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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열정·봉사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 과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갑니다.

과학적 창의성과 예술적 감성을 넘나드는 이 시대의 핵심 브레인,
과학영재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미래가 아닌 창조하는 미래!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KSA)의 과학영재들이 그 안에서
미래 과학의 꿈을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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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선도하는 KSA! Leading the Future
학교장 인사말

글로벌 리더

KSA

CORE VALUES

Creativity · Passion · Service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교는 2003년 대한민국 최초의 과학영재학교로 출범하여 지난 10여 년간 세계 선두 수준의
진정한 과학영재교육을 실현해 왔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KSA는 영재
교육의 정통성을 유지하며 국내 과학영재교육을 정착시키고 선도하며, 세계 1등의 과학영재교육
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세기 인류사회는 우리가 이제껏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과학기술혁명의 거대한 물결 속에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의 이공계 인재들의 주도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기술, 3D 프린팅, 바이오기술 등 각각의 지식분야가 경계없이 융·복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산업 형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인류 사회 전반은 큰 변화와 혁신을 겪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와 인류에 봉사할 글로벌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한 KSA의 역할은 세계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KSA는 국내 과학영재교육 선도·
정착, 입시·수능에서 자유로운 창의적 영재교육, 과학영재 선발시스템 확립, 학생·연구중심의
영재교육과정 개발·운영, 국제화 추진, KAIST 연계교육 등을 통해서 혁신적인 자세로 국내의
과학영재교육을 이끌어 왔으며 과학교육 정상화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KSA는 새로운 세계질서 변화에 따라 미래사회와 인류가 요구하는 착하고 지혜로운 인재를 양성
하고자 합니다. 창의·열정·봉사의 가치를 바탕으로 연구·국제화·KAIST 연계를 확충하여 국내
선도를 넘어 세계를 선도할 최고의 과학영재기관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혜와 열정, 조직의 혁신을 위한 조화와 경쟁, 그리고 모범적인 자세와 태도를 바탕으로
과학영재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습니다.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장

미래를 선도하는 KSA! Leading the Future

KSA는 과학영재교육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과학영재학교입니다.
독창적인 영재교육과정, 연구중심 교육, 수학·과학 심화교육, 융합·인성
교육, 국제화 교육, KAIST와의 교육·연구 연계, 과학 영재 판별, 그리고
졸업생의 이공계 대학으로의 진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과학영재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나라 영재교육을 선도해 왔으며, 대학
입시와 수능에서 자유로운 진정한 영재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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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영재교육이 KSA에 있습니다!
KSA Leading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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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선도하는 KSA! Leading the Future

과학영재교육의 요람, KSA!
세계 최고의 과학영재교육기관의
허브로 도약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에 발 맞추어 지금 이 순간에도 KSA의
학생 모두는 창의, 열정, 봉사의 가치를 바탕으로 배움을 실천하며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갈고 닦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최고 과학영재교육기관의 허브로
도약하는 KSA의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경계 없는 사고와 열린 교육을 바탕으로
학생·연구가 중심이 되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계발하는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보다 창의적인 과학인재를 양성합니다.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소통하며 이끌어가는
수업방식은 학생이 직접 참여하여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학습 능력을 신장합니다.
또한 창의기초연구, R&E 프로그램, 졸업연구 등은 창의성과 탐구 능력을 배양하여
미래 과학을 선도하는 창의 연구의 밑바탕이 됩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KSA! Leading the Future

세계 속의 과학 리더가 자라나는
KSA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넓고도 깊습니다.
국제공동연구, 국외위탁교육, 국제학술대회 및 국제과학영재 학술대회
참가 등의 국제학술교류를 통해 세계 곳곳의 다양한 지식과 문화를 체험
합니다. 세계 유수의 명문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고 안목을 넓히는
장을 마련하여 미래 국제 활동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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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의 리더십 프로그램은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참된 인재를 키워나갑니다.
사회와 함께 나눔의 진리를 알아가는 자발적인 봉사 활동은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합니다. 또한, 특색 있고 활동
적인 동아리 활동은 협동과 협업의 가치를 함께 배우며 마음으로 통하는
학우들 사이의 정을 더욱 돈독하게 합니다. 나아가 대인관계 및 네트워크
형성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과 리더십을
키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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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선도하는 KSA! Leading the Future
교육목표 및 비전

Mission & Vision

MISSION
인류사회에 공헌할 창의적 글로벌 리더 양성

교육목표 및 비전

VISION

KSA는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영재학교로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할
창의적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2003년부터 영재학교로 출범하여 예산 전액을

미래를 선도하는 과학영재교육기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KSA는 창의·열정·봉사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을 도모하여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과학영재교육기관
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Creativity
창의

핵심가치

KSA
SPIRIT
Passion

Service

열정

봉사

창의성
교육기반
강화

과학
영재교육
선도

추진목표
학생
성장기반
강화

자율적
책임
경영

KAIST 와의 연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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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2012.

1990.
09. 07. 부산과학고등학교 설립 인가

1991.
03. 04. 개
 교 및 부산과학고등학교
제1회 입학식(2학급 60명)

2009.

1993.
 성중공업과 자매결연 산학교류협약
10. 13. 삼

2001.
10. 31. 과학영재학교 선정(과학기술부)

2002.
04. 12. KAIST와 학술지원 교류협약
05. 03. 과학영재학교 지정·전환
(교육인적자원부)
05. 21. 삼성 SDI와 자매결연 산학교류협약
07. 11. 삼성종합기술원과 학술교류협약
09. 27. 미국 Northside College Preparatory
High School과 학술교류협약 / 태국
Mahidol Wittayanusorn School과 학술
교류협약 / 러시아 Kolmogorov Math and
Science High School과 학술교류협약

2003.

