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大學校 師大論靈 第 5 8 集

0999. 8. 31)

미국의 영재교육과정에 대한 고찰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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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교육학과)

I . 서

론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는 영재들을 발굴하고 육성시키고자 국가적 차원에서 영재교
육을 주도해 가고 있으며 또한 적극적으로 정책적 배려를 하면서 영재교육의 활성화

에 온 힘을 기울이고 었다. 국가적으로 영재교육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이유
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각 분야의 영재들을 육성하여 그
들로 하여금 고부가가치의 정보창출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고안해 내도록 함으로써

선진문화 창달과 산업 · 정보분야의 국가경쟁력을 고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둘

째， 영재들의 개인적 차원에서 볼 때， 타고난 잠재능력을 최대로 계발시켜 주고 신장

시켜 줌으로써 그들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아울러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로써 역량
을 발휘토록 하여 국가발전과 인류공영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영향에 의하여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특성면에서 영재성을 지닌 학생들은 일반 학교교육에서는 그들의 잠

재능력을 계발시키려는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을 뿐만 이니라， 영재들이 자신의
잠재적인 재능계발을 위하여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비교육적 환경이

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재학생들도 보통 학생이나 문제학생으로 전락해 버리는 결과
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재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들에게 창의적

영재

성 계발에 요구되는 최적의 학습환경을 부여해 줌으로써 그들의 잠재능력을 최대로

산장시켜 주는 것은 당연한 교육적 요청이다. 이러한 세가지 이유만으로도 영재교육
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세 가지의 관점은 영
재교육에 총력을 기울이는 선진 외국에서도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기본적
인 시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같은 영재들의 발굴과 육성에 대한 교육적 안목과 영재교육의 당위성에 기초

하여 미국은 이미 100 여 년 전부터

영재교육을 연구하고 실시하여 오고 있으며， 그

어느 나라보다도 영재교육분야가 가장 발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
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미국의

영재교육과정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광범위하게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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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을 찾아 보기가 어렵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 대 에 접어들면서
이

때부터

영재교육에

영재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대한 기초연구를 시작하였고 또한 파학고등학교를 비롯한 다

양한 특수 목적 고등학교가 설립되게 되었다. 그리고 1990년 대 에 는 조기졸업 및 조기

입학제도가 도입되었고， 대학 부설 과학영재교육센터도 10 여 곳에 설립되었다. 그러
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은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영재

교육을 위한 교육제도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고 또한 영재들의 교육을 위한 교

육과정이나 교육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개발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나라

의 영재교육에서는 영재들외 잠재능력을 발굴하고 신장시키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하
고 있으며， 영재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체계적이지 못하고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

하고 있다.
그리하여 본 소고는 영재교육분야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미국의 영재교육과정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적으로 고찰해 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을 보
다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 보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본 소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미국의 영재교육과정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즉 영재

교육의 태동과 발전배경， 영재교육과정의 정책과 제도， 영재교육과정의 양식， 영재교
육과정의 문서체계， 영재교육과정의 목표와 강조점， 영재교육과정의 프로그램 편성과

운영， 영재교육과정의 운영과 평가， 정규교육과정과의 관계， 영재교육과정의 수업지도
예시안， 그리고 영재교육과정의 특정과 시사점 등이 그것들이다. 이 글에서 살펴 본
내용은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운영에

바람직한 방향과 가치로운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II.
미국에서의

영재교육의

영재교육의 태동과 발전배경
태동은

lohns

Hopkins 대 학교

1876 년 에 존스 홉킨스 대학교 심리학연구실에서

W.

Gilman

시작된 영재연구와

총장의

주도하에

Harvard

대학교

James 가 1875년 에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연구실에서 시작한 인간심리에 대한 연

구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이 두 기관의 영향을 받아 L. M. Tennan은 영재교육에 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효시자가 되었으며， 그의 50여 년 간 연구를 집대성한 “영재의

발생 학적 연구(Genetic

Studies of

Genius) "는 영 재 연구의 기 초를 마련해 주었다. 그러

므로 미국에서의 영채교육연구는 약 100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회는 1969 년

Act)

초 · 중등교육법 ( The

806 절 ( 공 법 91-230) 에 영재에 관한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특별조항 (Provisions related to Gifted and

미국의

영재교육과정에

대한 고찰

3

Talented Children)을 신설하여 영재교육을 위한 직접적인 법적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영재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런 법적 근거에 기초하여 1970년 에
접어들면서 미국에서는 영재교육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연구， 개발되었고 또한 영

재교육을 위한 지역공동 영재교육센터의 설립이 활성화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건의서인 Marland보 고 서 (1972)는 미국의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서 영재교육에 보다 적극적인 관섬을 기울이게 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m.

