷한 호칭들과 혼용된 표현이었다. 69 

                                       
66  신향숙. "제 5 공화국의 과학 기술 정책과 박정희 시대 유산의 변용: 기술 드라이브 

정책과 기술 진흥 확대 회의를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37: 3 (2015), 525 쪽. 
67 일례로, 1977 년 기술 개발 촉진법에 신설된 제 8 조 2 항 ‘국산 신기술 제품의 제조자에 

대한 보호’는 국산 신기술 제품을 만든 자에 대하여 국가가 자본 회수와 이윤의 확보를 

보장해주는 법령으로, 기술 개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제 

5 공화국의 과학 기술 정책과 박정희 시대 유산의 변용: 기술 드라이브 정책과 기술 진흥 

확대 회의를 중심으로”, 527 쪽. 임재윤. "기술도입, 국내 R&D, 그리고 기술 ‘국산화’: 

선경화학 폴리에스터 필름 제조기술과 그 보호를 둘러싼 논쟁 분석, 1976-1978",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68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사반세기』 한국과학기술원, 1996), 63 쪽. 
69 과학기술처, 『과학기술 연감 1975』, 7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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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급두뇌 개발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시기는 제 4 차 

경제개발 계획 기간이었다. 1977 년의 과학기술 연감은 한국이 “그간 

구축하여 온 공업화 기반을 토대로 1980 년대에는 두뇌 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선진 공업화 시대로 진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고급 과학두뇌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증대”되리라 

예측하였다. 70  통계조사는 더욱 심각한 분석을 내놓았다. 1977 년부터 

1991 년까지의 인력 현황을 예측한 장기인력수급전망 및 대책에 의하면, 

고급두뇌라 할 수 있는 과학자는 1977 년의 1 만 7 천 명에서 1991 년에는 

8 만 3 천 명으로 약 5 배의 수요 증가가 예측되는데, 이는 3.4 배인 기술자, 

3.3 배인 기능자보다 훨씬 가파른 상승률로 “80 년대의 선진 공업화 

과정에서 고급두뇌인 과학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었다. 나아가 당시의 인력 수급 현황을 토대로 예측하였을 때 앞으로 

4 만 4 천 명의 과학자가 부족해질 전망이었다. 71  이것은 1968 년의 

『장기인력수급추계 및 정책방향』의 후반부 10 년 예측과 일치하는 

결과이기도 했다. 기술자의 포화와 과학자의 부족으로, 10 년 만에 인력 

추세가 역전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1970 년대 후반이 되면 정부의 고급인력 양성 

정책도 확대되기 시작했다. 과학기술처의 경우 고급인력 양성 정책은 

대부분 고등교육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는데, 이들 중 1970 년대 초부터 

시행되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계획은 1971 년 설립된 

한국과학원(KAIS)이었다. 1966년에 설립된 KIST가 국가의 지원으로 설립된 

연구 기관으로서 인력 정책의 측면에서 해외로 유출된 한국인 

과학기술자들을 유치하는 데 기여했다면, 한국과학원은 당시까지 해외 

유학에만 그 수급을 의존해야 했던 고급 과학기술인력을 국내에서 직접 

양성할 수 있는 본격적인 교육 기관이라는 의의를 지니고 있었다. 72 

문교부가 아닌 과학기술처 산하에 설립된 대학원으로서 한국과학원은 기존 

                                       
70 『과학기술 연감 1977』, 38 쪽. 
71 『과학기술 연감 1979』, 12 쪽. 
72 KIST 에 대한 평가는 문만용. "1960 년대 "과학기술 붐": 한국의 현대적 과학기술체제의 

형성”, 『한국과학사학회지』 29: 1 (2007), 참조. 한국과학원에 대한 평가는 과학기술부, 

『과학기술 40 년사』, 7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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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에 주어진 제약에서 자유로웠으며,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고급 과학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병역특례라는 당시까지 유례가 없던 

조치를 포함한 많은 특혜를 제공하였다.73 정부는 더 많은 고급인력 양성을 

위하여 한국과학원에 지속적으로 증원 요구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한국과학원의 대학원 과정은 애초의 계획보다 빨리 확대되었다. 

한국과학원은 1975 년이 되면 과학기술연감의 두뇌 개발 정책의 서두에 

언급되기 시작했다.74 1981 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으로 통합되기 전까지 

한국과학원은 총 1,070 명의 졸업자를 양성하였으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양성되었던 이공계 석·박사 졸업생의 30%를 웃도는 

비율이었다. 75  이것은 1970 년대 과기처의 고급인력 양성정책에서 

한국과학원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수치였다. 

그러나 한국과학원에 대한 지원만으로 고급인력 수급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KIST 와 한국과학원은 고급인력 정책의 훌륭한 방안으로 

작동하였으나 낙후된 기존 교육기관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70 년대 후반이 되면 여타 이공계 

대학·대학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기 시작했다. 1977 년 한국과학재단의 

설립은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과기처는 미국의 

국립과학재단(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을 모델로 하여 이공계 

대학·대학원에 대한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한국과학재단을 설립하였다.76 

고등교육을 향한 문교부의 지원도 확대되어, 1963 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문교부의 학술 연구 조성비 사업의 규모는 1970 년대 말 대폭 증가했다. 

학술 연구 조성 사업 중 특히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지정된 서울대학교에 

지원된 ‘대학원 중점 육성 연구비’와 1982 년 ‘기초과학 분야 육성비’로 

명칭이 바뀐 ‘기초학문 분야 육성비’가 대학원과 이공계 대학에 대한 

지원책이 되었다.77 

                                       
73 『과학기술 40 년사』, 76 쪽 
74 과학기술처, 『과학기술 연감 1975』, 75 쪽. 
75 과학기술부, 『과학기술 40 년사』, 77 쪽. 
76  강기천. "한국과학재단의 설립과 대학의 기초연구, 1962-1989",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2014). 
77  서울대학교 70 년사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 70 년사 : 1946-2016』 (서울: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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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고급두뇌 양성을 향한 관심은 1970 년대 말 한국 사회 전반에서 

커지고 있었고, 영재교육은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재조명되었다. 문교부가 

1979 년 대통령 연두 보고로 제출한 『장기교육계획』에 포함된 “과학 

영재학교의 설립” 정책과제가 그 일례이다. 『장기교육계획』은 문교부가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의뢰하여 1978 년 발간한 『교육발전의 전망과 

과제』라는 보고서와 같은 내용을 담았다. 『교육발전의 전망과 과제』는 

1978 년부터 1991 년에 이르는 기간에 걸쳐 초·중등 교육부터 특수교육, 

평생교육까지 1980 년대의 교육 전망을 통합적으로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다가올 한국사회가 “고도산업사회, 고급두뇌, 기술경쟁, 복지사회”의 

특징을 가지는 “지식개발형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78  그러나 베이비 

붐 이후 취학 인구의 증가와 함께 상대적으로 교원과 교육 시설의 질적 

저하가 두드러지며 교육 격차가 커지는 현재의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교육의 위기”가 올 것이며 이를 정책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보고서의 

목표였다. 

이 보고서는 교육의 위기를 해소하고 국가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발전의 기본 목표로 여섯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이 중 영재교육은 세 

번째 목표인 ‘고급두뇌의 양산과 인력개발의 효율화’ 항목에 포함되었다. 79 

보고서는 “고교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는 방향에서, 또한 1980~1990 년대의 

국제두뇌 경쟁 및 고도산업사회 건설을 위해서” “과학 분야에 특히 재능을 

나타내 보이는 어린이를 어릴 때부터 조직적으로 발굴하고 그 재능을 계속 

개발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과학 분야의 우수 두뇌를 위한 조기교육은 “이미 

선진제국(미국, 소련, 프랑스 등)에서 실시된 지 오래”이며, 이러한 

“고급두뇌 개발의 국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계속적인 산업발전과 

경제발전의 전망이 어둡다”는 것이다.80 

치열한 “과학기술 부문의 고급 두뇌의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목표부터 “과학적 재능은 대개 20 세를 전후하여 그 절정”을 

                                       
2016), 682 쪽. 
78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발전의 장기전망과 과제 : 요약』, (한국교육개발원, 1978), 5 쪽. 
79 『교육발전의 전망과 과제 1978~91』, (한국교육개발원, 1978), 44 쪽. 
80 『교육발전의 전망과 과제 1978~91』, 9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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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룬다는 논거에 이르기까지, 기실 『교육발전의 전망과 과제』이 제시한 

과학영재교육의 필요성과 그 근거는 1973 년 교육자 대회에서 발표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달라진 부분은 영재교육을 둘러싼 

한국의 환경이었다. 이제 한국은 곧 “선진제국”과 기술 경쟁을 벌이게 될 

정도로 급속한 경제적·기술적 성장을 이룩했다. 교육정책의 측면에서도 

영재교육은 지금까지 확대되어 시행되던 평준화 시책의 부작용을 보완할 

방법으로 비쳤다. 보고서의 저자들에게 있어 영재교육의 도입은 변화된 

한국의 사회적 배경에서 고려해 볼 만한 선택지가 된 것이다. 

『교육발전의 전망과 과제』에 실린 ‘과학 영재학교의 설립’은 1973 년의 

‘전국민의 과학화운동을 위한 교육자 대회’ 이후로 정부의 보고서에서 

처음 제안된 과학영재교육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문교부는 1981 년까지는 기초연구 프로그램 개발과 

영재아 특수학교 설립을 완료하며, 1986 년 까지는 자연과학분야 프로그램 

개발을 마칠 계획이었다. 81  추후 문교부가 언론에 밝힌 바에 의하면 

과학고등학교는 15 학급 6 백 명의 규모로, 총 소요 예산을 64 억으로 

책정하여 80 년 말까지 건물과 실험 실습 기자재를 확보할 예정이었다. 82 

1979 년 6 월에는 영재교육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문교부 

산하에 과학고등학교 설립추진위원이 위촉되었다. 추진 위원은 전 

과학기술처 장관 김기형을 비롯하여 서울대와 고려대, 서강대 출신의 

교수와 한국교육개발원의 인사들, 문교부와 과학기술처의 공무원을 포함한 

열 세 명으로 이루어졌다. 83  이 위원회는 짧은 기간 동안 기초자료 조사를 

위한 해외 탐방을 포함하여 “과학학교 설립계획안”(1979), “영재교육의 

동향 및 실제”(이영덕 외, 1979), “기초과학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한종하 

외, 1979), “영재교육의 이론적 기저”(신세호 외, 1979)를 비롯한 다양한 

                                       
81 『교육발전의 전망과 과제 1978~91』, 212 쪽. 
82 "첫해 2 백명선발 국립과학학교 81 년도에 개설”, 『매일경제』, 1979. 07. 28. 
83 "과학고교 설립추진 위원 13 명을 위촉”, 『동아일보』, 1979. 06. 23. 전체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기형, 이태녕 서울대교수, 이홍우 서울대교수, 정창현 서울대교수, 오계칠 

서강대교수, 소칠섭 고려대교수, 이영덕 한국교육개발원장, 한종하 한국교육개발원, 최영복 

영등포고교장, 김상준 문교부장학실장, 정태수 문교부산업국교육국장, 박상인 

문교부교육시설국장, 임용규 과학기술처진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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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84 

그러나 설립추진위원의 결성과 잇따른 연구의 발간에도 불구하고 

과학영재교육은 1970 년대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에는 우선 예산 

문제가 존재했다. 예산 부족은 『장기교육계획』이 발표될 당시부터 우려된 

상황이었는데, 기존의 교육 예산이 정부 예산의 15~17% 정도를 차지한 데 

비하여 『장기교육계획』은 정부 예산의 22%를 교육예산으로 확보하는 

경우를 전제로 집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85  실제로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음에도 과학고등학교 설치 정책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장기교육계획』에 실린 과학 고급두뇌의 양성 정책과제 중에서는 

국립대학교 부설 자연과학종합연구소 설치만 실현되었다.86 

또한, 과학고등학교 설치의 중단은 영재교육이 가용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해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일례로 “과학영재학교의 설립”은 『장기교육계획』 

보고서의 6 장 <과학두뇌의 양성>이 다룬 여섯 가지 주제 중 하나인 

“기초과학교육의 진흥” 하부 항목의 열두 가지 정책 과제 중 하나에 

불과했다. 과학기술처도 영재교육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1979 년 과학기술연감은 이제까지 발간된 연감 중 처음으로 

과학고등학교를 언급했다. 그런데 과학고등학교 설치는 “과학기술인력의 

수준 향상”이라는 명목 아래 전국민의 과학화 운동의 하위 항목인 

‘과학교육 진흥’에 교과과정 개편 검토, 실업학교 교과서 편찬, 국민학교 

방학책, 중등과학교육 실험학교 운영과 같은 주제들과 나란히 

수록되었다.87 

즉, 과학영재교육은 1970 년대 후반 재조명받기 시작했으나 그 정책적 

위치는 명확하지 않았다. 과학영재교육은 문교부의 보고서에는 고급두뇌 

개발의 한 방편으로 소개되었고, 과기처 연감에는 과학교육의 일부분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그 정책적 중요도도 높지 않았다. 과학고등학교 설치는 

                                       
84 경기과학고등학교, 『경기과학고등학교 5 년사』 (수원: 경기과학고등학교, 1988), 
85 "장기교육 종합 계획”, 『경향신문』, 1978. 11. 24. 
86  정연태, 『교육과 과학과 한평생 : 정연태 문집, 1 권 과학영재교육』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8), 3 쪽. 
87 과학기술처, 『과학기술 연감 1979』, 2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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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의 보고서에서 여러 다양한 정책들과 함께 제시되었으며, 예산 

확보의 차원에서도 그 순위가 밀렸다. 여기에 1979 년 말 박정희 대통령 

암살로 남한의 정치적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면서 과학고등학교 

설립추진위원의 활동은 완전히 멈추게 되었다. 