History

 AIST 부설 전환
02. 06. K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역사

1991년 부산과학고등학교로 개교한 이래 20여 년 동안
수많은 과학도를 배출한 KSA는 2003년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영재학교로 전환되면서 본격적인 과학
영재교육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했으며, 2009년 세계
최고 과학기술대학인 KAIST의 부설학교로 전환되어
매년 글로벌 과학인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03. 05. 2 003년 과학영재학교 출범
1회 신입생 입학식(144명)
05. 20. P OSTECH,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학술교류협약
11. 17. 이스라엘 Israel Arts and Science
Academy와 학술교류협약
12. 01. 미국 Illinois Mathematics and Science
Academy와 학술교류협약
12. 04. 러시아 239 Physical-Mathematical School
in St. Petersburg와 학술교류협약

02. 16. 중국 홍콩 G. T. (Ellen Yeung)
College와 학술교류협약
02. 17. 싱가포르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High School of
Mathematics and Science와
학술교류협약
03. 04. K AIST 부설 전환 선포식 및
2009학년도 입학식(141명)

2010.
02. 03. 2 010학년도 입학식(160명 /
한국 학생 143명, 외국인 학생
17명 포함)
07. 06. 영국 Camborne Science and
International Academy와
학술교류협약
11. 11. 말레이시아 Alam Shah Science
School과 학술교류협약

2011.

2003.

2006.

12. 08. 러시아 Specialized Scientific Study Center
of Novosibirsk State University와 학술
교류협약

05. 16. 부산광역시 동부교육청과
‘동부형제 공부방’ 공동운영협약
08. 24. 일본 Ritsumeikan Junior & Senior High
School과 학술교류협약
러시아 Moscow South-Eastern Lyceum
and Grammar School과 학술교류협약
11. 22. 중국 High School Affiliated to Fudan
University와 학술교류협약

2005.
 주 Australian Science and
06. 27. 호
Mathematics School과 학술교류협약
07. 12. ‘한국과학영재학교’로 교명 변경
09. 23. 싱가포르 National Junior College와
학술교류협약
11. 22.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와 산학교류협약

2007.
04. 11. 미국 Roanoke Valley Governor’s
School과 학술교류협약
07. 11. 러시아 Lyceum Physical Technical High
School St. Petersburg과 학술교류협약

2008.
04. 24. 세운철강과 산학교류협약
07. 09. UNIST와 학술교류협약

02. 09. 2011학년도 입학식(154명 /
한국 학생 146명, 외국인 학생
8명 포함)
06. 28. 독일 MINT-EC와 학술교류협약
11. 22. 부산광역시 영재교육진흥원과
상호지원 업무협약
부산광역시 과학교육원과
상호지원 업무협약

01. 05. 한국남부발전(주)과 상호지원 협약
02. 22. 2 012학년도 입학식(157명 / 한국 학생 149명,
외국인 학생 8명 포함)
 GIST와 학술교류협약
03. 07. D
05. 23. 충북대학교 천문대와 학술교류협약
 IST와 학술교류협약
11. 12. G

2013.
02. 20. 2013학년도 입학식(149명)
03. 04. 제8대 정윤 교장 취임
11. 01. 과
 학영재학교 출범 10주년 기념행사

2014.
02. 19. 2 014학년도 입학식(145명 / 한국
학생 136명, 외국인 학생 9명 포함)
04. 07. 부
 산진구 지역아동센터 돌봄
협의회와 업무협약
05. 28. 싱가포르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High School of
Mathematics and Science와 장기
교환학생 / 교사교류 학술 교류 협약
06. 11. K 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과
업무협약
08. 11. ISSF 10주년 세계과학영재교육
공동선언
08. 22. YTN Science와 업무협약

2015.
03. 04. 2 015학년도 입학식(128명 / 외국인
학생 15명 포함)
10. 14. 태국 Kamnoetvidya Science
Academy와 학술교류협약
12. 11. 태국 Mahidol Wittayanusorn School과
학술교류 재협약
12. 11. International Science Schools Network
(ISSN) 정회원 가입

2016.
02. 24. 2 016학년도 입학식(132명 / 외국인
학생 11명 포함)
05. 25. 싱가포르 National Junior
College(NJC)와 학술교류 재협약
08. 26. 국립부산과학관과 업무협약
10. 24. 중국 The Experimental School of
BeiHang Univ.(ESBHU)와
학술교류 협약

2017.

입학식(133명 / 외국인
02. 15. 2017학년도
학생 14명 포함)
03. 28. 제9대 정윤 교장 취임
06. 19. ~ 23. 세계과학영재대회(ISSF 2017)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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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교육과정 편제

교육과정

대한민국의 미래 과학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차별화된 교육과정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과, 창의·연구활동, 리더십 활동으로 편성된
교육과정은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계발하는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의 창의·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전인적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을 키우고 있습니다.

Curriculum

스스로를 발견하는
자유로운 배움의 여정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
하여 맞춤식 과학영재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천
함으로써 지식 기반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
과학 영재를 육 성함에
목적을 두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더십 활동
단체활동 130시간
봉사활동 130시간

KSA

교과

148 학점
자연계열 교과 77학점
인문계열 교과 63학점
융합교과 8학점

교육과정
편제

창의·
연구 활동

30 학점
창의기초연구 6학점
소집단 자율연구 및 국내·외
위탁교육 16학점, 졸업연구 8학점

스스로를 발견하는 자유로운 배움의 여정

학사는 무학년 졸업학점제로 운영되며, 필수
과목 (84학점)을 통해 고교 3년 과정을 속진
이수하고 선택과목 (56학점), 융합과목 (8학점)을
통해 대학에서 학점을 인정받는 AP 교과 등
대학 수준의 심화과목을 학생 스스로 선택
하여 수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대학 및 영재교육기관과의 학술
교류를 통해 이수 학점을 인정해주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폭넓은 학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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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PT (Placement Test) 제도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정보과학, 외국어 교과의 필수과목은 PT를
통해 과목 수강 없이 학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과목 : 필수과목
- 수학 1·2, 물리학 및 실험 1·2, 화학 및 실험1·2, 생물학 및 실험 1·2,
정보과학 1·2, 영어 1·2
- 영어 PT는 TOEFL, TOEIC 등 공인된 외국어시험 성적으로 대체