영재교육과정의

정책과 제도

미국 연방정부는 1988 년 영재교육법을 제정하여
정책을

원활히

각 주정부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근간아 될 수 있도록 1994 년 에 개정하여 “ Jacob

dents Education

추진하는 영재교육

그 후 이 법은 영재교육의

볍적

Javits Gifted and Talented Stu

Act" 라는 영재교육법을 공시하였다.

영재교육법을 제정하게된 취지는 다음과 같다.(1) 영재는 미래의 국가발전， 안보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게 될 반드시 펼요한 인적자원이다.

(2)

영재들의 재능은 초 ·

중등학교 시기에 계말해 주지 않으면 충분히 계발시켜 주지 봇할 가능성이 높다. (3)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태어난 영재들은 영재로서 발굴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결국 그블은 자신의 잠재능력을 계발할 교육적 기회를 부여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4)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에서 얻은 교육적 경험과 지혜는 일반 학

- 생들을 위하여

보다 다양하고 도전적인 교육과정 개발， 적극적인 학습습관 형성 등

에 기여할 것이므로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 (5) 연방정부는 영재들의 독특한 지적 탐
구의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국가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의 관심을 불

러일으키고 필요한 정보와 기술지원을 행하여야 한다. (6) 주정부 및 지역 교육 관계
자는 영재의 조기발굴을 위한 효과적， 효율적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여야 한다.

영재교육법은 영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제정하였다. (1) 주정부는 지역단위 영재교육기관에 재정지원을 확고히 하고， 영재들
의 특수한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각종 연구， 프로젝트， 요원훈련 등의 활
동을 지원한다. (2)

영재교육을 위하여

개발된 교육자료와 교수법을 활용하여

일반

학생들을 위한 풍부하고 도전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도록 장려한다. (3) 연방정부 및
주정부는 영재교육을 위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한다
이 법에 따라 각 주정부는 교육부내에 영재교육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영재교육 프
로그램의

개발 및

영재교육을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였다. 미국의

영재교

육은 현재 50 여 개 주가운데 32 개 주에서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영재교육은 주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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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주관하고 있고， 따라서 미국의

영재교육은 각 주별로 자율성을 갖고 정책수립을

하여 실시하므로 미국의 영재교육은 획일화되어 있지 않고 각 주별로 다양한 방식으
로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영재교육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계

열성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

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위하여는 영재학교， 영재반， 마그네트 스쿨， 영재교육센터와
같은 다양한 교내， 교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고등학생을 위하여는

Ad

vanced placement제 도， 이중등록제， 조기학점 이수제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전국에
다수의 수학， 과학 영재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정부는 일반적으로 학교교육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학교교

육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예산편성에서 결정적인 역할
을 한다. 학교교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관은 주정부 수준의 교육위원회이

다. 이 위원회는 지역단위 교육위원회 (Local

School Education Agency)와 함께 교

육정책， 학교운영에 관여한다. 따라서 영재교육에 관한 정책수립이나 학교운영은 주

정부 교육위원회와 지역단위 교육위원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주정부나
지역단위 교육위원회에서는 영재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진급 및 진학제
도 등을 결정한다.

영재교육과정은 주정부에서 결정한다. 주정부 교육위원회에서는 연방정부에서 제시

하고 있는 교육법과 규정의 범위 안에서 주 실정에 알맞은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영
재교육과정은 주 교육위원회에서 특별 자문기구를 구성하여 개발하거나 특정의 연구
기관(일반적으로 대학교 연구소)에 위촉하여 개발하기도 한다.

교육과정의 편성범위는 주로 초등학교 수준부터 고등학교 수준까지 다룬다. 주 단

위의 교육과정에서는 일반 원칙 또는 지침에 해당하는 교육목표， 교수요목， 지도상의
유의점 등을 제시한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영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특별히 명시

하고 있고， 그 내용의 상한수준은 능력수준이 중간정도에 속하는 학생에게는 어려운
내용들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생에게도 어려운 내용이다

주단위의

교육과정은

안내서 내지 지침서로 활용되며， 구체적인 내용과 지도방법 그리고 교과서나 교재의
선택은 학교장과 담당교사의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내용의 수
준은 교장과 교사에게 결정토록 하고 었다고 볼 수 있다.
교육과정의 운영은 주정부 교육위원회에서 규정한 시간수와 교과목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책임하에 운영된다. 학교장은 지역교육회의 지원하에 영재의 특별지도를 위

한 교육프로그램의 활용이나 특별활동을 운영할 수 있다. 물론 학부모의 협조와 요청
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실제로 학교장 재량만으로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 이유는 영재교육은 특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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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 교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교단위로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경우는 대부분 주정부 수준의 사업이거나 연구기관의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어 왔다.
이러한 프로그램 역시 주딘위 교육과정의 지침이나 규정을 따르고 있다.

