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입시경쟁교육 혁신

사업구분
■임기 내
□임기 후

■신 규
□계 속

예산확보율 146.3%

과제명

광주 대입정책포럼 운영

추진상황

완 료

추진율

275%

빛고을 대입제도 연구회 완 료 116.6%

빛고을 대입지원관 운영 완 료 100%

학교생활기록부 실무
지원단 구성 및 운영 완 료 100%

1. 목적

  ❍ 공교육 정상화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입시제도 개선 요구와 장기적 대입 정책 연구 

  ❍ 학교생활기록부의 부당 입력, 허위사실 기재, 금지 내용 입력 등에 대한 사전 예방 

및 발생 시 빠른 대처로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성 제고

2. 주요내용

  ❍ 광주 대입정책 포럼 및 광주 대입제도 연구회 운영

  ❍ 빛고을 대입지원관 운영 및 학교생활기록부 실무지원단 운영

3. 연차별 목표 및 달성율

 공약사업 연도별 목표율

세부사업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8년
목표

누적
목표

19년
목표

누적
목표

20년
목표

누적
목표

21년
목표

누적
목표

광주 대입정책포럼 운영 1회 1회 1회 2회 1회 3회 1회 4회
빛고을 대입제도 연구회 3회 3회 3회 6회 3회 9회 3회 12회
빛고을 대입지원관 운영 1회 1회 1회 2회 1회 3회 1회 4회

학교생활기록부 실무
지원단 구성 및 운영 10회 10회 10회 20회 10회 30회 10회 40회

 공약사업 성과지표 및 추진율 

성과지표 지표 측정방법
(평가산식)

2021년 12월까지 성과 Ü연간목표대비 달성도 Ü최종목표대비 추진율 추진
상황21년 성과 누적성과 세부사업별 공약달성율 세부사업별 공약추진율

광주 대입정책포럼 운영 운영횟수 3회 11회 300%

158.2%

275%

147.9%

완 료
빛고을 대입제도 연구회 운영횟수 4회 14회 133% 116.6% 완 료
빛고을 대입지원관 운영 운영횟수 2회 4회 100% 100% 완 료

학교생활기록부
실무지원단 운영 운영횟수 10회 40회 100% 100% 완 료

 공약사업 예산 투자계획 대비 확보율                             〔단위: 천원〕



4. 추진실적 및 성과

  ❍ 사업추진 실적

구 분 광주대입정책 포럼 빛고을 대입제도 연구회 빛고을 대입지원관 
운영

학교생활기록부 
실무지원단

2018년 3회 6분야, 130명(포럼:3회) · 10회

2019년 2회 6분야, 121명(포럼:3회) 1회 10회

2020년 3회 6분야, 139명(포럼:4회) 1회 10회

2021년 3회 6분야, 131명(포럼:4회) 2회 10회

  ※ 빛고을 대입제도 연구회: 광주진로진학지원단 내 연구회 조직으로 대입정책과 관련하여 고교-대학 연계 활동

  ❍ [대입정책분야] 대입지원 컨설팅‘빛고을 플랫폼’운영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대 상
총 35교

(전반기:11교, 후반기:24교)

총 29교
-(전반기)학교방문형 14교
-(후반기)주제강좌형 15교, 24강
좌

총 59교
-(전반기)학교방문형 22교
-(후반기)주제강좌형 37교 7강좌 
13회

구 성
(인력풀 18명) 서울 교육전문가,
대학입학사정관, 교과전문가 등

(인력풀 37명) 대학입학사정관, 교
육과정전문가, 진로진학지원단 등

-(인력풀45명) 대학입학사정관, 교
육과정전문가, 진로진학지원단 등

-기관 2개(대교협,전문대교협)

방 법

- 학교별 1박2일간 교육과정, 
수업, 평가, 학생부기록, 진로
진학지도에 대한 전반적 로드
맵과 대입정책에 대한 폭넓은 
토론의 장 마련

- (전반기) 학교 직접 방문 1일간 교육과정, 수업, 평가, 학생부기록, 
진로진학지동 대한 전반적 로드맵과 대입정책에 대한 폭넓은 연수와 
토론의 장 마련

- (후반기) 수요자 맞춤형 주제 선택형 강좌를 통해 대입지원컨설팅, 
학생부 평가 및 기재역량 제고, 진로진학프로그램 설계, 선택형 교육
과정 과목선택 지도 등

만족도 92.6% 만족 93.0% 만족 92.3%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투자
계획
금액
(A)

국가(국고,특교)
자치단체(시,구)