교육과정
Curriculum

AP (Advanced Placement) 제도
심화선택과목에 개설되어 있는 대학과목 이수 제도로서 KAIST를 포함한
국내 우수 대학 진학 시 학교 간 협약을 통해 AP 교과에 대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과학을 탐구하고
세상을 창조하는
혁신 리더

• AP 학점 인정
- KAIST 58학점, POSTECH 35학점, UNIST 37학점 인정
- DGIST 및 GIST와 AP 협약 체결

KSA 는 체험·탐구·실험
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 잠재력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Edu 3.0 운영
KAIST의 Edu 3.0 프로그램을 KSA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Edu 3.0은
자기주도적인 학습과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교사-학생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학생 스스로가 자아를 발견
하고 계발할 수 있도록 체계
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과학영재의 무한한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커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경영, 공학·융합교육
학문 간의 융합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다양한 사고와 경험의 기회를 제공
하여 융합형 우수 인재를 양성합니다.
• 과학기술경영 : 미래 리더로서 기업가 정신, 과학기술융합, 창의연구에
대한 탐색의 기회 제공
• 창의공학 : 학생들의 공학 수요 충족 및 향후 진로 계획에 도움, 에너지
·나노·우주·로봇·생명 등 공학·융합 분야 중심
• 융합교과 : 수학·과학과 인문·예술의 융합교육을 통해 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 배양

독서마일리지 제도
독서지도를 통해 인성 교육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졸업인증제도 운영 : 150마일리지 이상

KSA는 글로벌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 수학, 과학
및 예체능 교과 중 일부 과목은 영어강의를 병행
하고 있으며, 영어 교과는 전과목 영어강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능력, 적성과 관심에 따라 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PT 제도를 통해 우수 학생은 상위 교과를 이수할 수 있고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능동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토론 중심 교육, 실험·실습 위주의 자기 주도적 학습뿐 아니라, 모든 교과에서
탐구, 토론 및 글쓰기 능력을 강화하여 학생 중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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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KSA 교육연계

KAIST-KSA

교육연계
Connected
Education

KAIST와 함께
성장하는 KSA
KSA는 2009년 세계 최고
과학기술대학 KAIST의 부설
학교로 전환되어, 전인적
융합교육, 대학수준의 연구와
강의 등 KAIST와의 교육연계
강화를 통해 전주기적 과학
영재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KAIST와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AP (Advanced Placement) 학점 인정

KSA HP (Honors’ Program)

KAIST 교수 강의 지원

AP 과목 이수를 통해 KAIST 등 국내 우수 대학에서 학점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KSA 우수 학생들에게 속진 기회를 제공하고 KAIST 부설화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KSA HP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SA
HP는 KSA 우수 학생들이 졸업 직전 학기를 KAIST에서 수강하고
KAIST 진학 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KAIST 교수의 수준 높은 강의가 KSA에서
직접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KAIST HRP (KAIST High school Research Program)
KAIST 교수를 지도교수로 정하고, 3학년 1학기와 여름방학 기간
동안 연구를 수행합니다. 여름방학 중 30일간 KAIST에서 생활하며
연구를 수행하고 졸업논문을 작성합니다.

• 대상
- 성적 우수 학생
- 졸업연구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학생
- 졸업요건 (리더십 활동, 외국어 능력 기준 등)을 확보할 수
있는 학생
- KSA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학생 (학교장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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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중심 교육

Departments
수리정보과학부

http://mathcs.ksa.hs.kr
TEL. 051.606.2280

학부 중심 교육

Department of Mathematics and Computer Science

새로운 수학·정보과학 교육의
패러다임

물리지구과학부

http://newton.ksa.hs.kr
TEL. 051. 606. 2129

Department of Physics and Earth Science

기초과학의 성장은
미래 과학 성장의 밑거름

수리정보과학부는 수학 또는 정보과학 분야에 열정과 영재성을 지닌 학생들에게

물리지구과학부는 물리학 또는 지구과학 분야에 열정과 영재성을 지닌 학생들의

심화된 교육과 연구활동을 지도합니다. 주요 수학과목에 대한 수준별 수업을

심화된 교육과 연구활동을 지도합니다. 첨단 과학 시대에 부응하여 기초과학

통해 학생들의 개별화 교육을 실현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교육에 역점을 두고, 실험·실습, 현장학습 및 지속적인 탐구활동을 통해

맞는 수학의 기본지식을 습득하여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합니다.

과학적 창의력과 사고력을 배양하며, 개별화 교육을 통한 학습자의 학습능력

또한 정보과학 교육의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자바 프로그래밍을 필수적으로

신장, 사고능력 및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합니다. 양질의 실험장치를 확충하고,

교육하여 학생들이 객체지향의 기초 개념을 습득하게 합니다. 나아가 스킴(Scheme)

실험·실습 여건을 조성하여 실험중심의 기초과학 수업을 활성화하고 학습자의

프로그래밍을 정보과학 교육과정에 도입함으로써 정보과학에서 프로그래밍에만

수준에 맞는 단계별·심화형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매몰되지 않는 교육을 제공하고 정보과학 분야의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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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중심 교육

화학생물학부

http://chembio.ksa.hs.kr
TEL. 051.606.2211

Department of Chemistry and Biology

화학·생물학 분야의
혁신 크리에이터

인문예술학부

Department of Humanities and Arts

http://human.ksa.hs.kr

인문적 품성과 감성이
어우러지는 휴머니스트

TEL. 051. 606. 2262

화학생물학부는 화학·생물학 분야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의 심화된 교육과

인문예술학부는 학생들의 논리적·비판적·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연구활동을 지도합니다. 화학·생물학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 논리적·비판적·

인문·사회·예술 관련 기본 소양 교육을 제공합니다. 학습 프로그램, 교육

창의적 사고력과 태도를 통하여 자기 주도적 탐구자로서의 능력을 함양할

자료개발 등을 통하여 창의력과 교양, 특기 적성 및 소질 개발, 나아가 인간적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탐구·실험·실습 중심의 기초과학 교육을

품성을 함양합니다. 또한, 독서 교육과 도서관 이용 지도를 통해 인문학과 고전에

바탕으로 자연현상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증진시키고 과학지식의 체계와

대한 기본소양을 신장시키고, 외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국제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탐구 방법을 습득하게 하여 과학영재 학생들의 창의력 및 과학적 사고력을

전개함으로써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식과 태도를 갖추도록 합니다. 섬세한 감수성과

증대시킵니다.