결국, 1978 년 말 발간된 『교육발전의 전망과 과제』에서 시작된 

문교부의 과학고등학교 설치 정책은 1 년을 진행하지 못한 채 “뜻하지 

않은 해프닝”으로 중단되고 말았다. 88  그러나 『교육발전의 전망과 과제』는 

고등교육의 확대와 함께 고급 두뇌의 수요가 증가할 1980 년대의 모습을 

예측하였으며, 고급인력 개발의 한 방편으로 과학영재교육을 언급하였다는 

의미를 가졌다. 1960 년대와 1970 년대 초반 기술 인력 양성에 밀려난 

과학영재교육이 비록 강력하게 추진되지는 않았지만, 정책적으로 

재조명받기 시작한 것이다. 『장기교육계획』이 예측한 변화는 1980 년대 

초에도 유지되었고, 따라서 한국교육개발원과 과학고등학교 

설립추진위원이 진행한 영재 교육에 관한 연구들은 1980 년대의 

과학영재교육 도입 과정에서 중요한 기반으로 다시 빛을 볼 수 있는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3.2. 문교부의 『영재교육 종합수행 방안』과 과학영재교육 정책 

 
대통령 암살과 군사 쿠데타라는 단절을 겪고 출범한 신군부의 영향 

아래에서 1980년대 초의 한국은 급격한 정치적 변화를 겪었다. 1980년 5월 

31 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발족한 신군부는 사회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숙청을 추진했다. 과학기술계와 교육계를 비롯하여 광범위한 

분야에서 기구 조정을 포함한 급격한 인사 교체가 이루어졌다. 89  인적 

쇄신과 함께 전두환 정부는 정책적으로도 전 시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였으나, 이러한 정책들은 실제로는 전 시대의 유산을 계승한 

                                       
88 정연태, 『교육과 과학과 한평생 : 정연태 문집, 1 권 과학영재교육』, 3 쪽. 
89 이 인사 교체는 2 개월에 걸쳐 2 급 이상 고급 공무원 정원의 12.1%이 해직되는 정도의 

규모로 이루어졌다. 정해구, 『전두환과 80 년대 민주화운동 - ‘서울의 봄’에서 군사정권의 

종말까지』 (서울: 역사비평사, 2011), 8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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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제 5 공화국의 대표적인 과학 정책이라 불리는 

특정 연구 개발 사업, 기술 진흥 확대 회의, 기술 드라이브 정책은 실제로 

1970년대 후반 박정희 시대에 나타난 변화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다.90 

전두환 정권의 영재교육 정책도 이전 정권의 연장선에서 추진되어 새 

정부 밑에서 더욱 강조된 정책 중 하나였다. 1980 년 5 월 취임하여 7.30 

교육개혁조치 등의 급진적 교육 정책을 발표한 이규호 문교부 장관은 

같은 해 10 월 “과학고교, 어학고교를 포함한 영재교육 계획안을 마련 

중이며, 앞으로 2 년 이내에 영재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91 

이듬해 문교부는 전국에서 시범 단계의 영재교육을 설치했다. 

경북사대부고와 인천여자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에서 과학 분야의 

영재교육이 도입되었다.92 구미고등학교에서는 1981 년 3 월 5 일부터 시험을 

통해 선발된 50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영재반이 편성되었으며 언론에는 

‘전국 첫 번째의 영재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다.93 1981 년 여름에는 

경기도 학생 과학관에서 과학영재교육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첫 번째 단기 

캠프가 열리기도 했다.94 

1980 년대 초 문교부의 과학 영재교육정책의 방향은 1982 년 2 월에 

나온 내부 보고서인 『영재교육 종합수행 방안』에서 자세히 드러난다. 95 

서울대학교와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진들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과학영재교육 뿐만 아니라 외국어와 예체능을 포함한 넓은 범위의 

영재교육을 크게 그 ‘이론적 기저와 현황’과 ‘한국 영재교육의 

수립방안’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었다. 특히 보고서의 2 부에 실린 

“영재교육의 수립방안”은 영재교육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후 과학영재와 

예체능계 영재를 위한 특별학교 설립 방안과 일반학교에서 수행될 수 있는 

영재교육 방안까지, 영재교육 수행에 대한 다섯 가지 구체적인 지침을 

                                       
90  신향숙. "제 5 공화국의 과학 기술 정책과 박정희 시대 유산의 변용: 기술 드라이브 

정책과 기술 진흥 확대 회의를 중심으로”, 552 쪽. 
91 "이문교 과학·어학고교 곧 신설”, 『동아일보』, 1980. 10. 16. 
92 정연태, 『교육과 과학과 한평생 : 정연태 문집, 1 권 과학영재교육』, 39 쪽. 

한종하 김종서, 김순택, 『영재교육 종합수행 방안』, (문교부, 1982), 38 쪽. 
93 "첫학기맞는 영재반 구미고교서 전국 처음으로”, 『경향신문』, 1981. 03. 05. 
94 『영재교육 종합수행 방안』, 41 쪽. 
95 『영재교육 종합수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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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하고 있었다. “과학영재 특별학교 설립 운영을 통한 방안”은 이 중에서 

첫 번째 항목으로 실려 있었다. 

『영재교육 종합수행 방안』은 과학고등학교를 ‘과학 분야의 영재를 

발견하고 교육하는 실험 학교’로 정의하였다. 학교는 학급당 20~25명씩 한 

학년에 10 학급 200~250 명의 소규모로, 개교 후 3 년이 지나면 총 학생 수 

600~750 명에 약 68~69 명이 교원이 재직하는 규모로 계획되었다. 96  우선, 

문교부는 과학영재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 실험적 접근을 강조하였다. 

한국은 영재교육에 대한 경험이 없고 기반이 되는 연구가 빈약한 

실정이므로,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학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교육과정의 성격과 수준, 영재들의 학습 속도와 

흥미의 폭, 영재 발굴 방법, 제도상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교사의 역량과 

기능, 학교의 여건과 예산 규모,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 문제”와 같은 

영재교육에 관한 실질적인 경험을 쌓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이라는 

취지였다. 97  보고서는 체육학교와 예능 학교 등 지금까지 설립된 특별 

학교들은 영재교육에 대한 별다른 고민 없이 “대규모의 학교를 아무런 

준비 없이 세워서 운영하였기 때문”에 “운영의 결과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즉 비슷한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영재학교를 일시에 많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실험학교를 1~2 년 운영”하면서 과학영재교육의 형태를 잡으면, 

이를 원형으로 하여 지역별 교육위원회가 적은 부담으로 각지에서 비슷한 

형태의 영재교육을 추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이다.98 

또한 『영재교육 종합수행 방안』은 과학영재교육과 평준화 제도와의 

관계를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언급하였다. 이 항목은 과학영재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련되어 있었는데, “과학영재는 지적으로 조숙한 학생이기 

때문에” 과학영재학교에는 “일류학교라는 세칭이 붙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러한 세칭은 곧 평준화 제도와 큰 모순이 있는 것으로 오해받기 

쉬우므로 “과학고등학교를 세우는 데 있어 세심한 주의와 제도적 배려가 

                                       
96 『영재교육 종합수행 방안』, 129 쪽. 
97 『영재교육 종합수행 방안』, 114~115 쪽. 
98 『영재교육 종합수행 방안』, 115~11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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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는 것이 보고서 작성자들의 입장이었다. 99  보고서는 이러한 

오해를 막기 위하여, 학교의 성격에서 과학영재학교가 단순히 “머리만 

우수하다는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 아님을 강조했고, 또한 과학영재학교가 

새로운 일류학교로 오해받지 않도록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홍보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100  그러나 동시에 보고서는 

“실은 평준화 제도로서는 과학 분야의 고급인력을 기를 수 없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이며 “과학 분야의 고급두뇌는 충분한 

교육여건 하에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서만” 길러진다는 점도 언급하였다.101 

이러한 서술은 보통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 평준화 정책과 영재교육 

정책의 상호작용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평준화 정책은 고교 평준화가 

추진되던 1970 년대 초·중반 문교부가 영재교육을 추진하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였다. 그러나 1970 년대 후반, 평준화 정책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증가하면서 영재교육의 근거에는 ‘평준화 정책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이라는 점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평준화 정책의 보완’은 또한 

교육 행정부처 내에서도 영재교육을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보고서는 ‘입시제도와의 연계’를 세 번째의 고려 사항으로 수록했다. 

특히 이 사항은 “과학고등학교 교육의 성패는 이 입시 제도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여겨질 정도로 “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했다.102 현행 대학입시가 부과하는 입시 

부담은 과학영재들의 흥미나 관심을 포기하게 만들고 과학 분야에서 

재능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과학영재교육의 목적에서 

벗어나기 쉬웠다. 그러므로 보고서는 “대학입학시험제도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적성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다각적인 대책 및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자연계열 대학의 무시험 진학이나 

학교의 내신성적만을 고려하는 입시제도, 또는 물리와 수학 등 특정 과학 

                                       
99 『영재교육 종합수행 방안』, 116 쪽. 
100 『영재교육 종합수행 방안』, 127, 168 쪽. 
101 『영재교육 종합수행 방안』, 116 쪽. 
102 『영재교육 종합수행 방안』, 11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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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만을 고려하여 진학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안이 있었다.103 다른 고려 

사항으로 지적된 ‘교육과정의 운영 관계’와 ‘교육제도와 학교 운영상에서 

고려할 점’도 넓은 범위에서 입시제도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 요컨대 

과학영재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넘는 학습이 가능한 새로운 

교육과정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대학과의 연계 학습이 고려되어야 했다. 

위와 같이, 1982 년 발간된 『영재교육 종합수행 방안』은 1980 년의 

영재교육 정책 시행 선언과 1981 년도의 시범적 영재교육 시도를 거치면서 

문교부가 구상한 과학영재교육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문교부의 전체 

영재교육 정책과정의 중요한 일부분이었던 과학영재교육은 소규모 학교를 

통한 실험적 접근 방법으로 제안되었다. 특히 교육 행정부처의 입장에서 

과학영재교육은 평준화 제도의 보완책으로써 강력하게 제시되었으며 이는 

초기 영재교육의 반대 요인으로 작용하던 평준화 정책이, 평준화가 시행된 

이후 10 년이 다 되어가면서 영재교육을 해야 하는 요인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평준화를 통해 변화된 보통교육 환경이 문교부 

영재교육 정책의 한 근거가 된 것이다. 

 
 

3.3. 과학기술처의 “20 대 박사 과정” 

 
1982 년 4 월 25 일, 한국과학재단에 『과학기술영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제 확립에 관한 연구』라는 이름의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기관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으로, 한국 최대의 종합 

연구기관이었던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와 이공계 대학원인 

한국과학원(KAIS)이 1981 년에 통합되며 출범한 연구 교육기관이었다. 

보고서의 집필에는 한국과학원의 초대 원장이자 물리학 교수로 재직 

중이던 이상수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하여, 열두 명의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와 세 명의 서울대학교 교수, 교육개발원의 연구원 한 명, 그리고 

자문위원 세 명이 참여하였다. 

『과학기술영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제 확립에 관한 연구』는 과기처 

                                       
103 『영재교육 종합수행 방안』, 11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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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의 기관이 과학영재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한 첫 연구로, 보고서의 

서론은 “과학영재아를 위한 적절한 교육체제를 한국과학기술원의 기구 

내에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쓰였음을 밝히고 있다. 104  총 

10 장으로 이루어진 이 보고서의 전반부 다섯 장은 과학영재교육에 대한 

소개와 필요성, 외국의 사례, 영재교육의 방법론과 과학고등학교 체계의 

개발을 논의하고 있었으며 문교부를 통해 꾸준히 과학영재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했던 정연태 교수가 집필을 담당했다. 105  보고서의 전반부를 

합친 것보다도 많은 분량의 6 장은 학부와 대학원 과정의 영재교육 계획에 

할애되었다. 여기에는 새로운 교육 과정이 설치될 경우 실시하게 될 

커리큘럼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으며, 한국과학기술원의 교수들이 과 별로 

한 명씩 보고서 작성에 투입된 이유는 아마도 이 커리큘럼을 작성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보고서는 7~9 장에서 영재교육의 장기적인 계획과 시설 

설치에 따른 예산 계획, 법적 문제를 다루었으며, 마지막 장을 결론으로 

하여 끝을 맺었다. 