자  체 33,076 258,000 263,000 268,000 822,076
계 33,076 258,000 263,000 268,000 822,076

예산
확보
금액
(B)

국가(국고,특교) 31,185 31,185
자치단체(시,구)

자  체 41,076 357,020 391,175 382,125 1,171,396
계 72,261 357,020 391,175 382,125 1,202,581

확보비율(B/A) 218.5% 138.4% 148.7% 142.6% 146.3%

투자
금액
(C)

국가(국고,특교)
자치단체(시,구)

자  체 344,142 391,175 382,125 1,117,442
계 344,142 391,175 382,125 1,117,442

집행비율(C/B) 96.4% 100% 100% 92.9%



“빛고을 플랫폼”
대입 진학지도 및 학교별 학생 맞춤형 진학지도로, 학교의 학생별 진학지도 로드맵 작성, 학생･학부모 대상 대입 전공탐
색교육 및 상담, 진로진학상담프로그램 활용, 교사 대입진학지도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컨설팅 활동.
전반기엔 학교방문형으로 교육과정-수업-평가-학생부-진학 컨설팅을 후반기엔 주제강좌형으로 수업-평가-기록 개선
을 중점으로 진행

  ❍‘빛고을 대입지원관’운영  

   • 2019학년도‘빛고을 대입지원관’운영  

    - (2019.7.29.) 대입지원관 임용, 학교별맞춤형진학지도컨설팅, 대입설명회및박람회 추진,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지원 및 입시 상담, 대입전형 제도분석 및 자료 개발

   • 2020~2021학년도‘빛고을 대입지원관’운영  

    - 학교별맞춤형진학지도컨설팅, 대입설명회및입학사정관 좌담회 추진, 학생 맞춤형 진로진

학상담, 대입전형 제도분석 및 자료 개발, 온라인 대입지원자료 개발 등

“빛고을 대입지원관”

광주시교육청 소속 임기제 경력관으로서 교사･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맞춤형 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상시 진학상담을 진
행하며 학교 현장 대입 컨설팅을 지원하는 대입 전문가 제도

5. 우수 사례

  ❍ 광주 대입정책 포럼: 고교-대학(광주전남권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등) 연계 대학입

학사정관 초청 좌담회(설명회), 국회의원(교육위)-지역대학 연계 지역인재선발 확대 방

안 토론회 운영

  ❍ 빛고을 대입제도 연구회: 광주진로진학지원단 내 대입제도 연구팀 운영

    - 일반고 1･2학년 부장 중심 선택형 교육과정과 교과 선택 컨설팅 지원 및 진학지도 

역량강화 연수(설명회) 운영, 수시/정시 3개년 로드맵 개발, 학생 맞춤형 대입제도 연구 

자료집(6권) 보급 등

  ❍ 빛고을 대입지원관 운영

    - 일반고 진로진학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교 현장 지원 

    - 빛고을 플랫폼(대학입학사정관과 함께하는 고교 대입지원 컨설팅) 운영

    -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 및 내실화 지원

    -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진학지도 역량제고 연수 및 상시, 수시/정시 진학상담 등 

  ❍ 학교생활기록부 실무지원단 운영

    - 초･중･고 학교급별 학교생활기록부 실무지원단 구성 및 현장 점검

    - 학교생활기록부 현장점검 및 후속조치 완료 

      (2019년) 전체 중91교, 고67교,  (2020년) 중92교, 고68교,  (2021년) 고68교, 중92교

  ❍ 온라인 진로진학상담 실시간 서비스“빛고을 꿈트리”밴드 운영 [전국최초]

    - (2019년) 상담 4,552건, 회원가입 11,033명, 상담전문교사 인력풀 18명

    - (2020년) 상담 4,129건, 자료제공 446건, 회원 14,173명, 상담전문교사 인력풀 25명

    - (2021년) 상담 4,685건, 자료제공 594건, 회원 15,836명, 상담전문교사 인력풀 25명

  ❍ 시의성 있는 대입지원 자료집 “빛고을 대로” 개발･보급



    - (2020년)  광주진학 빛고을대로 시리즈 7종 보급, (2021년 )  6종 보급

  ❍ 코로나19 대응 수시/정시 대비 온라인 영상 개발･보급

    - (220년) 영상 20종 개발･보급, (2021년) 영상 22종 개발･보급

6. 교육공동체 참여 실적                                  〔단위: 횟수〕
연도 설명회,공청회,연수 언론,방송 보도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유관기관협력실적 기타

18~20년 36 25 3

21년 20 10 2

<21년 참여 실적>

 *설명회, 공청회, 연수

  ❍ 광주･전남권(전문)대학입학실무자초청 좌담회조선대외 15개대학(3.24.), 보건대외4개대학(3.31.)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계 고3 진학부장 대입전형 설명회(21.3.29./ 7.18.)