미적 감각, 강한 체력을 육성하여 세련되고 품위 있는 교양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바탕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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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연구활동

창의·연구활동
Creative
Research Activities

세상을 바꾸는
창의적 사고의 힘
미래 사회는 창의성을 기반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인재를 원하며
다양한 경험과 상호 의사 존중,
발산적 사고, 학문 간 융합 교육
을 중요시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KSA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창의적인 과학인재가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단계별 창의·
연구활동을 운영합니다.

단계별 창의·연구활동

_ 소집단 자율연구 및 국내·외 위탁교육 (2학년)

RAA

KSA 창의·연구활동 발표회

1학년 때는 창의기초연구를 통해 창의적 문제

R&E (Research and Education) 활동은 학생들이 전문가(대학교수,

(Research-centric Academic Advisor)

KSA 학생들이 연구발표를 통하여 자신의 연구 결과를

해결 및 연구기초능력을 배양하고, 2학년 때는

연구원 및 교사)의 도움을 받아 실제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첨단과학지식,

KSA 교사의 연구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한 연구

설명하고 전파하며, 과학자로서의 연구 성과를 동료들

R&E 수행과 국내·외 연구기관 방문 및 학습

연구방법, 과학적 논의과정, 논문 작성 등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과학자

중심 학급으로서 담임교사 (Academic Advisor)

및 전문 연구자와 공유함으로써 능동적인 연구 문화를

활동을 통한 소그룹 연구활동을 거쳐 3학년이

로서의 삶을 체득하게 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소그룹으로 1년간 연구

로부터 연구 지도를 받는 1, 2, 3학년 학생들이

만들어갑니다.

되면 연구 역량을 심도 있게 쌓아갈 수 있도록

활동을 수행하고 또한, R&E 여름 현장연구를 3주 (20일) 이상 수행합니다.

같은 반으로 편성되어 지도교사를 중심으로

졸업연구를 수행하고 졸업논문을 작성하게

R&E 중간발표회 및 최종발표회를 실시하며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선후배 사이의 연구사사 체계를 구축한 제도입니다.

됩니다.

작성합니다. 또한 국내·외 위탁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우수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의 교육과 첨단 연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_ 창의기초연구 (1학년)
창의기초연구는 창의설계활동과 연구방법

_ 졸업연구 (3학년)

I&D

과학영재학교 R&E 및 우수연구
공동발표회
KSA는 2012년 제1회 과학영재학교 R&E 및 우수연구

(Imagination & Development)

공동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공동발표회는 과학영재

학생들은 지적인 상상의 결과를 가시적인 형태로

학교의 우수한 연구 성과를 한자리에서 공유할 수 있는

기초세미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의설계

졸업연구는 개별연구와 KAIST HRP (High school Research Program)

구현할 수 있으며 창의공작실과 드림디자인센터를

소중한 연구 교류의 장입니다. 이를 통해 상호 간의

활동은 학생들이 연구 분야를 탐색하고 탐구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개별연구를 통해 학생들은 KSA 교원의 지도 하에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현실화합니다.

연구를 촉진하고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및 연구능력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연구 설계 능력을 배양

연구를 수행하고 졸업논문을 작성합니다. KAIST HRP는 KAIST 교수를

을 함양합니다.

합니다. 연구방법기초세미나는 소그룹 연구

지도교수로 정하고, 1학기와 여름방학 집중교육 30일로 나누어 연구를

R&E 공학 분야 연구를 통해 I&D 유관 연구를

활동으로서 연구 분야의 지식을 배우고 연구를

수행합니다. 학생들은 여름방학 30일간 KAIST에 머물며 연구를 수행

수행함으로써 연구 기초능력을 계발합니다.

하고 졸업논문을 작성합니다.

장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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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디자인센터

드림디자인센터
Dream Design Center
• 영재들의 무한상상 창의력을 기반으로
구체적·창의적 아이디어 도출 및 초기
형태 디자인으로부터 시제품 제작과
지적재산 창출이 가능한 융·복합 실험
공간입니다.

Dream
Design
Center

•창
 의·연구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과정
중 발생하는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바탕
으로 최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시제품으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교
 내 메이커(Maker)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특허 및 학생 아이디어를 구현하여 가시
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드림디자인센터 전면의 노란색 무한대 무늬는 끝없는 열정과 메이커(Maker) 정신을 상징한다.