영재들의 수월성을 고취시키고자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를 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윌반제도와 속진제

도도 허용하고 있다. 초등학교 조기입학이나 중등학교 조기입학은 부모의

협조하에

학교장 및 교사의 판단으로 허용되고 있다. 그리고 중학교의 영재을은 영재성을 나타
내는 교과목별로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프로그램을 학습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학습의

기회는 지역 영재교육센터나 마그네트 스쿨에서 제공한다. 고등학교의 영재들은 조기
졸업과 동시에

대학에 진학하거나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대학의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영재의 이러한 조기진급， 조기졸업， 교과목별 조기학습 등은 교
사， 영재교육 전문가， 교장， 학부모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W 영재교육과정의 양식
미국에서는 지난 20 여
절한가에

년간 어떤 유형의 교육과정이

대하여 계속적으로 논의되어

영재교육 프로그램으로써

왔다. 그러나 미국의

적

경우에 영재교육의 실제

가 질적인 변에서 상당한 정도로 향상되고 있지만， 이러한 논의에서 영재교육에 관한
철학적 관점과 영재의 정의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만 확인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재
학생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적절한 교육과정을 찾는다는 것은 여전

히 계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로써

다양한 패라다임이 소개되고 있다.

예컨대，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모형이 Renzulli의 “심화학습 3 단 계
모형”에서부터

Guilford (1 967 ) 의 “지능구조모형”에 이트기까지 다양하다. 좀 더 구체

적으로

들면，

mode!) ,

예를

피라미드

학교단위
프로젝트

(self •directed learning) ,
정 · 정서적

감각과정의

섬화학습모형 ( S EM )，
모형，

퍼듀

자발적 학습모형

3단 계

다중메뉴모형 ( multiple

심화모형，

자기주도적

(Autonomous learner mode!) ,

개발모형， 다중재능 접근모형， 수직적→수평적

등이 그것들이다. 그 외에도 Davies 와

Rimm(1994) ,

Galla당her(1985) ，

menu

학습모형

지 적 사고과

교육과정모형

Clark (1988)

등

은 영재교육에 관해서 폭넓게 고찰한 후， 영재교육의 펄요성과 본칠을 정리하였고 다
양한 교수기술들을 제안하고 있다. 일부의 학자들은 사고기능， 장의적 문제해결력， 가
치명료화， 시율레이션 등을 영재학생을 위한 교수전략으로 제안하고 있다.

정규 교육과정과는 차별성이 있는 영재교육과정의 구성원리로써 공통적으로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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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속진학습과 심화학습을 들 수 있다.

속진학습은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된 학습활동과 내용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기
간에

이수토록 함으로써 수준이 높은 상급학년의 교과내용을 학습하도록 하는 교육

과정운영

양식을

말한다.

속진학습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교과영역별로 특수재능을 속진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심화학습이란 당해 학년의 교육과정을 심층적으로 광범위하게 학습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한다. 즉 심화학습의 교과내용은 당해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과 동일하지
만， 학습활동 면에서는 일반 학급에서의 학습활동을 병행하면서 현장견학， 개인별 프로
젝트 수행， 개인별 작품제작， 토요일 영재프로그램 참가， 방학 중에 영재프로그램 참가，
전문가의 사사받기， 전문가 강연 등등을 통하여

영재들에게 창의적 사고력의 증진， 특

수재능의 계발， 잠재능력의 계발과 신장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v.

영재교육과정의 문서체계

미국의 영재교육과정은 각 주별로 다소 달리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형화된 문서
체계를 찾아 보기는 힘들다. 또한 교과영역별로 내용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과
정의 문서체계도 교과영역별로 탈리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여기서는 언

어영역의 영재교육과정 문서체계를 하나의 예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 예는 미국 인디
아나주의

Lafayette School Corporation(l991) 에 서 제시하고 있는 “ Challenge Pr ogram

Language Arts Curriculum Guide"의 문서 체 계 이 다.
(1) 개관 : 이 부분에서는 영재교육과정 개발의 배경， 교육과정 개발의 이론적 기
초， 교육과정 활용자， 교육과정 적용 대상학생， 교육과정의 구성체계， 교육과정