『과학기술영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제 확립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과학영재교육의 필요성은 “인간자원으로서 고급과학인력에 

대한 요구”였다. “고급과학인력인 과학영재는 앞으로 국가 발전을 위하여 

자본, 천연자원, 무역보다도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래를 위하여 중요한 인간자원”으로서 과학기술처가 “국가적인 

투자”를 해야 했다. 106  정연태는 고급과학인력으로써 과학영재를 활용하기 

위하여 조기교육 체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이유를 

한국의 학사과정 체계에서 찾았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를 분석한 해외 

연구에 의하면, 그들의 평균 학위 취득 연령은 25 세였으며 창조적인 

업적의 “대부분이 24~44 세 사이의 20 년간에 이루어졌으며 특히 29 세를 

                                       
104 정연태, "과학기술영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제 확립에 관한 연구”, 『교육과 과학과 한평생 : 

정연태 문집, 1 권 과학영재교육』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2), 7 쪽. 
105  『교육과 과학과 한평생 : 정연태 문집, 1 권 과학영재교육』, 4 쪽. 1 장부터 5 장까지의 

내용은 1988 년에 전 4 권으로 발간된 정연태의 문집에도 실렸다. 1 권의 가장 앞 부분에 

실린 것으로 보아, 정연태 본인도 이 보고서가 자신의 영재교육연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알고 있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106 “과학기술영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제 확립에 관한 연구”, 2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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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해서 많은 업적이 이루어졌다.” 107  그러나 한국의 경우 남성이 정규 

교육과정과 군 복무를 마친 후 국내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면 만 30 세가 

된다. 만약 유학을 통해 박사과정을 이수한다면 학위 취득은 만 33 세 

이후로 늦춰질 수도 있었다. 즉 한국의 현 교육체제에서 물리학자는 평균 

32 세가 되어서야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이는 창조적인 업적을 

올리기에는 너무 늦어진다는 것이 정연태의 분석이었다.108 

 
 

그림 1. 한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109 

 
 
특별 교육체제를 통한 과학영재교육은 이러한 시간 허비와 인적 

자원의 누수를 막고 과학영재가 생산성이 높은 시기에 연구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절실히 필요했다. 정연태가 다양한 형태의 과학영재교육 

중 특별한 교육체제를 통한 교육을 주장한 이유는 한국의 교육 부처가 

평준화 정책을 펴고 있으며, 일반 학교의 교육 현황이 과밀 학급과 빈약한 

                                       
107 “과학기술영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제 확립에 관한 연구”, 22 쪽. 
108  “과학기술영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제 확립에 관한 연구”, 26 쪽. 여기에서 군 복무라는 

표현을 토대로, ‘과학기술영재’의 범위에 여성은 고려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9 “과학기술영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제 확립에 관한 연구”, 2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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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한국과학기술원 

산하에 부설 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하여 과학영재교육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였다. 

여기까지, 정연태가 집필한 보고서 전반부의 내용은 그가 이전부터 

‘전국민 과학화를 위한 교육자 대회’ 등을 통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과학고등학교의 설치는 정연태가 문교부를 통해서도 

꾸준히 주장해온 내용이었고, 학위 취득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1973 년의 발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였다. 단지 한국에서의 

현장 연구 사례들과 외국의 현행 영재교육에 대한 후속 연구들이 추가적인 

근거로 보강되었다. 『과학기술영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제 확립에 관한 

연구』에 실린 과학영재교육 계획이 교육학자들의 이전 주장이나 문교부의 

『영재교육 종합수행 방안』과 비교하여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과학고등학교 설치라는 오래된 아이디어가 한국과학기술원 산하의 

기관으로 수행되면서 학부 과정, 대학원 과정이 연계된 형태로 

조직되었다는 점에 있었다. 이 내용은 한국과학기술원 학부 과정과 대학원 

과정의 영재교육 설치 계획을 서술하는 보고서의 6장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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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국과학기술원이 제시한 과학영재교육과정110 

 

                                       
110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영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제 확립에 관한 연구』, (대전: 

한국과학기술원, 1984), 78 쪽. 보고서의 73 쪽에는 학부과정의 표준수업연한을 “3 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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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원의 기본적인 신설 대학교육과정 안은 

기존의 박사과정과 부설 과학고등학교 사이에 학·석사통합과정을 만들어 

일관성 있는 과학 영재교육체제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과학영재아들은 

과학고등학교에서 “학습의 가속화를 통하여” 고등학교 2 학년부터 “대학 1, 

2 학년 수준의 과정을 이수”하며, 표준 수업연한이 3 년인 학·석사 

통합과정으로 진학하여 “다시 학습의 가속화로 보통의 석사과정까지 

이수하게 된다.” 학부과정의 교육은 학과 사이의 장벽을 없애기 위해 

무학과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며, 학부과정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이공계와 공학계 중 하나의 구분만 선택하면 되었다. 3 년의 학부과정 동안 

박사 연구 방향을 잡은 학생들은 곧바로 “2 년의 박사과정을 거쳐서 

(고교부터 시작하여 8 년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면, 결국 

이들은 23 세에 박사과정을 전부 마치고 학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 

계획의 골자였다. 111  이렇게 졸업한 과학 영재는 23 세에 박사가 될 수 

있었으며, 이는 그림 3 의 좌측에 표기된 현행 한국의 최단기 박사 취득 

기한인 27세보다 4년이 빨랐다. 

이것은 곧 과기처의 “20 대 박사 과정” 정책의 등장이었다. 고교와 

대학의 입시제도 연계를 통한 영재교육 강화 방안은 문교부의 『영재교육 

종합수행 방안』에서도 언급된 바 있었으나, 실제로 이 방안을 첫 번째로 

작동 가능한 형태로 계획한 것은 과기처의 보고서였다. 20 대 박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은 고등학교부터 대학, 대학원 과정의 교육이 

연계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었고, 과기처 산하의 독립적인 교육 체제 

안에서만 작동 가능한 형태였기 때문이었다. 이 연계를 통하여 과학영재는 

‘20 대 박사’라는 고급인력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 즉 『과학기술영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제 확립에 관한 연구』는 과학기술처 산하의 기관에서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첫 번째 보고서일 뿐만 아니라, 

과기처의 고급 두뇌 정책이 영재교육과 처음으로 만나는 지점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왜 『과학기술영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제 확립에 관한 

연구』는 1980 년대 초반에 발간된 것일까? 이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까지 

                                       
표기하였으나, 78 쪽의 표에는 “3.5 년”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 수치의 차이는 

과학고등학교에서의 조기교육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111 정연태, “과학기술영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제 확립에 관한 연구”, 4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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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영재교육 정책은 문교부에서 주도적으로 다루어지는 사안이었으며, 

과학기술처는 1979 년 과학고등학교 설립추진위원에 산하 공무원 한 명을 

참가시킨 일과 1980 년 8 월 12 일에 경향신문을 통해 과학영재교육을 

고려하고 있다는 단신이 실린 것을 제외하고는 과학영재교육 정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행보를 보인 적이 없었다.112 보고서가 싣고 있는 과학기술 

영재교육의 목표 또한 과학기술처가 이전까지 고등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시행해 온 고급두뇌 양성 정책의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113  과학기술 

행정부처가 과학영재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1980년대의 변화된 고등 교육 환경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영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제 확립에 관한 연구』는 1980 년대 

초 한국과학기술원이 한국의 독보적인 이공계 고등교육 기관이라는 지위를 

위협받는 배경에서 발간되었다. 여기에는 확대되어 시행된 정부의 대학원 

지원 정책이 중요한 이유로 작용하였다. 이미 1970 년대 말부터 확대되기 

시작한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 정책은 1980 년대에는 더욱 확대되어 

시행되었는데, 이 시기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대학원생 

병역특례제도의 확대 시행이었다. 1981 년 반포된 “대학원생등의 병역특례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82 년부터 이공계 대학원에 입학한 남학생들은 

석사 과정을 4 학기 안에 마치고 소정의 시험을 통과하면 졸업 후 6 개월 

간 장교로 근무하는 것으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게 된 것이다.114 

이 개정된 병역특례 조항은 한국과학기술원의 인력수급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1970 년대 한국과학원에만 존재하던 대학원생 

병역특례제도가 다른 대학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공계 학부 졸업생들은 

자신이 졸업한 학교의 대학원에서 수학하면서 병역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 대신 모교의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사례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경향은 특히 서울대학교 졸업생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원에 진학하는 이공계 학부 졸업생 중 

                                       
112 "정부, 과학영재학교 설립추진”, 『경향신문』, 1980. 8. 12. 
113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영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제 확립에 관한 연구』, 161~162 쪽. 
114  "병역법 [시행 1981.6.5.]." 서울대학교자연과학대학 70 년사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 

자연과학 70 년 1946-2016』 (서울: 서울대학교, 2017), 21 쪽.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사반세기』, 12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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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의 석사 

졸업생은 1975 년의 42 명에서 1980 년의 70 명, 1981 년 143 명, 1985 년에는 

196 명으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115  상대적으로 한국과학기술원에 

진학하는 서울대학교 출신 졸업자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한국과학기술원의 출신 대학별 입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대학교 출신 

합격자는 1976 년부터 1979 년까지 116 명(80.0%), 178 명(78.4%), 

243 명(81.0%), 275 명(71.4%) 등 합격자의 3/4 이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1982 년 이후 해마다 줄어들기 시작하여 1980 년대 중반에는 50% 

이하로, 한국과학기술원의 학부 과정인 한국과학기술대학이 개교한 이후인 

1987년이 되면 38.9%를 차지할 정도로 떨어지게 되었다.116 

즉 『과학기술영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제 확립에 관한 연구』는 

한국과학원을 통한 기존의 과기처 고급 두뇌 양성 정책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출간된 보고서였으며, 내부적으로는 과학영재교육을 

한국과학기술원의 인력 수급의 한 방편으로 활용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인력 수급의 의도는 보고서의 77 쪽에 실려있는 과학기술 영재제도에서 잘 

드러난다. 

                                       
115이인규, "자연과학 연구 50 년의 회고와 전망”, 『개교 50 주년 기념 학술대회: 서울대학교 

학문연구 50 년의 개관과 전망』 (1996), 47 쪽. 
116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사반세기』, 12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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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과학기술영재 교육제도의 이원화 구조 모식도117 

 
 

                                       
117 『과학기술영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제 확립에 관한 연구』, 7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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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에 신설되는 영재교육 과정은 타 이공계 대학에서 

학부생을 모집하여 대학원 과정만 운영하는 현행 구조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대학원 석·박사 과정과 함께 이원적으로 운영될 

계획이었다.118 선발 고사를 통해 학부과정과 석사, 박사를 모집하는 제도는 

영재교육 과정과 함께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는 기존의 학생 모집 과정을 

영재교육과정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했거니와, 수급 방법의 이원화를 통해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노린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러한 의도는 보고서의 7 장에 

수록된 영재교육 과정의 실제 설립 계획에서도 드러났다. 한국과학기술원 

측은 기존의 대학원 과정과 연계될 수 있는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 미국의 브롱크스 과학고등학교(Bronx High 

School of Science)와 노스캐롤라이나 과학고등학교(North Carolina School of 

Science and Mathematics)의 사례를 참조하였을 때 고등학교의 임계 규모는 

학년당 3 백 명, 최적 규모는 학년당 1 천 명으로 추산되었다. 119  여기에 

이공계 대학·대학원의 학생 수를 6 천 명 내외로 가정하여, 고교입학부터 

박사취득까지의 전 과정에 걸친 총 학생 수는 최종적으로 9 천 명에서 만 

명 사이가 될 계획이었다. 영재교육에 필요한 1:10 에서 1:15 사이의 교사 

비율을 고려하면 교직원은 2천 명 정도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다. 

도시 하나를 새로 만들 정도로 거대한 규모의 과학영재교육은 

문교부의 실험 학교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접근이었고, 이 차이는 

과기처의 과학영재교육 계획이 고등학교와 대학, 대학원에 이르는 교육 

과정을 하나로 계획하고 있으므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과학기술영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제 확립에 관한 연구』는 한국과학기술원이 대덕 단지에 

확보한 27 만 평의 부지에 3 단계에 걸쳐 영재교육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우선 제 1단계(‘84~’86)에서는 이듬해부터 고등학교를 건설하여 

1984년 3월부터 300명의 고등학생을 모집하고, 1986년 3월에 학부과정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제 2 단계(‘87~’91)에서는 고등학교를 두 

배로 확장하여 학년 당 600 명의 고등학생을 모집하게 되며, 동시에 학부 

                                       
118 『과학기술영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제 확립에 관한 연구』, 73 쪽. 
119 『과학기술영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제 확립에 관한 연구』, 16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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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도 확장한다. 또한, 1989 년부터는 영재교육과정 첫 입학생들의 

박사과정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마지막 제 3단계(‘92~’95)에서는 고등학교의 

확장이 천 명으로 완료되며, 1992 년에는 영재교육과정을 통한 최초의 

박사가 고등학교 입학 8년 만에 배출될 계획이었다. 