Dream Design Center
드림디자인센터

층별 용도 및 장비

VISION

비전

창의적 메이커(Maker) 정신을 자극함으로써 미래 과학기술을 선도할 학생 육성
과제 중심의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대담하고 실험적인 사고 배양

구분
아이디어 상상실
(2층)

목적
아이디어 구상 및 전시에 적합한
아늑하고 쾌적한 공간

주요 장비
모션인식 장비, 프로젝터, 회의실

과학기술계의 혁신적 기업가 정신에 적합한 도전적 시도 장려

MISSION

미션

창의적 디자인과 STEAM 교육을 위한 기초 시설. R&E (Research and Education)와
졸업연구 등의 학생 연구 활동으로부터 도출된 지적 재산권을 가시적 산출물로 제작

IoT 실험실
(3층)
기초융합 실험실
(4층)

사물 인터넷과 시제품 제작을
위한 공간

3D프린터, 3D스캐너, 마이크로
컨트롤러, 센서, 레고, 전자 소모품

기초융합 연구수행을 위한
프로젝트형 열린 연구 공간

TEM, SEM

CNC기반의 장비들을 통해 철재,
목재, 아크릴 등을 절단하고 절단된
재료들을 조립할 수 있는 공간

CNC 조각기, CNC 선반,
CNC 라우터, 레이저 CUTTER

과학적 지식에 기반을 둔 창의적 발상으로부터 제안된 다양한 초기 디자인의 시험 장소
학생 연구 활동을 다양화하고 창의성을 증대할 융합 연구 환경
잠재적 상상력으로부터 초기 원형을 제작하고 지적 재산권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
타 학교 및 기관으로 드림디자인센터 운영 전파를 통해 창의적 기업가 정신의 허브 구축


종합 공작실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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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

Globalization 국제화

국제학술
교류
Korea Science
Academy of KAIST

소통으로 경쟁하는 세계 과학의 중심

국제학술대회 및 국제과학영재 학술대회 참가 | 연구능력이 우수한 학생

KSA는 학생들이 보다 넓은 세계에서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하고 특화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연구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와 지식을 습득하고, 외국어·전문성·창의성을 다져 세계와 경쟁하는 당당한
대한민국 과학인재! 이제, 세계의 중심에 서서 그 위상을 드높일 것입니다.

들에게 국제학술대회 및 국제과학영재 학술대회 참가 기회를 부여하여 연구결과를
국제적으로 발표하여 연구교류가 이루어지게 하고 학생들의 국제적인 리더십과
연구능력 향상에 기여합니다.
• 최근 2 년간 참가 현황

114명
(44회)

국외위탁교육 | 국외위탁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국외 우수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87명
(41회)

에서 교육 및 첨단 연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러시아
등 세계 곳곳의 다양한 연구 활동 및 선진화된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적인 교류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을 배양합니다. 2학년 때는 집중 과학프로그램
및 맞춤 수업프로그램이 운영되고, 3학년 때는 우수 학생을 선발·파견하여 연구
중심의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2명

• 2017학년도 국외위탁교육 참가 현황
국가

미국

캐나다
러시아
영국
독일
이스라엘
미국

기관

인원(명)

Cornell University
Michigan University(1, 2차)
Wisconsin Center for Academically Talented Youth
Worcester Polytechnic Institute(1, 2차)
University of Massachusetts
University of Toronto
Moscow South-Eastern Lyceum and Grammar School
Imperial College London
University of Oxford
Goettingen Experiomental Laboratory
Jacobs University Bremen
The Weizmann Institute of Science
University of Oxford

국제공동연구

학년

국제학술대회

128명

국제과학영재 학술대회

국제학술대회

국제과학영재 학술대회

2016년

2학년

우수 논문 국내·외 발표(최근 2년간 현황) |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연구 활동의 성과는 국내·외 유력전문저널 및 학술대회에 발표되며 미래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할 학생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최근 2년간 발표 현황 : SCI 3편, KCI 2편
14명

● 국내학회 ● 국제학회

3학년

29회
(89명)

21회
(49명)

|

국가

기관

팀수(명)

러시아

Moscow South-Eastern Lyceum and Grammar School
NUS High School of Math & Science
National Junior College
Ritsumeikan High School
Kumamoto University

3팀 (7명)
2팀 (6명)
3팀 (9명)
1팀 (3명)
1팀 (3명)

20회
(38명)

13회
(22명)

• 2017학년도 국제공동연구 현황

일본

(6회)

2015년

국외 우수 영재교육기관과 KSA 학생 간의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과학영재들의 국제적인 리더십 및 공동연구 능력을 함양합니다. 연중
상호 기관의 방문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고 문화를 교류합니다.

싱가포르

22명

(7회)

2회
(4명)

1회

(2명)
논문
게재

학회
발표

논문
게재

2015년

2회
(3명)
학회 Proceeding
발표

1회
(1명)
논문
게재

1회
(4명)
학회
발표

논문
게재

2016년

학회
발표

학회
발표

논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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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

영어강의 진행 | 수학·과학 교과는 모두 영어교재를 사용하며 수학·과학 교과의

KSA는 학생들을 세계적 수준의 과학자로 양성하기 위해 미국, 중국, 독일, 러시아,
싱가포르, 영국, 이스라엘, 호주 등 21개의 해외 영재교육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국제교류 및 학술연구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은 학생들의 글로벌 리더십을 함양하고 국제적 안목을 넓힘과 동시에 KSA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세계 유수의 영재교육기관과 상호 방문을 통해 인적교류가
이루어지며, 문화 교류와 교육과정 체험을 통해 KSA의 국제적 위상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외국인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학ㆍ과학 교과의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과목은 영어강의를 병행하고,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영어강의 최소 이수
학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 교과는 모두 영어로 진행됩니다.

ECC (English Communication Center) 운영

| 영어능력 향상 및 차별화된
고급영어 학습기회 제공 등 글로벌 과학영재 육성을 위한 영어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장·단기 교환학생 프로그램 | 세계 유수의 영재교육기관과의 장기(한 학기)
및 단기(1~2주)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상호 교육과정 체험 및 문화 교류를 통해
학생들의 국제적인 리더십과 안목 향상에 기여합니다.