의 활용방법， 교수-학습활동， 수정 • 보완방법 등이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2) 해당 교과영역과 관련된 영재성의 정의
(3)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체계와 합리적 근거: 교육과정구성의 기본 철학， 일반 목
표， 내용의

범위와 계열， 적용 학년， 적용 대상 학생，

교육과정

개발 참여자，

발전적 활용방안 등을 언급하고 있다

(4) 영재교육 일반 목표
(5) 영재를 위한 차별화된 교육과정 구성의 원리
(6) 해당 분야에서 다루는 교과내용 중에서 교사 및 학생들이 알아야 할 용어해설

(7) 교과학습 내용의 범위와 계열: 과정 산출 모형에 따라서 핵심적 학습활동의 범
위와 산출행동을 세목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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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년별로 학습하게 될 주요 학습주제를 목차로 제시
한다.

(9)

학년별 학습단원과 세부 학습과제

(10) 학년별 학습내용의 계열
(11) 교수→학습활동의 실제와 기볍
(1 2) 학습결과의 평가기준
(1 3) 학습단원의 개관， 목적， 목표， 주요개념， 학습주제， 구체적 평가활동， 교사 및
학생을 위한 참고자료 및 보충정보

(1 4) 소주제별 적용학년， 목적， 목표， 주요개념， 기본학습활동， 심화학습활동， 평가 방
법， 보충자료 등

여기서

언급한 문서체계는 일반화된 것이 아니며， 이를 기초로 하여 수정 · 보완함

으로써 보다 발전된 문서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VI. 영재교육과정의 목표와 강조점
미국의

영재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서 국가 또는 주정부 차원에서 문서화해 놓은

목표는 찾아 보기 힘들고， 일반적으로 교과영역별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면서
교과영역별 목표를 세분화하여 언급하고 있다. 영재교육과정의 교과영역 구성은 분명
하게 구획화할 수는 없으나 대략 수학 · 과학영역， 사회 · 언어영역， 예술 · 인문학 영

역， 통합교과적 영 역 등 다양하다 (Feldhusen，
그러나 영재교육과정의

혁신을 위하여

1989; Maker, 1982).

최근에

관심을 쏟고 있는 목표설정의

방향을 수학 · 과학영역， 언어영역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Van

기본

Tassel•

Baska, 1991).
수학 • 과학의 영역에서 목표설정의 기본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를 들고
있다. (1) 과학적 개념의 이해를 개발시킨다. (2) 협동적 학습상황에서 과학적 탐구기

능을 개발사킨다. (3) 과학분야의 지식기반을 개발시킨다. (4) 간학문적인 접근(예， 자
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등의 접목 혹은 정부체제， 경제체제， 의사소통체제 등의
접목 등)으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시킨다.
력을 개발시킨다.

(6)

(5)

실제상황의

문제를 탐구할 수 있는 능

과학적 사고방식과 의식구조를 개발시킨다.

한편 언어영역에서 목표설정의 기본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11 가지를 들고 있다.

(1) 영재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풍부하고 가지로운 독서자료를 학습
시킨다. (2) 비판적 · 창의적 사고력을 신장시컨다. (3) 독해능력과 작문능력을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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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시킬 수 있도록 학술적 문헌을 탐독시킨다. (4) 메타인지적 인식능력과 통제능력
을 신장시킨다. (5)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학습능력을 길러 준다. (6) 문화적 다양성을

이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7) 협동적 학습기능을 신장시킨다. (8) 음악， 미술，
사회과학， 다른 관련 학문 영역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간학문적 적용능력을
계발시킨다. (9) 독립적인 탐구능력을 신장시킨다. (10) 다양한 연구기법을 활용하여
의미있고 중요한 논제를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킨다. (11)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타당한 평가능력을 신장시켜 준다.

VII. 영재교육과정의 프로그램 편성과 운영
영재교육과정의
다시

프로그램은

말해서， 연령별

학교급별 · 교파영역별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대상자와 능력별

영역으로 구분하여

영재교육과정이

운영되며

내용편성이 이루어진다.
영재교육 대상자들은 대략 만 5세 부 터

만 17 세 에 속하는 영재들을 주요 대상자로

삼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따라
서는 만 4세 의

아-동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나타내는 유아에게

예컨대， 유아원 수준에서도 영재성을

영재로서의 잠재능력을 계발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있다. 한편， 만 18세 이상 학생， 즉 대학생 수준에서도 각종 영재교육 프로그램
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각 대학의 교육과정은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
러한 수월성 추구는 곧 영재교육의 일환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학생에게 강좌 선택

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도 곧 영재들의 능력 계발을 위한 전략중의 하나
이다. 예컨대， 대학의