 
 

그림 4. 한국과학기술원의 영재교육과정 장기 시행계획120 

 
즉 1980 년대 초반, 한국과학기술원은 대외적으로는 기술혁신의 기반을 

마련할 고급과학인력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는 

한국과학기술원에 진학할 훌륭한 인재들을 수급할 수 있는 수단으로 

과학영재교육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한국과학기술원의 보고서가 제시한 

“20 대 박사 과정”은 한국과학기술원이 당면한 대외적, 내부적 목표를 

하나로 묶어 해결할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영재교육 과정이 

한국과학기술원 산하의 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될 때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고, 한국과학원 시절 축적된 경험을 살릴 수 있으며, 나아가 이미 확보된 

                                       
120 『과학기술영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제 확립에 관한 연구』, 16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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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단지의 건설 부지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20 대 박사 과정”은 

한국과학기술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121 

한국과학기술원의 과학기술영재 양성과정은 1980 년대 들어 변화한 국가가 

원하는 고급인력의 상 뿐만 아니라 변화한 이공계 대학과 대학원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었다. 

 
 

3.4. 1980 년대 초 과학영재교육 정책과 경기과학고등학교의 설립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문교부는 1982 년 2 월에 『영재교육 종합수행 

방안』을, 과기처는 4 월 말에 『과학기술영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제 확립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두 보고서는 과학영재교육의 당위성 

측면에서 상당히 비슷한 근거를 보여주었는데, 고도 기술 사회에서 국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하여, 평준화 제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과학영재교육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그러했다. 심지어는 과기처 

과학영재교육의 핵심이었던 ‘20 대 박사 과정’도 문교부의 보고서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드러났는데, 예컨대 “27, 8 세에 박사과정을 이수하는 

것보다 23, 4 세에 이수하게 되면 그만큼 창조적 활동 시간이 3~4 년 

많아진다”는 문장이 수록되어 있었다.122 

두 부처에서 비슷한 점이 발견되는 이유는 애초에 두 부처에 

과학영재교육의 도입을 주장한 교육학자들이 겹치는 인물들이었기 

때문이었다. 문교부의 자문위원으로 1960년대 말부터 과학고등학교 설치를 

주장해오면서 동시에 한국과학기술원의 과학영재교육 보고서 집필에 

참여하기도 한 서울대학교의 정연태 교수는 이러한 교육학자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다. 예컨대 ‘속진 교육을 통하여 영재들의 창조적 활동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두 보고서의 내용은 이미 1973 년 ‘전국민 과학화를 위한 

교육자 대회’에서 정연태가 한 주제 발표에 포함된 사항이었다. 또한, 두 

부처는 한국교육개발원이 1979 년부터 발간하기 시작한 과학영재교육에 

                                       
121 『과학기술영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제 확립에 관한 연구』, 166 쪽. 
122 김종서, 『영재교육 종합수행 방안』, 11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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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를 참고하였다. 특히 1979 년에 발간된 『영재교육동향 및 실제-

기초과학교육 중심으로』와 같은 연구는 두 보고서의 공통된 참고자료로 

사용되었으며,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원들이 두 부처의 과학영재교육 

정책에 참여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두 보고서는 당위성의 차원보다는 

수행의 차원에서 확연한 차이를 드러냈는데, 예를 들면 고등학교 과정의 

과학영재교육 계획이 그러했다. 문교부가 소규모의 실험 학교를 운영하여 

과학영재교육에 대한 경험을 쌓으려 했다면, 과기처 산하의 

한국과학기술원에 세워질 고등학교 과정은 대학 학부를 예비하는 

과정이었으며 따라서 대학 학부 과정에 맞먹는 크기의 거대한 학교로 

계획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행정 부처에서 과학영재교육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려 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특히 문교부는 영재교육과 평준화라는 

상반된 교육 정책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문교부가 

1981 년에 실시한 일련의 시범적 영재교육은 일관성이 없었으며 많은 

비판을 받았다. 한국과학기술원의 『과학기술영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제 

확립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구미고교의 영재반이 실제로는 영재교육이 

아닌 교과서의 진도만 속진한 교육에 불과하며, 영재아를 위한 교육시설이 

미비한 점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이 연구가 2 년간 진행되는 것임에도, 

교장과 교감을 포함한 관련된 대부분의 교사가 1982 년 2 월에 

경질되었음을 언급하였다. 경기고등학교와 인천여자고등학교의 과학과정 

운영을 위한 실험학교도 제대로 된 영재 선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과학 

수업시수를 자연계 학생보다 주당 1 시간만 더한 눈가림식의 발상이었다고 

비판하였다. 123  비판은 문교부 내부 보고서에서도 드러난다. 『영재교육 

종합수행 방안』은 대부분의 영재교육이 “자율적인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문교부에 의해 연구학교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담당교사들조차 

처음부터 별 효과를 기대하지 않고 영재교육에 임하게” 되면서 영재교육의 

본래 의도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124  특별학교의 설치도 

마찬가지였다. 정연태는 1981 년에 “정책자문위원 자격으로 “과학수재아 

                                       
123 정연태, 『교육과 과학과 한평생 : 정연태 문집, 1 권 과학영재교육』, 40 쪽. 
124 김종서, 『영재교육 종합수행 방안』, 5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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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담은 소책자를 만들어서 문교부에 제출하고 

아울러 과학고교 설치를 건의하였으나, 종전과 같이 평준화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25 

이러한 상황에서 문교부의 과학영재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곳은 

산하 지방교육청인 경기도교육청이었다. 경기도교육청에는 과학영재교육에 

우호적인 인물이 여럿 있었는데 한 예로 1980 년 2 월 경기도 교육감으로 

취임한 이준경은 과학영재교육의 도입을 주장했던 정연태와 연희전문학교 

동기였고, 정연태는 그를 설득하여 1981 년 8 월 경기도 학생 과학관에서 

‘과학영재아를 위한 여름 과학캠프’를 추진할 수 있었다. 126  이 캠프에서 

과학고등학교 설치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옴으로써 경기도교육청 

내에서 과학고등학교의 설립 운영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고, 

11 월부터는 경기도교육위원회를 통하여 과학고등학교의 설립이 

추진되었다. 127  11 월 19 일, 경기과학고등학교의 설립 초안이 

경기도교육위원회의 국·과장 회의에서 확정되었으며 이듬해 1 월 19 일 

문교부 보고를 거쳤다. 과학고등학교 설립 계획은 문교부의 1982 년도 

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되어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 128  2 월 23 일에는 

경기도교육위원회에 경기과학고등학교 설립업무추진기구가 구성되어 실무 

작업에 돌입하였고, 4 월 24 일 문교부의 과학고등학교 설치 계획에 대한 

승인이 떨어지게 되었다.129 

문교부가 겨우 1 년 전까지만 해도 받아들이지 않던 과학고등학교를 

승인하는 입장으로 돌아서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여기에는 과학기술처 

영재교육계획의 영향이 있었다. 130  1982 년 정월 전두환 대통령 업무보고 

                                       
125 정연태, 『교육과 과학과 한평생 : 정연태 문집, 1 권 과학영재교육』, 4 쪽. 
126 『교육과 과학과 한평생 : 정연태 문집, 1 권 과학영재교육』, 4 쪽. 
127  경기과학고등학교, 『경기과학고등학교 5 년사』, 46 쪽. 정연태, 『교육과 과학과 한평생 : 

정연태 문집, 1 권 과학영재교육』, 4 쪽. 정연태는 “하기과학캠프의 성과에 만족한 이준경 

경기도 교육감을 설득하여 과학고교 설치로 유도하기는 쉬운 일이었다”고 회고한다. 
128 문교부, 『1982 년도주요업무계획』, 국가기록원 관리 번호 BA0852146, (문교부, 1982), 
129 경기과학고등학교, 『경기과학고등학교 5 년사』, 51 쪽. 
130  정연태, 『교육과 과학과 한평생 : 정연태 문집, 1 권 과학영재교육』, 정연태는 “종전에 

그렇게도 완강히 거부하던 문교부가 과학고교 설치를 어떻게 승인하게 되었는지 확실치 

않다. 그러나, 과기원에서 고교과정까지 손을 대겠다는 기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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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과기처가 영재교육의 방안으로 과학기술대학 설립과 함께 

과학고등학교 설립 계획을 보고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문교부 측에서 

보통교육국장 김낙운의 주도로 서둘러 과학고등학교 계획을 연두 보고에 

포함하게 된 것이다. 131  김낙운은 80 년대 초 경기도교육청에서 

부교육감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어 과학 캠프를 포함한 경기도교육청의 

실험적 과학영재교육 시도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그 

자신도 평준화 교육의 보완 필요성에 관해 주장한 바 있었다. 132  그리하여 

고등 보통교육에 속하는 고등학교가 문교부 소관이라는 근거하에 

“‘과기처가 아닌 문교부가 과학고등학교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이미 “완성된 대통령 보고 차트를 수정을 거친 후 과학고등학교 설립 

계획을 추가하여 보고하게 되었다.” 당시 업무 보고의 순서에서 문교부가 

과기처보다 앞섰기 때문에 과학고등학교 설립 계획을 먼저 보고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133  과학고등학교 설치 내용이 포함된 문교부의 교육정책 

보고는 2월 12일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었다.134 

과학기술처는 문교부의 과학영재교육 과정과는 별개로 과학영재교육 

과정을 추진했다. 문교부의 교육정책 보고가 있은 바로 다음 날인 2 월 

13 일, 과학기술처도 과학영재교육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며, 

한국과학기술원의 『과학기술영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제 확립에 관한 연구』 

보고서가 나온 5 월에는 문교 당국과 협의와 심의 하에 보완을 거쳐 

영재교육의 방향이 설정될 것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135  그러나 이 

시기 두 부처가 추진한 과학영재교육 정책 사이에 실제로 보완이나 협력이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오히려 경기과학고등학교가 첫번째 입학식을 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1983 년 3 월 11 일, 한국과학기술원의 임관 원장은 

국무총리에게 고등학교부터 대학원 박사과정에 이르는 과학영재교육 

                                       
아니었는가 생각된다.”라고 쓰고 있다. 
131 송용대(경기과학고등학교 초대 교감) 인터뷰, 2017. 02. 21., 경기도 수원. 
132 "이한장의사진-김낙운 前 전남교육감”, 『한국교직원신문』, 2000. 03. 08. 김낙운은 이후 

전북교육감으로 발령받고 1984 년 전북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하는데 기여한다. 
133 경기과학고등학교 초대 교감) 인터뷰. 
134 "문교부 교육정책 보고내용”, 『동아일보』, 1982. 02. 12. 
135 "과기처 과학영재 교육제 검토”, 『매일경제』, 1982. 02. 13. "과기처 영재교육제 곧 확정”, 

『매일경제』, 1982. 0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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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의 설치를 보고하면서 과기처와 문교부의 과학영재교육 과정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이 드러났으며, 대중에게는 “20 대 박사 

과정”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136  이렇게 문교부의 과학고등학교와 과기처 

산하 한국과학기술원의 과학영재교육 과정으로, 두 가지의 고등학교 

과학영재교육 계획이 공존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왜 두 부처의 과학영재교육 정책은 개별적으로 추진되었는가? 