국제화
교육
Korea Science
Academy of KAIST

• 싱가포르 NUS High School과 장기 교환학생 프로그램 교류체결(2014.05.)
• 2016년 교류 현황 :
- 장기 교환학생 : 파견 1개국 2명, 초청 1개국 2명

해외협약 과학영재교육기관 | 11개국 21개 기관과의 협약 체결
국가
미국

러시아

기관명
Northside College Preparatory High School
Illinois Mathematics and Science Academy
Roanoke Valley Governor’s School

협약일
2002. 09. 27
2003. 12. 01
2007. 04. 11

2002. 09. 27
Kolmogorov Math and Physics High School
2003. 12. 04
239 Physical-Mathematical School in St. Petersburg
Specialized Scientific Study Center of Novosibirsk State University 2003. 12. 08
Moscow South-Eastern Lyceum and Grammar School
2006. 08. 24
Lyceum Physical Technical High School Saint-Petersburg
2007. 07. 11
Mahidol Wittayanusorn School
Kamnoetvidya Science Academy

2002. 09. 27
2015. 10. 14

이스라엘 Israel Arts and Science Academy

2003. 11. 17

태국

호주

Australian Science and Mathematics School

National Junior College
싱가포르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High School of Mathematics
and Science
일본

Ritsumeikan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2006. 08. 24

중국

High School Affiliated to Fudan University
홍콩 G. T. (Ellen Yeung) College
The Experimental School of BeiHang University

2006. 11. 22
2009. 02. 16
2016. 10. 24

영국

Camborne Science and International Academy

2010. 07. 06

말레이시아 Alam Shah Science School
독일

MINT-EC

영국
Camborne Science and
International Academy

8
8

8
7

태국

2010. 11. 11
2011. 06. 28

외국인반 운영 | 2010학년도부터 특별전형으로 선발된 세계 각국의 우수 학생

인문계열 교과 중 한국어 및 사회 선택과목은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합니다.

일본
Ritsumeikan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7
8
싱가포르
NUS High School of
Mathematics and Science

10
10

교사교류 프로그램 | 세계 유수의 영재교육기관과의 학기 단위의 교사 교류를
통해 교수방법 및 교육과정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문화 이해 및 교사 간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 2016학년도 교류 현황
구분

기관

기관명

분야

파견

2016-1
2016-2

NUS High School of Math & Science
Mahidol Wittayanusorn School
Mahidol Wittayanusorn School
Kamnoetvidya Science Academy
NUS High School of Math & Science

화학
정보과학
화학
물리
수학

들을 위한 외국인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열 교과 선택과목과 인문계열 교과
중 영어 및 예체능 과목은 국내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며, 모든 필수과목과

초청기관

10
9

Mahidol Wittayanusorn
School

2005. 06. 27
2005. 09. 23
2009. 02. 17

파견기관

홍콩
G. T. (Ellen Yeung) College

초청

2016-1
2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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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활동

Leadership
Activities

Korea Science Academy of KAIST

리더십 활동

도전과 노력이 이끄는 섬김의 리더십
KSA는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참된 인재로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과
대인관계의 리더십을 함양하여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그려 볼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의
장을 열어 주고 있습니다.

단체활동

봉사활동

멘토링

KSA의 단체활동은 삶의 기본원칙과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 을 강화하고

KSA 선후배 간 혹은 동기 간 특정 과목을

습관을 발견하고 체득하는 과정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삶의 보람을 체득하여

가르치고 배움으로써 서로의 재능을

자율적이고 협동적인 단체활동을 통해

더불 어 사 는 공 동체 의식을 갖춘

공유합니다. 멘토링은 과학 분야뿐 아니라

인생의 목표를 스스로 정하고 목표를

인성을 가르침으로써 21세기의 바람직한

예체능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성화

이루기 위한 자기관리 능력을 키웁니다.

글로벌 인재로서의 자질을 함양합니다.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인관계 및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복지시설·공공기관·농어촌 일손 돕기

글로벌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활동, 고아원·양로원 위문활동, 학생과

능력을 배양합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과·운동·문화

▶ 3년간 130시간 이상 실시
•	1인 1클럽 가입 (총 17개 클럽, 37개
연구회 및 24개 멘토링 팀 운영)
•	다양한 활동 영역별 프로그램 운영
: 리더십 활동 (글로벌 리더십, 삼성

등의 지도활동, 공공질서·환경보전
등의 캠페인 활동 등 다양하고 폭넓은

▶ 봄 축제 SAF
(Science Academic Festival)

봉사활동으로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와

과학에 대한 지식과 연구를 바탕으로

체험적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 과학 콘테스트, 퀴즈대회, 천체

▶ 3년간 130시간 이상 실시

인턴십 프로그램, 초청강연, 세미나

• 해외 봉사활동 (몽골, 네팔, 베트남 등)

등), 심신단련(태권도, 지리산 종주,

• 국내 봉사활동 (농촌 봉사활동,

국궁팀, 조정팀 등)

학생축제

백양산 및 지리산 환경정화 등)
• 재능기부 활동 (멘토링 프로그램,
드림캠프, 재능기부 콘서트 등)

관측, 과학사진 콘테스트 등을 통해
과학영재들의 창의력과 탐구능력을
신장시키며, 건전하고 유익한 축제
문화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 가을 축제 SAC
(Science Adventure Celebration)
다양한 취미 및 문화 활동을 중심
으로 한 클럽별 공연과 전시가 열리며,
체육대회, 인문학술발표대회, 초청
강연, 일반인과 함께 하는 오픈랩,
과학체험교실 운영 등을 통해 지역
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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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색프로그램

Unique
Programs
특색프로그램

열정으로 키우는 미래 과학의 꿈
KS A의 다양 한 특 색프 로 그램은 학생 들의
자신감과 흥미를 유발하고 열정적인 학교 생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주최하는
과학축전, KSA 초청특강 등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문의 폭을 넓히고,
교육활동 외에도 스포츠 활동을 통해 심신과
체력을 단련하며 열정적이고 멋진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과학영재대회 (ISSF 2017)

KSA 과학영재교육 포럼

과학체험교실

영재교육 전문가 강연을 통해 과학영

수학·정보과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재교육에 대한 이해 및 정보를 제공

지구과학의 총 5개 분야의 다양한 실험

하며 영재교육 전문가, 전국의 과학

장치를 갖춘 과학 체험의 장입니다.