1, 2

학년 학생이 대학원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영재들이 조기에 고등교육을 마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있다. 이런 대학 교육의 내용
은 자연과학 계열에서 두드러지게 찾아 볼 수 있다.
미국에서

유치원 수준 아동에게

제공하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예능 ( Vi sual

and

Performing Arts) 영 역 이 지 배 적 이 다. 그리 고 초등학교 수준에 서 는 수학 · 물리 등의
자연과학 분야， 예능분야와 체능분야(특히 제조) 등으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제공되
고 있다. 중등학교 수준에서는 자연과학 분야(수학， 물리， 생물 등)와 예능 • 체능분야
가 세분화되어
분야 등의
터

있다. 특히

고동학교 수준에서는 창작분야(문학)， 인문과학분야， 공예

영역으로 세분화되어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있다. 요컨대， 미국의

정규과정

영재교육과정은 유치원에서부

혹은 특별과정으로 영재들이

자신의

영재성을

계발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내용편성은 영재들의 잠재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미국의

다양하게 이루어져

영재교육과칭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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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첫째로，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사고능력을 계발시켜 주기 위

한 프로그램이다. 이를 테변， 수학 · 과학분야(물리， 화학， 생물， 천문학 등) , 창작분야
(문학) , 공학분야(컴퓨터， 전기， 기계， 항공 등) 와 함께 언어， 철학， 심리학， 경제학 등
도 병행하여 가르친다.

둘째로， 예 • 체능 분야이다. 이를 테면， 음악(기악계통)， 성악， 창작(작곡)， 무용， 미
술， 디자인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유로운 상상력， 창의력， 표현력 등의 신장기
회를 제공한다. 또한 수영， 테니스， 체조， 육상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영재교육과정의

VIH
미국에서의

영재교육과정의

운영과 평가

운영은 각 주의 영재교육법에

기초하여 각 주별， 각 지

역별， 학교별의 특성과 실정에 따라서 각기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영재교육과정
운영의

대표적인

형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일반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재반과 같은 특수학급의

운영， 일반 학급에서

개별적으로 개별화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도 받거나 특정시간(예， 수학 시간? 불리 시간

등) 에 그 분야에 해

당하는 영재들 만을 모아서 특별히 섬화학습을 시키는 방법， 각 대학에서 우수 아동
을 지도하는 방법， 과학고등학교와 같은 특수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법， 그리고
각 지역에

마그네트 스쿨을 운영하는 방법

공동 영재학교로서

지역 내의 모든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있는 학생만을 선발하여
영재교육과정의

등을 들 수 있다. 마그네트 스쿨은 지역

평가는

특정 분야에 능력이

일주일에 1 일 씩 모여서 학습을 하게 된다.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영재교육의

목표를 성취시키는데

적

합성과 효율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확인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이려한 시각에서

영재교육과정의

평가준거로써

Van

Tassel-Baska(981) 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

다. 첫째로， 영재들이 인지적 정의적 특성변에서 사고능력과 감성활동이 고급의 수준
으로 경험할 수 있는 도전적인 활동을 제공하는가? 둘째로 발산적 산출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도전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는가? 셋째로， 과정→산출 모형에 따라서 개
인 프로젝트나 집단 프로젝트로 수행한 산출불 제작활동이

영재들에게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는가? 넷째로， 영재들 간의 토의학습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는가? 다
섯째， 인간의 가치체계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는 경험을 충분히 제공하였는가? 여섯
째，

지식의 전체체계의 상호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는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있는가?

일곱째， 영재들이 자신의 특수재능을 속진과 심화과정을 통하여 계발시킬 수 있는 특

별과정을 제공하고 있는가? 여닮째， 영재들에게 새로운 영역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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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가? 아흡째， 현실세계의

실제문제에

영재들이 자신의 능

력을 적용해 볼 수 있는 학습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는가? 열째，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연구， 문제해결， 지도성， 예외적인 문제나 사태들의

해결을 경험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는가?
교육과정의

전체체계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는 적어도 (1) 영재교육목표의 적절성과

타당성， (2) 속진학습과 심화학습의 조화성과 균형성， (3) 영재들의 특수한 지적 욕구
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교육과정 편성의 차별성， (4) 교수 학습활동에서 교사와 영

재간의 역할과 활동내역의 상세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Seeley，

1989)‘

IX. 정규교육과정과의 관계
영재교육과정은 정규교육과정과 분리하여 별개로 운영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정규교
육과정이

영재교육과정의 기본을 이루고 있고， 정규교육과정응 숙달한 후에

영재들의

특수한 능력을 계발시켜 주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여 주고 있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정규교육에서 영재들의 성장을 위한 정규교육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테면， 속진 프로그램이
과목별