과학과 교육이 만나는 접점에 자리한다는 점에서 과학교육 정책은 

문교부로 대변되는 교육행정부처와 과기처로 대변되는 과학기술행정부처가 

불가피하게 마주칠 수밖에 없는 분야였다. 과학교육 정책을 둘러싼 두 

부처의 견해 차는 과기처가 산하의 독자적인 교육 기관을 세우려 할 때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미 1970 년대 한국과학원 설립 과정에서 과기처와 

문교부를 포함한 기존 대학교수들은 대립한 적이 있었다. 과기처는 문교부 

행정으로부터 자율적인 운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산하의 독자적인 교육 

기관을 마련하려고 했으며, 이는 또한 기존의 대학 체계가 경제성이 적은 

기초 과학 연구에 치우쳐져 있다는 경제기획원과 과기처 각료들의 판단이 

작용한 것이기도 하였다.137  그러나 문교부는 대학의 설립 권한을 자신들의 

고유 권한으로 여겼기 때문에 불만을 가졌으며, 이공계 대학 측은 기존 

이공계 대학교육에 대한 지원 없이 거액을 투자하여 새로운 기관을 세우는 

정책을 반대하였다.138 실제로 한국과학원의 경우 처음 5 년 동안의 설립 및 

운영비로 92 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정부가 

전국의 대학에 지원한 실험실습비가 150 억 원이었음을 고려할 때 대단히 

편중된 규모로서 기존 과학기술계의 불만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139 

1980 년대 초에 진행된 과학영재교육을 둘러싼 문교부와 과기처의 

입장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부처의 과학영재교육 

정책은 비슷한 당위성을 가지고 시작되었고, 이는 애초에 두 부처에 

                                       
136 "『20 대 박사과정』이 생긴다.”, 『경향신문』, 1983. 3. 11. 
137  홍성주. "한국 과학기술 정책의 형성과 과학기술 행정체계의 등장,1945-1967",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38  우새미. "과학영재교육정책의 진화, 1968-2012: 과학기술인력정책과 영재교육정책의 

상호작용”, 283 쪽. 
139 과학기술부, 『과학기술 40 년사』, 7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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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영재교육의 도입을 주장한 교육학자들이 겹치는 인물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로 처한 상황과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달랐으므로 두 

부처의 과학영재교육은 계획 단계에서 다른 형태를 가지고 나타나게 

되었다. 한국과학기술원은 20대 박사 양성을 목표로 하여 문교부가 제시한 

기존 교육과정과 별개의 교육 과정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교육기관을 

만들고자 하였으며, 이는 한국과학기술원 산하의 독립적인 과학영재교육 

과정에서만 성취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와 다르게 문교부는 보통교육인 

고등학교 과정의 과학영재교육을 자신들이 직접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두 부처가 구상한 고등학교 단계의 과학영재교육 

과정은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계획될 수밖에 없었다. 문교부와 과기처의 

과학영재교육 정책은 동시에, 독립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첫번째 과학영재교육기관인 문교부 산하의 경기과학고등학교가 문을 여는 

1983년 이후로도 일정 기간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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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기과학고등학교의 운영과 과학영재교육의 제도적 

정착, 1983~1986 
 
 

4.1. 경기과학고등학교의 설립과 운영 

 
1983 년 3 월 5 일, 문교부가 추진한 과학영재교육기관인 

경기과학고등학교의 첫 신입생이 입학했다. 이는 설립업무 추진계획이 

구체화하고 1년 남짓한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으며, 설립계획이 처음 구상된 

1981 년 11 월부터를 설립 기간으로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1 년 반이 채 

걸리지 않은 것이었다. 『경기과학고등학교 5 년사』에 실린 설립 업무 추진 

경과는 개교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더욱 자세히 보여준다. 예를 들어 

교육 과정의 수립은 신입생 전형이 끝나고 합격자 발표까지 마무리된 

1982 년 11 월까지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경기과학고등학교 측은 

생물과 지구과학 수업에 쓰일 BSCS 교과서(청판)과 ESCP 교과서의 

번역과 출판을 각각 11 월 15 일과 12 월 11 일에 마쳤다. 교육과정이 

문교부의 정식 승인을 받은 것은 신입생 입학식이 열리기 한 달 전인 

1983 년 2 월 1 일이었으며, 심지어 본관 및 기숙사 건물이 준공된 것은 

1983 년 6 월 초가 되어서였다. 이러한 이유로 경기과학고등학교는 1983 년 

3 월에 첫 번째 신입생을 받았음에도 1983 년 7 월 15 일을 개교기념일로 

지정하게 되었다.140 

경기과학고등학교 설립의 기본 방향은 문교부의 『영재교육 종합수행 

방안』에 실려 있던 과학영재교육에 대한 제안 사항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학교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영재교육을 표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과학영재교육의 기반을 구축하고 발전적 진보를 이룩할 수 있도록 

과학영재교육의 기초적 실험검증연구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파일러트 스쿨(Pilot School)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명시한 ‘학교 설립의 

기본 방향’의 두 번째 항목이 그 대표적인 예로, 이 항목은 『영재교육 

                                       
140 경기도교육위원회, 『과학고등학교설립계획』, (경기도교육위원회, 198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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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수행 방안』이 강조한 과학영재교육의 ‘실험적 접근’을 충실히 따르고 

있었다.141 시범 학교로서 경기과학고등학교의 성격은 우선 학교의 규모에서 

드러났다. 경기과학고등학교는 30 명 크기의 두 학급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한국과학기술원의 구상은 물론이고 문교부의 내부 보고서에서 

추산된 것보다도 훨씬 작은 규모였다. 즉 경기과학고등학교는 인력 

양성보다는 교육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며, 설립 후 5 년 남짓한 

기간 동안 총 여덟 건의 연구가 수행되었다는 사실이 이 점을 잘 보여준다. 

경기과학고등학교는 다섯 건의 자체 연구와 문교부 지정연구학교로서 세 

건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 연구들은 “학생선발도구의 타당도 검증”, 

“과학고등학교 교육과정개발”, “과학교과의 실험서 개발”, “과학영재교육을 

위한 과학고교 운영방안 연구” 등 전반적인 과학영재교육을 다루었다.142 

동시에 시범 학교라는 경기과학고등학교의 성격은 동시에 학교의 

형태가 잡히는 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우선 경기과학고등학교는 설립 

당시의 문교부 발표나 언론 보도와는 달리 공식적으로 

과학영재교육기관을 표방하지 않았다. 『경기과학고등학교 5 년사』는 “설립 

당시의 여건으로 인하여 과학고등학교가 과학영재교육기관을 공식적으로 

표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143  이 “설립 당시의 여건”이란 

경기과학고등학교를 둘러싼 사회적, 정책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우선 경기도교육청은 과학고등학교가 추진하고자 하는 

과학영재교육이 엘리트 교육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으며, 

내부 회의를 통해 학교의 이름에서 영재교육을 뜻하는 “영재”라는 단어를 

“사회적 분위기”를 이유로 빼기로 하였다.144 이러한 우려는 과학영재교육이 

오랜 기간 평준화 시책을 꾸준히 고수해온 문교부 자체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방향이라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았다. 경기과학고등학교의 초대 

교감이었던 송용대는 “문교부 측의 인사들이 경기과학고등학교 설립에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했다”고 회고하였다. 145  “교육적 측면에서나 현실적 

                                       
141 경기과학고등학교, 『경기과학고등학교 5 년사』, 48 쪽. 
142 『경기과학고등학교 5 년사』, 270~278 쪽. 
143 『경기과학고등학교 5 년사』, 50 쪽. 
144 경기과학고등학교 설립위원회, 『경기과학고등학교 설립위원회 내부 회의록』, 1982), 
145 송용대(경기과학고등학교 초대 교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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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으로 보아서 모험적 결단보다는 탐색적 시도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학교의 이름이 최종적으로 경기과학고등학교로 결정된 것이다.146  

나아가 경기과학고등학교는 과학영재교육에 대한 법적, 행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설립되었다. 이는 경기과학고등학교를 “설립 당시의 법령과 

제도의 범위 내에서”, “행정의 묘를 살려 학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기 때문이었다. 147  즉 경기과학고등학교의 교사들은 

특수목적고등학교 인가를 포함하여 학교에서 수행될 과학영재교육에 

적합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학영재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했다. 예를 들어 교육 과정의 경우, 경기과학고등학교는 

과학고등학교로서의 교육적 특징을 살리기 위해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닌 

공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규정을 사용해야 했다. 과학 수업의 

시수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 공업계 고등학교의 규정인 “특수목적학교 또는 

특수학과의 경우에는 전문교과의 최고 단위 수를 이수 단위 합계 

204 단위의 10% 범위 안에서 초과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과학 수업의 시수를 일반 학교 이상으로 늘리게 된 것이다. 초기 

경기과학고등학교는 이러한 편제와 특별활동에 대한 적용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뿐이었으며, 특수목적고등학교 

인가는 설립 후 1년이 지난 1984년에 이루어졌다.148 

법적, 행정적 지원의 미비는 경기과학고등학교 영재교육의 한계 

사항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설립 당시의 경기과학고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속진 교육(acceleration)을 할 수 없었는데, 이는 경기과학고등학교를 

“현행의 법령과 제도의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는 기본 방침이 내려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경기과학고등학교에서는 월반 제도나 

무학년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교육적, 행정적, 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없었다. 149  그리하여 경기과학고등학교는 속진 교육의 대안으로 

풍요화(enrichment) 교육 프로그램을 채택하였다. 그들은 풍요화 교육 

프로그램의 교과 과정으로 1950 년대 말 미국 교육과정 개혁 운동의 

                                       
146 경기과학고등학교, 『경기과학고등학교 5 년사』, 49 쪽. 
147 『경기과학고등학교 5 년사』, 48 쪽. 
148 『경기과학고등학교 5 년사』, 97~98 쪽. 
149 『경기과학고등학교 5 년사』, 91 쪽. 



 
58 

커리큘럼을 도입하였다. 경기과학고등학교 설립 위원회는 학문을 이루고 

있는 파편적 지식보다는 과학이라는 학문의 구조를 가르치는 미국의 

교육과정 개혁 운동의 프로그램을 통해 “개념 체제가 잘 구조화된 

심화프로그램”을 적용한다면, 그들이 수행할 수 없었던 기존 속진 

프로그램의 원리와는 다른 방식의 속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하여” 학습의 태도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150  이것이 1980 년대 미국에서는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평가받던 교육과정 개혁 운동의 교과서가 경기과학고등학교에서 쓰이게 된 

이유였다. 교육과정 개혁 운동의 교과서가 담고 있는 풍성한 자료는 일반 

학생들에게는 지적 흥미를 떨어뜨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과학영재교육에는 적합한 자료로 비친 것이다. 또한, 이들 프로그램이 

개발한 교과서는 한국에 상당히 일찍 도입되어 몇몇 교과서와 실험서 등이 

번역되어 있고, 관련 실험 교보재가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었다. 특히나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미 1960 년대 말에 이들 프로그램을 학습에 

적용하는 연구가 수행되기도 했다.151 이러한 결과로, 경기과학고등학교에서 

진행될 풍요화 교육의 교과서는 미국 교육개혁 그룹이 만든 교과서가 

채택되었다. 물리 과목에서는 PSSC(Physical Science Study Committee) 

교과서가, 화학에서는 Chem-Study 가 사용되었으며 마찬가지로 생물과 

지구과학의 심화 과정 교과서로는 BSCS(Biological Science Curriculum Study) 

생물과 ESCP(Earth Science Curriculum Project) 지구과학 교과서가 

결정되었다. 

나아가 경기과학고등학교에 주어지는 재정적 지원도 부족했다. 이는 

설립 방향의 세 번째 항목인 “학생들에 대한 행·재정적 우대책을 

원칙적으로 강구하지 않으며 가능한 한 일반 고등학교의 학생들과 동일한 

취급을 한다”는 부분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152  학생을 특별 대우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이 항목은 교육행정가들이 평준화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는 학생뿐 아니라 학교 자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부족했다. 학교의 설립자가 경기도교육위원회였던 까닭에 

                                       
150 『경기과학고등학교 5 년사』, 92 쪽. 
151 『경기과학고등학교 5 년사』, 94 쪽. 
152 『경기과학고등학교 5 년사』, 4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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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과학고등학교는 문교부의 경제적 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다. 학교의 

재정은 시도 교육비 특별 회계와 육성회비와 학생회비로 이루어진 학교 

자체 수입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학생 수가 적었으므로 학교의 자체 

수입은 인건비 일부분을 겨우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며, 실제로 

학교의 재정은 도 교육비에 거의 전부를 의존하는 상황이었다.153 이렇게 볼 

때 한 학년에 60 명이라는 경기과학고등학교의 규모는 실험적 접근을 

고려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재정적 한계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기도 

했다. 학교를 “경기도 학생 과학관과 같은 경내에 설립하여”, “학생과학관의 

시설설비와 전문인력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예산의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는 설립 방향의 네 번째 항목은 경제적 지원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었을 것이다.154 

즉 ‘최소한의 지원을 받으면서 과학영재교육을 실험적으로 도입한 

소규모 시범 학교’가 설립 당시 경기과학고등학교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세워진 과학영재교육 시범학교로서 경기과학고등학교는 문교부의 

과학영재교육 지침을 따르고 있었음에도 부족한 부분을 많이 노출했다. 

예를 들어 빠른 진학과 졸업을 위한 속진 제도는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영재교육 종합수행 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언급된 상급 학교와의 연계 과정도 마련되지 않았다. 예산 편성과 운영 등 

경기과학고등학교의 업무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문교부의 지원은 실질적으로 전무한 수준이었다. 문교부의 계획대로라면 

경기과학고등학교에서 쌓은 교육 경험을 통하여 추후 더욱 확실한 

과학영재교육의 형태를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이런 상황에서 

경기과학고등학교는 1981 년의 여러 시도와 마찬가지로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과학고등학교 제도는 경기과학고등학교에서 실시된 

과학영재교육 시스템의 성패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의 순서를 밟게 되었다. 

1983 년 2 월 16 일, 전두환 대통령이 경기도 순시 중 경기과학고등학교를 

                                       
153 홍창기, 『과학고등학교의 교육』, 221 쪽. 
154 경기과학고등학교, 『경기과학고등학교 5 년사』, 4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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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여 학교의 향후 3 년간 운영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며, 나아가 

다른 시도에도 경기과학고등학교의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155 그렇게 하여 문교부는 각 시·도에 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으며, 이듬해인 1984 년 전남, 대전, 경남 지역에 총 세 곳의 

과학고등학교가 신규로 설립되었다. 결과적으로 경기과학고등학교에 

시범적으로 적용되었던 교육 시스템은 전국으로 퍼지게 되었으며, 이후 

설립된 과학고등학교의 모습에 상당 부분 그대로 이식되었다. 