  ❍ 고1,2학년부장 대입 진학지도 설명회: 광주진학부장협의회 연계(4.1.), 대학입학사정관 초청(6.21.)

  ❍ 2023 대입전형 지역인재선발 관련 면담: 전남대,조선대,전북대,원광대(21.4.7./ 4.21.)

  ❍ 광주･전남 지역인재선발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전남일보 등 16곳, 2021.4.12.)

  ❍ 학교생활기록부 실무지원단 집중 연수(21.4.20./ 4.22./ 5.6.)

  ❍ 대학입학사정관 초청 대입지원 좌담회

     전남대등 3개대학(5.27.), 광주･전남권 7개대학(6.30.), 가톨릭대등 8개대학(7.8.), 전문대교협, 

광주･전남 전문대학(7.14.), 고려대 등 3개대학(7.17.), 과학기술원 등 4개대학(7.18.)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연계 대입전형 설명회(21.7.18.)

 *언론, 방송보도 

  ❍ 광주교육청, 2022학년도 대입제도 변화 대비 맞춤형 대책 수립(뉴스1 등 26곳, 21.3.8.)

  ❍ 광주교육청,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분석 결과(무등일보 등 12곳, 21.4.19.)

  ❍ 광주교육청, 6월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 발표(연합뉴스 등 17곳, 21.6.7.)

  ❍ 광주교육청, 6월 모의평가 실채점 결과 발표(광남일보 등 14곳, 21.7.5.)

  ❍ 광주교육청, 2022학년도 수능 가채점 결과 결과 발표(연합뉴스 등 19곳, 21.11.23.)

 *만족도 조사

  ❍ 2022학년도 수시모집 대비 집중상담: 학생･학부모 (87.0%)

  ❍ 고교 맞춤형 대입지원 컨설팅 빛고을 플랫폼:학생･교사 (92.3%)

7. 애로사항 및 해결노력

  ❍ 코로나 대응 대면/비대면 병행 진학프로그램 운영, 대입정보제공 온라인 영상 지속 제작･제공

  ❍ 코로나로 20년 광주진로진학박람회 취소 → 21년 진로진학박람회는 대면/비대면 병행 운영

     - 일시/장소: 2021. 7. 17.~18. 09:30~18:00 / 김대중컨벤션센터(시설 전체 사용) 

     - 129개 대학, 170개 부스 운영

     - 안전을 위한 철저한 방역대책 수립, 단계별 방역관리계획 마련, 모든 프로그램 온라인 

사전신청, 대면/비대면 병행, 실시간 방송 송출로 학생 온라인 참여 기회 제공

  ❍ 학교생활기록부 컨설팅 강화를 위한 실무지원단 인력풀 확대로 학교급별 현장 지원



8. 향후 추진계획

  ❍ 2023학년도 대입 대비 광주진로진학박람회 확대 운영

  ❍ 2023학년도 수시/정시 대비 집중상담 주간 운영

  ❍ 2022학년도 빛고을 플랫폼 학생 맞춤형 대입지원 컨설팅(거점형 설명회 및 주제강좌형) 

  ❍ 학교생활기록부 실무지원단 학교 현장지원 확대 운영

9. 담당부서 자체평가 의견

  ❍ 대입제도 변화에 따른 맞춤형 진학자료 개발 및 진학지원 컨설팅 확대

  ❍ 중･고 연계 체계적인 진학교육 지원 및 진학지도 교육력 제고

  ❍ 2025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현행 대입제도 개선 방안 연구

  ❍ 2015 개정교육과정과 2022 개정교육과정 개편 방향에 따른 대입제도 개선 방안 연구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2019)에 따른 서울권 16개 대학의 정시(수능) 40% 확대로

‘교육과정/고교학점제-대입제도’상치 문제 해결 방안 연구

  ❍ 대입 전형 간소화: 수능, 학교생활기록부, 대학별고사(면접)로 전형 요소 축소

  ❍ 2028 수능 체제 개편 방안 연구: 서･논술형 도입, 절대평가 전환, 자격고사화 논의, 응시과

목 축소, 교내시험과 연계성 강화 등 연구

주관 중등교육과 진학담당 박철영(380-4570)
담당자 정훈탁(380-4571)
담당자 조정아(380-4572)
담당자 이혜림(380-44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