영재학교, 과학고, 과학중점학교, 과학

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열린

영재교육원 등 과학영재교육에 관심

과학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있는 교사 및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과학 체험 장치의 개발 및 전시를 통해

• 전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과학영재

서로 간의 영재교육, 과학교육 관련

과학 대중화에 기여합니다.

교 육기 관 의 학 생 들 이 참 가 하 여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통해 과학영재

창의적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지식

교육의 발전을 이끌어 나갑니다.

과 정보를 공유하며 상호 교류하는

Korea Science Academy of KAIST

축제의 장입니다.
• ‘과학과 미래사회(Open the Future
with Us)’라는 주제로 2017년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4박 5일 동안
전 세계 6대륙 22개국 40여 개 기관
에서 학생 200여 명, 교장 및 인솔

KSA 초청특강

KSA vs KMLA 스포츠 문화교류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학생

민족사관고등학교와 함께하는 정기

들에게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롤모델을

체육 교류전을 통해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제시하고, 미래에 대한 꿈과 열정, 도전

기상을 키우는 것은 물론, 국내 최초

정신을 고취합니다.

고등학교 간 스포츠 교류 및 협력의

교사 90여 명의 규모로 진행됩니다.
•프
 로그램은 연구프로젝트, 주제 탐구
활동, 과학경연, 초청특강, 국제과학
영재포럼, 문화교류, KAIST 및 대덕
연구단지 방문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장을 만듭니다.

구성되어 미래 사회를 이끌 과학영재
들이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영감을 얻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학생성장센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체력관리와 다양
하고 내실 있는 스포츠 활동을 통해

조정팀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 증진 및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자연 속에서 수상스포츠 경기를 통해
스포츠 정신과 열정 및 팀워크를 배양
합니다.

국궁팀

졸업생 DB 구축

조상의 얼과 슬기가 담긴 전통 무예인

KSAin 네트워크 구축으로 졸업생 및

국궁 수련을 통해 우리 조상의 예와

재학생이 교류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도를 익히고, 건강 및 정신 수양뿐 아니라

마련하고, KSA 출신 학생간의 진로

글로벌 리더로서 인품과 자질을 함양

멘토링 및 상호교류 활성화를 위한 DB를

합니다.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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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공헌

Community
Service

Korea Science Academy of KAIST

지역사회 공헌

세상 곳곳에 지혜와 나눔의 시너지
KSA는 학생들의 재능을 기반으로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재능기부 동아리 및 캠프 운영을 통해
과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과학의 원리와
재미를 알려주고 체험할 수 있는 과학체험의 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의 실험실을 개방하고 다양한
분야의 과학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사회와 함께 발전하며 과학의 대중화에 기여합니다.

재능기부 동아리활동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사랑 나눔

다양한 재능기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센터 등으로 “찾아가는 공연”을

지역사회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을 대상

통한 문화 재능기부 및 “잔반 없는 날”

으로 다양한 봉사활동과 교류활동을 펼쳐

운영을 통해 무료 급식소 반찬 기부,

나갑니다.

그리고 부산지역 환경정화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산지역 학생들을

드림캠프
부산지역의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 학생
들을 초청하여 과학 실험 및 체험활동
등으로 구성된 재능기부 캠프를 운영함
으로써 학생들이 과학자에 대한 흥미와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합니다.

대상으로 개인별 이공계 진로 상담과
학습 컨설팅을 통해 이공계 진로탐색의
기회와 효율적인 학습방법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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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및 발전기금

Scholarships¯

Development Fund¯

장학제도

장학금 운영

발전기금 확충

KSA는 다양한 장학제도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국가의 미래 과학기술 경쟁력을 주도하고 인류
사회에 공헌할 창의적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발전기금 약 11억 원 달성

•KSA 미래인재 장학금 | 성적 및 연구역량이 뛰어난 2, 3학년 1명씩 선발 지급

발전기금

(단위: 억 원)

11

10.8

10.5

•장학 후원회 장학금 | 성적 및 연구역량이 뛰어난 학생 선발 지급
•특별 장학금 |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외국인 학생에게 지급

10.0

10

•2016학년도 재학생 장학금 수혜 현황
장학금 구분

금액 (원)

150,000,000

한성 손재한 장학회
장학후원회 장학금(7개 기관)

106,000,000

㈜성우하이텍, 세운철강㈜, ㈜DR AXION, BN 그룹
㈜동화엔텍, BNK부산은행, NH농협은행 부산영업본부

소향장학금

6,000,000

과학영재장학생(4개 기관)

4,800,000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화학연구원, KAIST

3,600,000

삼성꿈 장학금

10,000,000

KRX 국민행복재단 장학금

6,000,000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꿈나무 장학금

9.40

9

2014년

2015년

•소액이체 활성화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
- 2014년 14학번 학부모 48명 약정
- 2015년 자동이체(CMS) 도입 후 기탁자 편의를 위한 프로세스 업데이트
- 2016년 재학생 학부모 소액 기부 3,500만 원 이상 확대
•안정적 기금 운영 및 기업 스폰 행사 유치

약 4억 9천만 원

계

•졸업생 장학금 수혜 현황
장학금 구분

2016년(명)

2015년(명)

2014년(명)

국내

25

19

18

국외

1

3

·

관정 이종환 장학금(국외)

1

1

·

국가 드림 장학금 (국외)

1

·

·

계

28

23

18

2016년

•교직원 발전기금으로 시작 (1억 6천만 원 약정)

약 203,600,000

특별 장학금 (학비 감면)

대통령 과학장학금

9.5

향후 기금 운영 방향
•발전기금 50억 원 조성 목표(2020년까지)
•동 창회 활성화 및 학부모 참여 확대를 통하여
기금 참여 유도
•대기업 유치 활동 및 KAIST 발전재단 연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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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및 졸업