 
 

4.2. 과기처 영재교육과정의 변형과 한국과학기술대학(KIT)의 설립 

 
한편 과학기술처의 과학영재과정 설치 계획은 문교부의 

경기과학고등학교 설립 이후에도 독자적으로 진행 되었다. 

한국과학기술원의 임관 원장은 1983 년 3 월의 발표를 통해 “타 대학 

대학원 교육에 대한 정부의 특혜 사항이 …평준화 되어감에 따라 우수한 

고급과학두뇌를 양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던 학사 부문의 특징이 

상대적으로 점차 감소”하였으며, “신입생의 질도 …점차 보편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인정했다. 156  같은 해 10 월 한국과학기술원은 

“과학영재교육과정 설치사업계획(안)”을 발표했으며, 이 계획안은 

과학영재교육의 필요성을 “고급 두뇌의 확보 시급”, “속진교육의 필요”,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보완”, “영재교육 시행 여건의 일부 성숙”의 네 

가지로 요약하고 있었다. 157  한국과학기술원은 1983 년 12 월에 

과학영재교육과정 설치 계획을 확정했다. 과기처는 6 개 학과에 매년 

240 명을 모집하는 영재 과정을 1986 년부터 운영하며, 여기에 내자 209 억 

원과 외자 5 백만 달러(한화 35 억 원) 등 총 244 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158  언론 보도로는 이 과정은 중학교 졸업 이후 ‘9 년’ 이내에 

박사과정을 마칠 수 있는 제도였으며, 약간의 수정이 있지만 속진 교육과 

                                       
155 『경기과학고등학교 5 년사』, 58 쪽. 
156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사반세기』, 93 쪽. 
157 『한국과학기술원 사반세기』, 92-93 쪽. 
158 "과기처 대덕서 「과학 꿈나무」 기른다”, 『매일경제』, 1983.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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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학년 무학과 제도, 실험 교육의 강조와 전원 기숙사 수용 등 그 뼈대는 

1982년의 연구와 거의 유사하였다. 

그러나 한국과학원에 과학영재과정을 설치하려는 과학기술처의 계획은 

1984 년 초 노동부의 한국산업기술대학 설립 계획과 통합되면서 급격한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159  한국산업기술대학은 원래 노동부가 고도의 정밀 

기능공 양성에 필요한 직업훈련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계획한 4 년제 

직업훈련대학이었다. 노동부의 최고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이 학교는 

한독기술협력사업계획에 의해 서독 정부가 제공한 900 만 마르크 상당의 

원조를 사용하여 대전에 지어질 예정이었다. 160  그러나 1984 년 2 월 초순, 

전두환 대통령이 문교부 연두 순시 도중 “고급 과학인력 양성과 관련되어 

논의되어 온 과학고등학교, 과기원 영재교육과정, 그리고 산기대의 효율적 

통합운영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였다.”161 그리하여 2 월 말에 청와대 

경제비서관 회의실에서 두 계획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두 차례에 걸친 

회의가 열렸으며, 결과적으로 양 기관의 계획안을 합쳐 과학기술대학으로 

변경 설립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4월 26일에는 기존의 산업기술대학 측이 

“(가칭) 한국과학기술대학 설립방안을 과기처에 보고하였다.” 162  착공이 

진행 중이던 산업기술대학과 계획 상으로 존재하던 과학영재교육과정이 

통합되면서, 대학설립업무의 주체가 노동부에서 과기처로 옮겨진 것이다. 

두 학교의 통합은 1984 년 7 월 과기대설립계획(안)이 대통령에게 

보고되면서 확실해졌다. 보고의 주요 내용은 첫째, “과기대는 과기원 법에 

의하여 설립하되 독자적으로 운영”하며, 둘째, “과기원 법 개정을 추진”하고, 

셋째, “기존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해산하고 잔여 재산과 권리 

의무는 과기원이 인수”하는 것이었다.163 

한국과학기술원의 과학영재교육 계획과 노동부의 한국산업기술대학 

계획의 통합 계획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지닌다. 우선, 이 통합 지시는 

한국의 과학영재교육의 제도적 형태를 확정하는 중요한 단계였다. 전두환 

                                       
159 "산기대·영재과정 통합 4 년제 과기대로 검토”, 『동아일보』, 1984. 04. 16. 
160 "노동청 「직업훈련대」 설립”, 『매일경제』, 1980. 06. 11; 『한국과학기술원 사반세기』, 90 쪽. 
161 『한국과학기술원 20 년사』 한국과학기술원, 1991), 173 쪽. 
162 『한국과학기술원 20 년사』, 174 쪽. 
163 『한국과학기술원 20 년사』, 17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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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거론한 통합 대상에는 한국과학기술원의 영재교육과정과 

노동부의 한국산업기술대학 뿐만 아니라, 문교부의 과학고등학교도 

포함되어 있었다. 즉 이 통합 지시를 통해 한국과학기술원이 추진하던 

영재교육 계획의 고등학교 과정이 빠지는 대신 문교부의 과학고등학교로 

대체되었고, 영재교육 계획의 학부 과정은 노동부의 산업기술대학 안과 

합쳐지게 된 것이다. 서로 독립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문교부와 과기처의 

과학영재교육 과정은 1984 년 2 월의 통합 논의를 통해 비로소 제도적 

연관을 맺기 시작했다. 

두 번째로, 두 교육 기관의 통합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종류의 

조치였다. 그 이유는 한국산업기술대학의 양성 목표인 전문 기능공 인력과 

한국과학기술대학이 과학영재교육을 통해 키워내려는 고급 두뇌가 전혀 

다른 분류의 인력이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앞서 보았듯, 한국과학기술원의 

과학영재교육 과정이 과학자라는 고급 인력을 목표로 하는 과정이었다면 

한국산업기술대학은 기술 학교와 공업고등학교, 직업훈련원에서의 훈련을 

통해 기능적 기반을 갖춘 기능인을 “기능공학자(Technologist)나 우수 

직업훈련교사”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164  이러한 차이는 두 

학교가 계획한 교육 과정에서 드러난다. 한국과학기술원의 교육 과정은 

『과학기술영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제 확립에 관한 연구』에서 나온 고교 

단계와 학부 단계의 영재교육계획을 중심으로 대학원 과정까지 염두에 

두어 설계되었다. 이에 비하여 한국산업기술대학은 기계금속과(정밀기계, 

기계정비, 열처리) 240 명, 전기과(컴퓨터응용, 컴퓨터정비, 산업전자) 210 명, 

산업디자인과 90 명 등 총 540 명에 달하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실기 위주의 

교육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165  즉 두 학교는 서로 다른 분류의 

과학인력을 양성하는 “최고 교육기관”으로서, 목표부터 교육 과정까지 

                                       
164 『한국과학기술원 사반세기』, 91 쪽. 
165  일반 공과대학의 졸업소요학점이 140 학점이며 이론과 실기 수업의 비중이 7:3, 총 

수업시간이 2260 시간인데 비하여, 한국산업기술대학의 졸업소요학점은 254 학점에 실기 

수업의 비중이 4:6 으로 높아졌고, 총 수업시간은 일반 공과대학의 3.4 배에 달하는 

7670 시간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오는 85 년 개교 산업기술대학 대전에 건립”, 『매일경제』, 

1983. 0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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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추진되고 있었다.166 

그런데도 통합이 추진되었다는 사실은 당시의 정부가 과학 인력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거나 이 통합안이 정치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1980 년대 초반, 새롭게 들어선 정부는 새 

정부는 늘어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제대로 된 관리 없이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는 판단 아래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였다. 

정치 지형의 변화와 함께 박정희 정부 시기의 과학기술정책을 주도하였던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교체되었고, 1970 년대 우후죽순으로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구조조정도 추진되어 “1980 년 말 16 개의 연구소가 

8 개의 대단위 연구소로 통폐합”되었다. 167  1981 년 KIST 와 한국과학원을 

통합하여 만든 한국과학기술원은 이 통폐합 정책의 상징적인 기관이었다.168 

KIST 는 박정희의 강력한 지원 속에 세워진 기관이었고, KIST 를 통합시켜 

그 이름을 지우는 작업은 과학기술계에 남겨진 박정희의 그림자를 

청산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장기적 복안 없이 

정치적인 판단을 통해 단기간에 추진된 통폐합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169 노동부와 문교부, 과기처의 교육 계획 통합도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비록 기존에 존재하던 기관의 통폐합이 아닌 

계획안의 통합이었으나, 노동부와 한국과학기술원 계획안의 차이는 통합을 

지시하고 실행한 정부가 노동부와 과기처가 다른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배제한 채 두 계획을 통합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허술해 보이는 통합 조치에도 불구하고, 통합 계획이 추진된 양상을 

통하여 당시의 정부가 어떤 과학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 이 통합안을 통해 알 수 있는 세 번째 의미이다. 이 

                                       
166 "오는 85 년 개교 산업기술대학 대전에 건립”, 『매일경제』, 1983. 06. 21. 
167  문만용. "KIST 에서 대덕연구단지까지 - 박정희 시대 정부출연연구소의 탄생과 재생산”, 

『역사비평』  (2008), 282 쪽. 
168  "1980 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재편성: KIST 의 KAIST 로의 통합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31: 2 (2009), 538 쪽. 
169  KIST 는 1989 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재분리되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되었고,  

한국과학기술원은 이공계 특수 교육기관으로 재규정되었다. "KIST 에서 대덕연구단지까지 - 

박정희 시대 정부출연연구소의 탄생과 재생산”, 28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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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안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대학 설립의 주체가 노동부에서 과기처로 

옮겨졌다는 사실이었다. 과기처가 설립하게 된 한국과학기술대학이 

노동부의 원래 계획보다 과학기술처의 과학영재교육과정의 내용을 훨씬 

많이 반영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예를 들어 

한국과학기술대학이 도입한 무학년·무학과 제도와 한국과학기술원의 

석·박사과정으로 이어지는 조기 졸업 제도는 한국과학기술원이 추진한 

20 대 박사 양성 계획의 골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었다. 

한국과학기술대학의 학사 제도에서도 과기처와 노동부의 계획이 끼친 

영향의 차이가 드러난다. 설립 당시 계획된 4 개 학부 중 3 개 

학부(자연과학부, 전자전산학부, 기계재료공학부, 모집 인원 420 명)가 

“속진과정을 통하여 주로 석·박사과정의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처의 교육 목적을 따르는 반면, 나머지 1개 학부(기술공학부, 모집 

인원 120 명)만이 “기술을 체질화시켜 주로 산업체 진출”을 목표로 하는 

노동부의 교육 목적을 따르고 있었다. 이 기술공학부의 입학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의한 기능사 2 급 자격증 소지자”로 정해졌는데, 이는 초기의 산업기술대학 

안에서 공업고등학교 졸업생을 제외하는 요건으로, 공고 졸업자의 

한국과학기술대학 진학을 사실상 막아버렸다.170 

결과적으로 과학기술처와 노동부의 계획이 합쳐져 설립된 

한국과학기술대학은 실제로는 과기처 주도의 과학영재 과정이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고, 나아가 “1985 년 과학기술대학의 학제가 부분 

개편되는 과정에서 직업 능력개발 훈련교사 건은 완전히 폐지되고 

말았다.” 171  결과적으로 한국과학기술대학에서 노동부의 교육적 의도는 

완전히 배제되었으며, 노동부가 구상한 대학 과정 기술자 교육은 이후 

1992 년 3 월 천안에 한국기술교육대학이 설립되기까지 오랫동안 풍파를 

겪어야 했다. 

이렇게, 한국과학기술원의 과학영재교육 계획은 1984 년의 통합안을 

통하여 고등학교 과정이 없어지는 변형을 거쳤으나, 과기처가 대학 설립의 

                                       
170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사반세기』, 96 쪽. 
17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 년사편찬위원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 년사 1991~201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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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가 되면서 한국과학기술대학이라는 학부 과정의 형태로 존속하게 

되었다. 나아가 이 통합안은 정부가 노동부의 고급기능인력과 과기처의 

과학영재라는 양립 불가능한 인재상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 

보여줌으로써 한국 정부가 양성하고자 하는 과학기술인의 모습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한다. 노동부의 기술자 양성 

계획이 과기처의 과학영재교육 계획에 흡수되는 과정은 박정희가 홍창기의 

과학고등학교 안을 거부하며 “지금은 공업고를 할 때”라고 말한 

1969 년으로부터 15 년이 지난 1984 년, 한국의 과학기술인력 수급 계획의 

초점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1980 년대 

국가에 필요한 인재는 고급 기능공보다는 한국과학기술대학에서 길러낼 수 

있는 “20대 박사”인 과학영재였던 것이다. 