월반과정이다. 즉 중학교 2-3 학년 에

이에 속한다. 이 프로그램은 일종의

속하지만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고등학교 1-2 학년 학생이

대학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속진 프로그램은 학교마다 통일하지는 않지만， 그 목적과 취지는
영재들의 성장 •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정규교육에서 영재들을 위한
심화학습 프로그램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영재들의 적성과 능력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으로써 흔히

영예 프로그램 ( Honor program) 이 라고도 한다. 이

프로그램은 속진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운영하기도 하고 선택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
하기도 한다.

또 하나는 영재들만을 위한 특수 프로그램으로써 영재들이 정규학교의 수엽은 정
상적으로 이수하면서 지역공동 영재학교(예， 마그네트 스쿨， 지역

영재교육센터)에서

방과후， 주말， 또는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영재들의 특수한 재능을 중심으로 수학， 과

학， 언어， 사회 등의 교과학습을 심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 이외에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영재 특별 프로젝트， 영재 워크숍， 수학영재 특별
반 ( S MPY )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정규교육이

영재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

못하는 것을 해결하면서 정규교육과 영재교육의 연결고리를 맺어주고 있다

주지

즉 영재

교육과정도 정규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면서 영재들의 잠재적 능력을 신장시켜 주기
위한 차별성이 있는 교육괴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미국의

영재교육과정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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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영재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측면은 정규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기본개념의
숙달을 기본목표로 삼으며， 아울러 고급수준의 사고기능을 육성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고， 지식체계의 상호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범위와 내용계열의 통합성， 계

속성， 계열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다루어 왔던 학습주제를 탈피하여 새롭
고 신선한 학습주제를 다루며，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면서 미래의 학습에 대한 확신
감을 지닐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 Feldhusen， 1989).

x.

영재교육과정의 수업지도 예시안: 초등학교 2 학년

언어영역 학습주제 ( L a fa y e t t e

School

Corporation)의 경우엄

여기에 제시한 초퉁학교 언어영역 1 주 제 의 수업지도 예시안은 초등학교부터 고등

학교 수준까지의 언어영역 영재교육과정 전체 체계에서 초등학교 2학년 에 서 다루게
될 소주제를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언어영역의
전체 교육과정의 골격을 먼저 예시하고， 이어서 소주제의 구성방식을 구체적으로 보
여주게 될 것이다.

1. K1-12 언어영역 교육과정의 총괄적 개관
언어영역의 교육목적은 영재들의 잠재 능력을 확인하고 그들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신장시켜

없기

주려는 데

때문에

있다.

영재들의

지적

욕구는 정규교육과정에서 충족시켜 줄 수

그들의 잠재능력을 계발시켜 줄 수 있는 도전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도전적인 교육과정은 영재들의 학습속도와 학습수준에 부합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동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기능 육성과 학습에의

책임감을

길려 주려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동시에 자기개발과 사회봉사에 요구되는 바람
직한 기능과 태도를 육성해 주려는 데도 그 뜻을 두고 있다.
교육과정의 편성은 언어， 사회， 과학， 수학， 예술 등의 다양한 분야에 포함된 주제
와 개념들을 중심으로 내용의 범위와 계열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각 학년별로 선택된
주제와 관련된 개념은 코스의 설명， 프로그램 목표， 학습과정의 활동， 학습의 최종적
결과를

염두에

두고 구조화한 단원계획에

비판적←창의적 사고， 개인적

기초하여

개발하였다. 물론 정의적

과정，

탐구， 연구과정 등도 소개하였다. 교육목표는 영재들의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의 다양한 수준에서 영재들의 특성과 학습욕구를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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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개발은 교육과정 전문가， 프로그램 운영자， 영재전담교사， 상담전문가， 행

정가 등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수행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교육과정은 사전적용， 현장
적용의 결과를 토대로 수정 · 보완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교사와 영재학생들이 활용할 것을 기대하면서 개발한 것이며， 일반
학생들에게도 활용이 가능한 것이다.

2. K1-12

언어영역 교육목적

·첫째로， 영재들은 독립적인 학습자 그리고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산출물을 창조해
낼 수 있는 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도전적이고 차별성이 있는 교육과정을 추구할 것
이다.
둘째로， 영재들은 자신의 독특한 능력을 이해하고， 자신의 흥미와 욕구를 창의적으

로 추구하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개발할 것이다.
셋째로， 영재들은 동료들의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받아들이고 협동적으로 학습활동
을 전개할 것이다.