Admission¯

Graduation¯

입학

졸업

입학

졸업

KSA의 입학담당관 중심 과학영재 전형 및 외국인 특별전형에서는 영재성과 창의성, 문제해결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특기자전형을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국내·외 유수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학생–학부모학교 연계를 통한 개인별 학업 및 맞춤형 전문 진로지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
정보 제공, 상담, 대학 입시설명회 유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진학 조력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원자격
•입학담당관 중심 과학영재 전형 | 중학교 재학생, 졸업생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고 수학 또는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학교장·지도교사·담임 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서 인정하는 영재교육 관련 기관의 장·지도교사·담임의 추천을 받은 자 (120명 내외 선발)

● KAIST ● 서울대 ● 포스텍, 연고대, 해외 진학 등

국내 진학

(단위: 명)

•외국인 특별전형 | 중학교 재학생, 졸업생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고 수학 또는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영어의사소통 능력을 가진 외국 국적 소유자(한국 이중
국적 소유자 제외 / 15명 내외 선발)

88

2016

150

2단계
전형

•수학 학력 평가
및 영어 인터뷰

•창의적 문제해결력 평가

2단계
전형

-	학생기록물평가, 창의적 문제해결력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200명 내외 선발(우선 선발 20명 이내 포함)

•학생기록물 평가

1단계
전형

<입학담당관 중심 과학영재 전형>

-	제출된 학생기록물에 의한
영재성 평가
- 1,000명 내외로 선발

졸업생

134

31

34

※ 최근 4년간 진학자 566명 중 이공계열 565명(99.82%) 진학 / 2017학년도 해외 진학 현황 : 2017년 9월 이후 확정

•영재성 다면 평가

3단계
전형

2017

81

졸업생

전형절차

-	글로벌 과학자로서의 자질 및
잠재성을 평가
-	정원내 : 120명 내외로 선발
-	정원외 :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12조
②항 해당자는 정원의 7% 이내로 선발
※ 우선선발 20명 이내 포함

19

31

1단계
전형

<외국인 특별전형>

•	학생기록물
평가

해외 진학
•미국 IVY League 대학 진학기회 확대 : 미국 AP시험 실시 및 SAT 지원
•영국 대학교 입학시험 실시
•해외 학술교류를 통한 우수대학 진학 추진
•해외 유학 졸업생 네트워크 형성 및 멘토링
• 최근 12년간 국외 대학 진학 현황 - 총 99명 진학(2005년 ~ 2016년)
국가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대학명

Harvard Univ.
Princeton Univ.
Stanford Univ. 등

Cambridge Univ.
Oxford Univ.
Imperial College London

Univ. of Toronto

Tokyo Univ.
Kyoto Univ.
Osaka Univ. 등

학생 수

76명

15명

2명

6명

46 + 47

미래를 선도하는 KSA! Leading the Future
학교 현황

School Overview

KSA의 미래 과학도들이 밤낮을 잊은 채 배움과 탐구에 몰두하는 열정의 캠퍼스는 두뇌
강국의 미래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천문대를 비롯 NMR, XRD 등 각종 최첨단 실험

학교 현황

기기를 갖춘 창조관, 아이디어 상상실, IoT 실험실, 기초융합 실험실, 종합 공작실 등이

대학캠퍼스를 연상시키는 넓은 대지와 최첨단 과학시설

갖추어져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제품 제작과 지적재산 창출이 가능한 드림디자인센터,
오케스트라실, 도예실, 사진영상실, 체육관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학생들의
여가활동과 창의적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예지관 등 KSA의 캠퍼스는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활동을 위해 최적의 연구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학생 현황
학년
학생 수

KAIST 총장

(2017. 3. 기준 / 단위 : 명)

1학년
남
105

2학년

여

계

남

28

133

97

12

학급 수

3학년

여

계

남

32

129

93

12

계

여

계

남

여

계

33

126

295

93

388

12

36

※ 외국인 학생 39명 포함 ※ RAA 7개 학급(1, 2, 3 학년 혼합) 별도 운영

KAIST
영재교육위원회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장
선정심사위원회
학교자문위원회

•교원 현황

(2017. 3. 기준 / 단위 : 명)

구분

교장

교감

인원

1

1

KSA 전임
내국인

외국인

교육청
파견

기간제
교원

계

47

8

6

3

66

※ 박사학위 소지자 : 수학·과학 전임교원의 100%

•직원 현황

교감

(2017. 3. 기준 / 단위 : 명)

행정·사무
구분
인원

수
리
정
보
과
학
부

물
리
지
구
과
학
부

화
학
생
물
학
부

인
문
예
술
학
부

교
무
지
원
부

기
획
·
연
구
부

학
생
지
원
부

행
정
지
원
부

사무
27

입학
담당관

3

기술·기능

정보

사감

상담

사서

보건

조교

시설 및
기계

급식

2

4

1

1

1

6

7

11

•시설 현황

계
63

(단위 : ㎡)

대지면적 합계 (59,180)
학교용지 (58,883)

부속대지

교사대지

운동장

도로

54,213

4,670

297

건물 연면적 합계 (36,636)
본관

탐구관 형설관 창조관

DDC

예지관 백양관 기숙사

6,484

4,805

985

4,304

4,172

5,460

1,284

8,859

기타
부속건물
283

KSA! Leading the Future

KSA! 세계 최고 과학영재교육기관의 허브

세계
1등

예산·발전기금 확충
세계 과학영재교육 발전 기여
우수교원 확충 및 학생복지 증진
국제화 역량 강화(ISSF 2017)
교육·연구 역량 강화(KAIST 연계)

국내
선도

세계 1등 추구
자랑스러운 우리 학생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를 갖춘 국제 사회의 리더
•학문적 열정과 탁월한 연구역량을 갖춘 세계 최고의 과학인재
•봉사와 소통을 통해 인류 사회에 공헌할 글로벌 인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