 
 

4.3. 조기진학제도의 도입과 과학영재교육의 제도적 정착 

 
한국과학기술원의 과학영재과정 설치 계획이 통합 조치로 수정됨에 

따라 한국과학기술대학 측이 마주하게 된 여러 새로운 문제 중 하나는 

신입생 모집이었다. 대학원 과정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학부 과정이 인력 수급 문제에 부딪히는 것은 어찌 보면 

아이러니한 일이었는데, 이것은 한국과학기술원이 애초에 계획한 고등학교 

단계의 영재교육 과정이 사라지면서 일어난 결과였다. 전국 단위로 

중학생을 모집하여 고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안정적으로 20 대 박사를 

양성하려던 계획이 무산되면서, 한국과학기술대학 측은 당장 뛰어난 

고등학교 졸업생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뛰어난 

고등학생들이 섣불리 검증되지 않은 신진 대학에 진학하는 모험을 할 

것인가? 신입생 모집은 또한 한국과학기술대학의 설립 형태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했다. 원래 1985 년에 첫 신입생을 받을 계획이었던 

한국과학기술대학은 1984 년 10 월까지도 운영 방식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한국과학기술대학이 한국과학기술원의 

부설기관으로 설립되면 신입생을 받기 위한 특별 전형을 모집할 수 있으나, 

부설기관의 여부가 정해지지 않으면서 신입생 모집 시기를 특차로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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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문교부에 따로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문교부가 이에 난색을 표시”하면서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졌다. 172  결국, 

보도가 나오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10 월 17 일,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한국과학기술원법이 통과되면서 한국과학기술대학은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학교로 지정하며 1986년 3월에 개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173 

경기과학고등학교에서, 한국과학기술대학의 신입생 모집 문제는 

졸업생들의 진로 문제라는 거울상으로 나타났다. 당장 1986 년에 첫 번째 

졸업자를 배출하게 될 경기과학고등학교는 초기 졸업생의 역량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진학 문제는 학교의 설립 계획을 추진하던 

과학고등학교 설립 위원회에서 이미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다. 

『과학고등학교설립계획』은 재학생 특전의 하나로 “고교내신성적 산출에 

있어 별도의 방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문교부와 협의하였으며, 이외에도 

상급학교 진학 혜택을 고려하고 있었다. 174  그러나 진학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학입시 내신성적 

산출기준은 학교가 개교한 이후로도 오랫동안 마땅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상대평가를 할 경우 뛰어난 학생들이 모여있는 경기과학고등학교 

측이 큰 부담을 지게 되며, 반대로 절대평가를 하게 될 경우 일반 

고등학교가 손해를 보게 되어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175  결과적으로 내신등급산출 문제는 2 년여가 지난 

1985 년 2 월 11 일, 서울과 경기도 내 표집 학교와 경기과학고등학교 

학생들 간의 비교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내신 등급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일단락되었다. 176  한편 상급학교 진학 혜택은 

『과학고등학교설립계획』에 언급된 해당 항목이 삭제된 것으로 보아 

내신성적 산출보다 해결이 어려웠던 문제로 보인다. 177  시범 교육 

                                       
172 "모습 드러낸 「20 대 박사」 요람”, 『동아일보』, 1984. 10. 05. 
173 "과학기술대 86 년 개교”, 『매일경제』, 1984. 10. 18. 
174 경기도교육위원회, 『과학고등학교설립계획』, 4 쪽. 
175 "비교내신제관련 특목고 파동 전국 확산”, 『연합뉴스』, 1997. 10. 07. 
176 경기과학고등학교, 『경기과학고등학교 5 년사』, 184 쪽. 
177  해당 항목에 취소선이 그어져 있어 문제의 처리가 어려웠음을 암시한다. 

경기도교육위원회, 『과학고등학교설립계획』, 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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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으로서 경기과학고등학교는 출신 졸업생들의 진로 정책 방향이 확실치 

않은 상태였으며, 따라서 상급 교육 기관의 협의를 얻어내기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과학고등학교와 대학 과정 교육 기관과의 연계는 정연태를 포함한 

많은 교육학자가 그 중요성을 주장해왔으며, 인재 활용과 유능한 

학생들의 진학을 위해서도 과학영재교육이 극복해야 할 중요한 문제였다. 

한국과학기술대학의 인력 수급 문제는 1984 년 2 월의 통합 지시 때문에 

발생하였으며, 그러므로 제도적 연계를 통해서 풀어야 했다. 또한 

과학영재교육이라는 같은 교육적 방향을 지향하면서 거울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던 경기과학고등학교가 통합 지시 아래에서 

한국과학기술대학으로의 진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한국과학기술대학의 입장에서 과학고등학교는 과학기술원의 

고등학교 영재 교육과정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었고, 

한국과학기술대학은 설립 당시부터 과학고등학교가 추진하는 

과학영재교육과 연계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사항은 1985 년 제정된 

『한국과학기술대학의조직과학사운영에관한규정』에서 잘 드러난다. 여기서 

한국과학기술대학은 그 입학자격을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함께 “과학고등학교(과학교과를 58 단위 

이상 이수하게 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재학생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과학영재선발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로 한정하였다.178 

이렇게 하여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한국과학기술대학에 조기입학 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되었다. 

두 학교는 제도적 개선 이외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연계를 

촉진하였다. 경기과학고등학교는 1985 년부터 한국과학기술대학으로 학생 

견학 활동을 하였다. 한국과학기술대학의 경우 1985 년에는 3 학년 60 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1987 년과 1988 년의 견학은 1 학년 및 학부모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현장학습의 목적이 대학 홍보와 진학을 염두에 둔 

                                       
178  우새미. "과학영재교육정책의 진화, 1968-2012: 과학기술인력정책과 영재교육정책의 

상호작용”,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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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 179  경기과학고등학교와 한국과학기술대학의 

인사들도 적극적이었다. 경기과학고등학교의 초대 교장이었던 홍창기는 

최대한 많은 학생이 한국과학기술대학으로 진학하기를 희망하였으며, “한 

사람의 예외도 두지 않고 몽땅 가라”고 할 정도로 열성적이었다. 180 

한국과학기술대학 측에서는 기획실장으로 임명된 이군현 교수가 

과학고등학교의 연계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군현은 1985 년과 1986 년 

초, 경기과학고등학교에서 두 번에 걸친 강연을 하였으며, 교지인 『송죽』 

창간호에 그의 발표가 실리기도 하였다. 181  그뿐만 아니라 1987 년과 

1988 년에는 한국과학기술대학의 학장으로 부임한 이정오도 두 번에 걸쳐 

경기과학고등학교에서 강연을 했다. 

과학고등학교에서 한국과학기술대학으로 이어지는 조기 입학 과정의 

도입은 문교부와 과기처가 수립한 과학영재교육 과정의 제도적 봉합으로 

비추어진 동시에, 문교부가 초기에 계획한 과학영재교육의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우선 조기 입학제는 과학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당면한 대학 

진학 문제의 해결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기과학고등학교의 진로 

지도에도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한국과학기술대학은 1986 년, 

경기과학고등학교의 첫 번째 졸업생이 배출되는 해에 문을 열었다. 

경기과학고등학교의 1 기 졸업생들은 3 학년을 졸업한 후 

한국과학기술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으며, 2 기부터는 1 학년과 2 학년 때 

조기 진학을 하는 사례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1 기 졸업생이 배출되기 전인 

1985 년까지만 해도 경기과학고등학교 재학생들은 서울대학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경기과학고등학교가 입학 과정부터 배제하고자 한 

의학계 진학 희망자도 4 명이나 있었다. 182  첫 번째 졸업생이 배출된 

1986 년의 대학 진학 현황을 살펴보면, 조기 진학자를 포함한 63 명의 

졸업자 중 38 명이 한국과학기술대학에 진학하였다. 3 학년 재적 56 명 중 

                                       
179 경기과학고등학교, 『경기과학고등학교 5 년사』, 150 쪽. 한국과학기술대학의 경우에 비하여 

서울대학교 견학은 1984 년의 한 번을 제외하고는 1988 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180 송용대(경기과학고등학교 초대 교감) 인터뷰. 
181  이군현, "과학선도의 산실 한국과학기술대학”, 『송죽 1986 창간호』 (수원: 

경기과학고등학교, 1986). 
182 경기과학고등학교, 『경기과학고등학교 5 년사』, 18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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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명이 지원하여 합격한 29 명과 조기 진학을 신청한 저학년 23 명 중 

9 명이 합격한 수치였다. 3 학년 학생 중 한국과학기술대학에 응시하지 

않거나 불합격한 학생 중 25명은 일반대학으로 진학하였다. 

1 기 졸업생의 40%에 달하던 일반대학 진학 비율은 조기 진학 제도가 

활성화되고 경기과학고등학교와 한국과학기술대학이 진학 연계 지도를 

꾸준히 실천하면서 바뀌기 시작하였다. 이듬해인 1987 년 KIT 에는 조기 

진학자 44 명과 3 학년 졸업생 24 명을 합한 68 명, 일반대에는 21 명이 

진학하면서 비율은 3 대 1 에 가까워졌다. 183  1988 년에는 61 대 9 로, 

1989 년에는 일반대에 한 명이 진학하면서 1994 년까지 일반대에 두 명 

이상이 진학하지 않는 기조가 유지되었다. 경기과학고등학교 초기 

18년간의 진학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183 특히 1987년의 조기 진학자 중에서는 당시 1 학년이었던 김동우(4기) 학생이 4개월만에 

한국과학기술대학에 진학하기도 하였다. 이후 한국과학기술대학의 입학 자격이 “고등학교 

2 학년 수료 예정자”로, 학교의 제한이 사라지고 학년의 제한이 생기는 방향으로 수정되면서 

김동우 학생은 1 학년 때 한국과학기술대학에 진학한 경기과학고등학교의 유일한 사례로 

남게 되었다. 『경기과학고등학교 20 년사』 2003), 70 쪽. 



 
70 

 

표 1. 경기과학고등학교 졸업자 진학 현황 1986~2003184 

구분 
KAIST (KIT) 일반대 

총계 
1 년 2 년 3 년 소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기타 소계 

1986  9 29 38 10 6 2  7 25 63 

1987 1 43 24 68  2   19 21 89 

1988  55 6 61 3 1   5 9 70 

1989  79  79 1     1 80 

1990  79 6 85      0 85 

1991  49 3 52      0 52 

1992  53 8 61     2 2 63 

1993  49 4 53      0 53 

1994  46 7 53 1    1 2 55 

1995  41  41 26   1 13 40 81 

1996  47  47 31 7 2 3 4 47 94 

1997  38  38 30 8  1 4 43 81 

1998  42  42 28 6   18 52 94 

1999  46  46 12 1 5 2 5 25 71 

2000  38 1 39 10 6 1  12 29 68 

2001  31 4 35 8 2 1 5 14 30 65 

2002  37 3 40 9 4 3 12 11 39 79 

2003  39 2 41 6 2 2 4 9 23 64 

합계 1 821 97 919 175 45 16 28 124 388 1307 

 

                                       
184 『경기과학고등학교 20 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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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입학 과정은 나아가 조기 입학제는 경기과학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에도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다. 개교 당시 정해졌던 풍요화를 중심으로 

한 교육 과정은 “2학년 말까지 진도를 완료하고, 3학년에서는 교과별 심화 

또는 고급 과정을 이수한다는 전제로 운영”하였으나, 이미 1984 년도 

말까지의 학업성취 결과 조사를 통해 “일부 교과에서는 대학교재를 

학습”하거나 “보다 높은 수준의 기대감을 요구”하는 등 속진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다.185 이러던 차에 한국과학기술대학으로의 조기 진학 과정과 

연관성을 고려한 교육 과정의 조정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조기진학제도와 

학교 설립 초기 학생들의 학업 성취 결과를 반영한 결과 

경기과학고등학교에는 집단 속진제가 도입되었다. 즉, 2 학년 1 학기까지 

진도를 단축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교과별 진도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단원별 성취도 평가를 하여 집단 속진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186  예를 

들어 지구과학의 경우 “2 학년 1 학기 말까지 진도를 완료한 후 ESCP 심화 

과정”을 배우는 방식으로 교육 과정이 개편되었다. 187  짧아진 교육 과정에 

따라 교육평가의 방법도 바뀌었다. 중간고사가 폐지되었고 대신 매월 혹은 

매 단원 별로 실시하는 학력고사가 신설되어 학생의 평가가 항목에 

반영되게 되었다.188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경기과학고등학교로 대표되는 문교부와 

한국과학기술대학으로 대표되는 과기처의 과학영재교육 정책은 제도적 

연계를 맺게 되었다. 이 연계는 과학고등학교에서 시작되어 

한국과학기술원을 통해 ‘20 대 박사’를 양성할 수 있는 과정의 모습을 

취하고 있었고, 이는 정연태가 1969 년부터 주장한 과학영재교육 정책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과학영재교육의 제도적 정착은 

문교부와 과기처의 개별적 정책 사이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과학고등학교와 한국과학기술대학 사이에서 과학영재교육 

정책은 두 부처의 매개물에 가까운 형태로 확립되었다. 