넷째로， 영재들은 지속적으로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과정을 활용하고 아울러 전
문가나 학자들이 지식을 탐구하는 방법을 이용할 것이다.
다섯째로， 영재들은 현학적， 문화적， 지적인 성취를 지향하여 노력할 것이다.

3.

영재를 위한 차별적 교육과정의 설계와 운영원리

광범위한 논제， 주제，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제시한다.

- 탐구영역과 관련된 다양한 학문분야를 통합한다
- 종합적이고， 상호 관련되어 있고， 상호 강화요인이 되는 경험을 제공한다.
자신이 선택한 주제에 대하여 심층적인 학습을 수행한다.
독립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기능을 개발한다.

- 생산적이고， 복합적이고， 추상적이고， 그리고 고급의 사고기능을 개발한다.
•

과제해결의 방향이 열려있는 개방적인 과제에 초점을 둔다.

연구기능과 방법을 개발한다‘
교육과정 내의 기초 기능과 고급 사고기능을 통합한다.

- 기존의 아이디어에 도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산출하도록 격려한다.
새로운 기법， 자료， 형식을 이용한 산출결과를 높이 평가한다.
자신의

능력을 인식하고， 자기주도적이면서

타인과 다른능력을 지니고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산출물에 대하여 자선의 평가표준이나 적절한 준거에 기초하여 평가한다.

있다는

미국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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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별로 학습주제와 소주제를 구조화 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Kl-12 의 교

육과정 중에서 초등학교 2학년 언어영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교육과정 예시얀〉
초등학교 2 학 년 언어 영 역 내용주제 : “탐구”
상호작용 : 우화

해설

@개

:

시

요

초등학교 2 학년 언어영역 목표는 “탐구와 자기표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영재들은
비판적 λF고， 창의적 사고， 독립적 탐구와 연구， 정의적 그과정 등의 네 가지 영역의 활
용을 통하여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상호작용하고 해석

하며 의사소통한다 특허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수렴적 발산적 사고 기능을 통합적
으로 활용하여 문제해결， 의사결정， 추론， 평가력을 길러 주는데 강조점을 둔다. 독립
적인 탐구와 연구의 소개는 교육과정의 핵심부분이며， 정의적 과정은 학습활동 모든
단계에서 통합되어야 한다. 영재들은 이러한 교육과정의 시각에서 고급의 산문， 소설，
시， 희곡 등을 산출토록 한다. 그러고 문화적 인식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문

화로부터

영화， 시， 우화를 소개한다. 동시에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 활용기능도 숙달

시켜서 작문활동에 그러한 기능을 활용토록 한다.

@ 일반목표
첫째로， 영재들은 독립적인 학습자， 독창적인 산출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학습자
다 될 수 있도록 도전적이고 차별성이 있는 교육과정을 추구한다.
툴째로， 영재들은 영재들 각자의 독특한 관점을 받아 들이면서 협동적으로 책임감

이 있는 학습을 수챙한다.
셋째로， 영재들은 비판적 창의적 사고과정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전문가나 학자
들이 지식을 탐구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 구체적 목표
첫째로， 초등학교 2 학년 학생들은 도전적

언어영역 프로그램에서 비판적 시-고기능

을 활용하고， 그들의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서술된 언어형태를 활용
한다.

둘째로，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언어적， 문장적， 예술적 형식을 이용하여 정의적
과정의 경험을 효과적으로 해설하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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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초등학교 2 학년 학생들은 시각적 산출물， 언어적산출뿔， 작문 산출물 등을
창조해

낼 수 있도록 창의적 사고기능，

의사소통기능을

@

독립적인

탐구， 연구기능을 활용한 효과적인

개발한다.

코스의 주요 개념

첫째로， 영재들은 언어를 통하여 환경과 상호작용한다.
둘째로， 사고와 감정은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한다.

@

단원의 소주제

- 상호작용: 우화
•

해설

: 시

@평가
(가)

활동 : 영재들은 학교환경 내에서 문제를 확인하고 언급할 수 있는 비판적 사

고기능과 문제해결기능을 활용한다.
평가 : 학생과 교사는 과정과 산출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해결단계의 평가준
거와 평가목록을 개발한다.