  

                                       
185 『경기과학고등학교 20 년사』, 129 쪽. 
186 『경기과학고등학교 20 년사』, 129 쪽. 
187 『경기과학고등학교 5 년사』, 109 쪽. 
188 『경기과학고등학교 5 년사』, 18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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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1984 년 11 월, MBC 방송이 진행하는 TV 프로그램 “차인태의 

아침쌀롱”은 신동(神童) 특집에 정연태 교수를 초청했다. 전국에서 초청된 

90 여 명의 신동들에 대한 조언을 부탁하는 자리였다. 189  초기의 이야기와 

달리 방송이 나가고 신동에 대한 어떠한 교육적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 

것을 본 정연태는 이후로 자신의 집에 “일요교실”을 열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국민학생 영재아들을 직접 가르치게 되었다. 그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었으며, 정연태는 문교부에 영재아들을 위한 과학 프로그램의 

설치를 건의하였다. 

 

“그러나 나의 건의에 대한 문교 당국의 반응은 매우 예상 밖이었다. 

관계관이 지도교사와 교위 장학사를 호출하여… 일요교실을 계속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 교사는 곧… 전근이 되었다.”190 

 
정부는 영재교육에 부정적이었으며, 정연태의 일요교실은 계속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학생들과 학부모는 영재아 지도가 당국에서 

단속하는 과외 금지 조치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후 정연태가 영재교육 연구를 위해 1987 년에 설립한 

한국영재아교육협회는 “법규에 영재아 학습이라는 어구가 들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접수마저 거부당하였다.”191 

정연태의 회고는 1980 년대 당시 새롭게 등장한 과학영재라는 정체성의 

범위를 명확히 보여준다. 과학영재는 이전에 통용되던, 지적으로 뛰어난 

학생들을 가리키는 ‘신동’이나 ‘영재’와는 달랐다. 신동이 타고나는 

존재라면 과학영재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 국가의 주도에 의해 

                                       
189 정연태, "영재아와 지도와 나”, 『교육과 과학과 한평생 : 정연태 문집, 2 권 영재아와 지도』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8), 1 쪽. 
190 “영재아와 지도와 나”, 2 쪽. 
191 “영재아와 지도와 나”, 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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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에서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영재교육은 고급두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1980 년대 초가 되어서야 실시될 수 있었으며, 또한 ‘20 대 

박사’의 범위를 벗어난 정연태의 “일요교실”은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 그런 점에서 ‘20 대 박사’를 “그릇된 캐치프레이즈”라고 부른 

경기과학고등학교 교감 송용대의 비판은, 실은 국가가 과학영재교육을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확히 파악한 비판이기도 했다.192 

그러나 이러한 의도로 만들어진 과학영재 제도는 과학영재교육 정책을 

건의한 교육학자들의 구상과도, 처음으로 과학영재교육을 추진한 문교부의 

계획과도, ‘20 대 박사’ 과정을 통하여 인력 수급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 

과기처의 복안과도 다른 형태로 뿌리내렸다. 그 이유는 비록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과학자 양성’이라는 과학영재교육의 

당위성은 비슷했을지 몰라도, 부처별로 과학영재교육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인은 달랐기 때문이다. 문교부의 영재교육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내부적 요인은 평준화 정책이었다. 문교부가 1968 년부터 유지해 온 평준화 

기조는 영재교육을 해서는 안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지만, 동시에 

영재교육의 옹호자들은 영재교육을 평준화 정책의 부작용을 보완하는 

교육적 방편으로 주장하였다. 영재교육과 평준화 정책의 길항 작용은 

경기과학고등학교가 설립되는 시기까지도 유지되었고, 결과적으로 처음으로 

지어진 과학영재교육기관인 경기과학고등학교의 이름에서 ‘영재’라는 

단어가 빠지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과기처 산하 한국과학기술원이 과학영재교육을 추진한 큰 동기는 

그들 자신의 인력 수급 문제였다. 확대된 이공계 대학원 교육 지원 정책을 

통해 한국과학기술원에 진학하는 대학원생의 양과 질이 저하되면서, 

한국과학기술원은 안정적인 학생 공급을 위하여 고등학교부터 학부 

과정에 이르는 과학영재교육 과정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과기처가 추진하는 과학영재교육의 청사진이었던 『과학기술영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제 확립에 관한 연구』는 조기 졸업을 통한 “20 대 박사 

양성”을 통해 대외적으로는 한국 고급과학인력 양성 체계의 그림을 

확정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영재교육 체계를 통해 한국과학기술원의 

                                       
192 송용대, 『영재교육이란 무엇인가』, 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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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수급을 이원화함으로써 70 년대 말에서 80 년대 초 이공계 대학원의 

성장으로 불안해진 한국과학기술원의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겠다는 의미도 

있었다. 

두 부처가 가지고 있었던 서로 다른 동기는 1982 년 각자 출간한 

보고서에 실린 과학영재 교육 과정의 구상에서도 드러난다. 과학영재교육 

정책의 추진에 조심스러웠던 문교부는 실험 학교로서의 과학고등학교를 

구상하였다. 실험적 학교라는 명분에 걸맞게 학교의 크기는 상당히 작게 

계획되었으며, 실제로 설립된 경기과학고등학교는 계획보다도 훨씬 작았다. 

그에 비해 원래 존재하던 한국과학기술원의 대학원 과정의 인력을 

뒷받침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한국과학기술원의 영재교육 과정은 

학년 당 천 명의 학생을 수용하는 거대한 규모로 예정되었다. 

1980 년대 초의 과학영재교육 정책은 두 부처의 독립적인 영재교육 

계획이 상호작용하면서 촉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문교부와 과기처의 두 

과학영재교육 계획은 독립적으로 추진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서로를 

촉진하는 매개체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문교부의 입장에서 촉진제가 된 

것은 과기처의 과학영재교육 과정으로, 그전까지 과학고등학교 설치에 

관하여 소극적이었던 문교부는 1982 년 초 연두 보고를 통해 

경기과학고등학교 설치를 확정하였다. 문교부와 다른 입장에 처해있던 

한국과학기술원은 경기과학고등학교의 설립과 독립적으로 영재교육 과정을 

추진하였으나, 1984 년 2 월의 통합 지시를 통해 문교부의 과학영재교육 

정책과 연계를 맺게 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경기과학고등학교의 1 기 

졸업생과 2 기 조기 수료생이 한국과학기술대학의 첫 번째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1986 년 3 월 28 일은 두 부처의 과학영재교육 정책이 만나는 

순간이자 한국의 과학영재교육 체제가 제도적 정착을 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과학영재’는 교육학자들과 문교부, 과기처의 상이한 전망이 

섞이지 않은 채 모여 있던 이 공간에서 비로소 탄생한 것이다. 

물론 이 제도적 연계가 얼마나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작동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1980 년대 후반, 과학고등학교의 운영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과학고등학교는 빠르게 증설되었다. 여기에 1994 년 

과학고등학교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권한이 각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되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과학고등학교의 입학정원은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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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한 데 비하여 같은 기간 한국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정원 500 명은 

증가하지 않았다.193 그리하여 1990 년대 중반이 되면 과학고등학교의 전체 

정원이 한국과학기술원의 정원을 넘으면서 고교 영재과정과 대학 

영재과정의 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했다.194 이어 1997 년 비교 내신제가 

폐지된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비교 내신제로 얻던 

대학 입시의 이익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1997 년부터 1999 년 사이 

이어진 특목고 자퇴 파동으로 이어졌다.195 

결과적으로, 두 부처의 정책 사이에서 우발적인 형태로 형성된 

과학영재교육 체제는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으로 제도적 정착을 

이루었다. 또한 우리는 두 부처 사이에서 굳어진 이원화된 영재교육 

제도가 이후의 과학영재교육 체제의 변화의 원인이 되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전국 시·도 교육청 영재반 설치(1996)와 

과학기술부의 과학영재교육센터 사업(1997), 한국과학영재학교의 

신설(2002)을 포함하여, 1990 년대 이후의 과학영재교육 정책 또한 두 

부처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잦았다. 우리는 한국 

과학영재교육 체제의 기원에 대한 탐구를 통해 이런 변화들에 대해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 연구는 과학영재교육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문교부와 과기처의 

1980 년대 고급인력 정책의 형성과 변화를 묶어냈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 

연구는 과학영재교육 체제의 제도적 정착에 대한 역사적 서술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그 시간적 범위를 1986 년까지로 한정하였다. 한국의 

영재교육 정책의 추후 성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90 년대와 2000 년대의 

영재교육 체제의 변화를 조명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고급인력정책으로서 영재교육의 성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성된 

과학영재가 1990 년대 이후로 한국의 과학기술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는 후속 연구가 의미를 가질 것이다.

                                       
193 임용우,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과학교육 정책의 변천에 관한 연구”, 247~248 쪽쪽. 
194 한국과학기술대학은 1989 년 이후 한국과학기술원의 학부 과정으로 통합되었다. 
195  "비교내신제관련 특목고 파동 전국 확산”, "비교내신제관련 특목고 파동 전국 확산”, 

연합뉴스, 2017 년 3 월 31 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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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Gifted” was a newly emerging identity in Korea in the 1980s. The 

science gifted students were trained through two institutes: Science High School and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which were educational 
institutions that cultivate advanced scientific manpower in Korea. These institutions 
also influenced the formation of  the Korean scientists' society. In the early 1990s, they 
gained a firm foothold in novels, handwriting, dramas and other media. Until now, the 
science gifted education in Korea has been carried out by administrative departments 
in charge of  education represen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MOE), and 
administrative departments in charge of  science and technology represent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OST). Therefore, existing studies dealing with 
the origins of  Korean science gifted education show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science gifted education through the narrative centered on MOE or MOST. However, 
these studies largely overlooked three aspects. 

First, existing studies have missed the whole context by grasping the gifted 
education policy centered on only one of  the two ministries. As a result, the historical 
narrative that i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history written by individual ministries was 
repeated. Indeed, the gifted education policies of  the two ministries were independently 
created and implemented. Therefore, to see the whole flow of  science gifted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try to see the independent policies of  the two departments together. 
Secondly, although the policies of  the two ministries were implemented independently, 
the contents are quite similar from the logic of  the need for gifted education to the 
action plan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the science high school. The reason is that 
the same pedagogists were involved in the gifted education policies of  the two ministr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how the pedagogical scholars have propos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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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a of  science gifted education in Korea. Third,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science gifted education policy and have not shown the 
specific aspects of  the plan when it is actually implemented. The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was the initiator of  the Gyeonggi Science High School in the MOE, 
and the KAIST was the focus of  the MOST's gifted education policy. In addition, the 
activities of  individual actors such as Jung Yeon Tae and Lee Gun Hyun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background and practice of  the gifted education plan. These 
interactions cannot be simplified by the plans of  the two ministries alone. Therefore, in 
order to analyze the performance aspect of  the plan, it is necessary to see the actors 
involved in the implementation stage of  the two ministry’s plans. 

This paper analyzed the arguments of  educators who claimed that gifted education 
should be carried out during the period from the late 1960s to the early 1980s, the 
government’s response, and the government’s gifted education program. In the first 
half  of  the 1970s, the state’s perception of  "advanced scientific manpower" changed 
and the foundation for the introduction of  the science gifted education system was 
established. Although the arguments of  pedagogists about the legitimacy of  the 
introduction of  science gifted education have been consistent since the late 1960s. 
Second, a comparison between the MOE and the MOST's science gifted education 
program revealed that there are substantial similarities between the plans of  the two 
ministries. There was the same pedagogist involvement in the background of  similarity. 
Third, it was shown that the internal factors held by the ministries were the reason for 
envisioning different forms of  the science gifted education system. Even though the 
science gifted education plans of  both ministries had the same background as the need 
to train “advanced scientific personnel”. The leveling policy that has been continuously 
implemented since 1969 has influenced the implementation of  Gifted Education Policy 
by the MOE. On the other hand, the supply and demand of  manpower of  KAIST 
predicted in the early 1980s acted as a great incentive for the MOST to pursue the gifted 
education program. In other words, the gifted education plans of  the two ministries 
showed different plans through different internal promotion factors in the same 
background. Finally, by showing the process of  linking the science gifted education 
system of  the MOST and the MOE, I showed that science high school plays a mediating 
role in the institutional settlement of  Korean science gifted education which is 
connected with two ministries. Science High School was an institutional space in which 
the two departments could find a compromise while show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departments of  science gifted education. In other words, an institutional 
settlement of  science gifted education in Korea was made through science high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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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the above discussion, I argue that Korea’s science gifted education system 
was made by the state, but it was founded through accidental interaction rather than 
systematic. Korea’s science gifted education was formed through internal factors faced 
by the MOE and the MOST, under the great narrative of  "the need for high-level 
brain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is institutional basis, the scientific gifted was 
defined as the product of  national leadership but it also showed the possibility of  
institutional settlement. Gyeonggi Science High School can be regarded as a product 
that show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 ideas and also as a space to provide 
institutional space for connecting two departments.  

This study deals with the form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manpower policy 
in the 1980s, which has not been studied until now, such as KAIST and Science High 
School. Furthermore, through the work of  revealing the contingency (accidental 
situation) implied by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the science gifted education system, 
it shows that the process of  establishing state-led scientific institutions since the 1960s 
has not always been syste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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