(나)

활동 : 영재들은 자신의 생활에서 중요한 사컨들을 선택하여， 그것에 관하여
이야기식으로 서술한다. 그리고 그들의 동료들에게 예술적인 형식으로

설병한다.
평가 : 학생과 교사는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를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
인지， 그리고 감정， 가치， 조직 등과 같은 정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

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준거와 평가목록을 개발한다.
(다)

활동 : 영재들은 독립적 탐구와 연구를 위하여 주제를 선택한다. 그리고 참고

문헌 목록， 시청각 자료， 보고서 등을 준비한다. 그리고 동료들에게 산
출물을 발표한다.
교사는 영재들의 관섬， 열정， 참여 등에 관하여

앞에서

언급한 방법들

을 활용 하여 프로젝트나 산출물이나 활동들을 모두 평가한다.

@ 참고정보자료
•

교사용 참고문헌과 자료를 제시

一 학생용 참고문헌과 자료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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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결론: 영재교육과정의 특정과 시사점
미국 영재교육과정의 특정은 영재의 잠재적 능력과 수월성을 최대로 신장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의 국가정책적 지원， 개방성， 자융성， 다양성， 융통성， 계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할 수 았다.
첫째로， 국가정책적 지원이란 영재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히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영재교육법을 제정하고 아울러 제도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고히

해주고 있음을 말한다.

둘째로， 개방성이란 어떤 기관이든 영재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항상 참
여할 수 있고 어떤 학생이든 잠재적인 영재성을 인정받거나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걸쳐 영재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두고 있다.
셋째로， 자율성이란 영재교육의 운영에서 교과과정， 프로그램， 교수법 등이 획일화
되어 있지 않고 자유롭게 구성하고 개발하고 적용할 수 았다.
넷째로， 다양성이란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형식과 유형， 영재들의 학습행로 등이 여
러 가지로 제공되고 있다.

다섯째로， 융통성이란 영재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면에서 신축적으로 대처할 수 있
고， 특수재능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의 운영，

지역공동 영재학교 운영， 일반 학교에

서의 영재반 운영 등등 학생， 학부모， 학교， 지역사회의 요구와 실정에 부합되는 영재
교육의 실시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여섯째로， 계속성이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영재들의

학습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동시에 조기진급 및 조기졸
업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상급학교 진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미국 영재교육과정의 이러한 특징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영재교육도 기본방향
은 정부차원에서

설정하되

실제로 학교현장에서의

화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영재교육실시는 전국적으로 획일

가능하면 영재교육의 운영체제를 다변화 다양

화하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영재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길이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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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rriculum of Gifted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Park, Seong Ik
(Department of Education ,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urriculum of gifted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to provide some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gifted education in Korea. Major concer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historical background of gifted education development , 2) policy and institution
of the curriculum for gifted education, 3) instructional strategies and models for
gifted

education, 4)

documentation

system

of

the

curriculum for

gifted

education, 5) goals and objectives of the curriculum, 6) program structure and
management of the curriculum, 7) evaluation of the curriculum, 8) relationships
between the curriculum for gifted education and the curriculum for regular
school , and 9) examples of the curriculum framework.
The findings and conclusion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gifted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has been started almost hundred years ago at
Johns Hopkins University and Harvard University. Second, the Education Act
for the gifted was institutionalized in 1988. Later on , it was revised and
announced in 1994 such as Jacob Javits Gifted and Talented Students Education
Ac t. In this act , gener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gifted education
are

included. For instance , included is the

support system by the state

government for the policy and institution of the gifted education. Third, various
strategies and models for gifted education are identified, such as Renzulli' s
’ T riad Enrichment Model ’ , Guilford ’s 'Structure of Intelligence Model' , 'Multiple

Menu Model' and so on. In addition , the acceleration model and enrichment
model are applied as wel l. Fourth, documentation of the curriculum of gifted
education includes at least 14 categories such as an overview , the definition of
giftedness in related subject area, goals and objectives of gifted education ,
principles

of

organizing

the

sequence

and

scope

of

the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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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methods , the evaluation criteria for learning outcomes, and so

on. Fifth, major goals of gifted education are the enhancement of creative
thinking

ability ,

reading

and

writing

capability,

active

learning

skills,

interdisciplinary study skills , independent inquiry skills , and evaluation skills for
new idea. Sixth , the program of gifted education cover from 5 to 17 years old
of the gifted. In addition , the program is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ability
level and grade leve l. Seventh, the evaluation of the program is conducted
according to the relevance and efficiency of the curriculum for achieving the
goals of gifted education. Finally, all the gifted are generally required to master
the regular curriculum of the regular schoo l. Simultaneously, the gifted have
the opportunity to attend the special program such as a research project, a
seminar, a workshop , a special class in order for them to enhance their
potentiality.
Clearly , this study showed that the characteristics and strengths of the
curriculum for the gifted in the United States are open, autonomous, flexible,
various , and systemat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