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맞춤형 진로교육

사업구분
■임기 내
□임기 후

□신 규
■계 속

예산확보율 81.8%

세부사업명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원

추진상황

완 료

추진율

150%

진로체험지원센터 구축 완 료 100%

광주형자유학년제 운영 완 료 100.2%

1. 목적

  ❍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 기회 제공을 통한 학생 중심 진로교육 활성화

  ❍ 자치구별 진로체험센터 운영으로 학교급에 맞는 진로교육 종합 지원체제 기반 구축

  ❍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춤형 인재 육성

2. 주요내용

  ❍ 진로체험지원센터(지자체 운영 2개소) 및 진로체험센터(진로교육부 직영)

  ❍ 중학교 자유학년제 전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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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목표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원 2개 2개 2개 4개 2개 6개 2개 8개
진로체험지원센터 구축 100% 100% 100% 100% 100% 100%

광주형자유학년제 운영 91교 91교 91교 182교 91교 273교 91교 364교

 공약사업 성과지표 및 추진율 

성과지표 지표 측정방법
(평가산식)

2021년 12월까지
성과 Ü연간목표대비 달성도 Ü최종목표대비 추진율 추진

상황21년 성과 누적성과 세부사업별 달성율 세부사업별 추진율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원 지원 센터 수 3개 12개 150%

116.7%

150%

116.7%

완 료

진로체험지원센터 구축 구축 진행률 구축완료 100% 100% 완 료

자유학년제 컨설팅운영 컨설팅 학교수 91교 365교 100% 100.2% 완 료

 공약사업 예산 투자계획 대비 확보율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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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국고,특교) 3,325,000 3,320,000 3,375,000 3,375,000 13,395,000
자치단체(시,구) 366,000 165,000 200,000 200,000 931,000

자  체 745,460 1,015,056 1,071,056 1,171,056 4,002,628
계 4,436,460 4,500,056 4,646,056 4,746,056 18,328,628



4. 추진실적 및 성과

  ❍ 진로체험지원센터 구축 및 지자체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구분 진로체험지원센터 구축 지자체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2018년 2개소 구축(서구, 광산구) 3개 기관 (광산구, 북구, 동구)

2019년 4개소 구축(서구, 광산구, 민간위탁2) 3개 기관 (광산구, 북구, 동구)

2020년 3개소 구축(서구, 민간위탁2) 3개 기관 (광산구, 북구, 동구)

2021년 3개소 구축(서구, 민간위탁2) 3개 기관(광산구, 북구, 동구)
  

  ❍ 진로교육부 직영 진로체험지원센터 구축

    -2019년: 진로체험 프로그램(진로멘토링 및 진로캠프), 90교 지원

    -2020년: 지역사회 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역특화 및 창업관련), 25교 지원

    -2021년: 소외계층 학생 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30교 지원

  ❍ 학생, 학부모, 교원 맞춤형 진로교육 실시

사업명 내 꿈 찾기 
진로상담 운영

학부모 진로교육
아카데미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캠프

학교급별 맞춤형 
진로교육 자료 

개발·보급

진로교육 
역량강화 연수

2018년 180회
(매주 월,화,목)

8회
(3,993명 참여)

5교
(301명 참여)

학교급별 총 3종 제작 
보급(18.8.) 6회

2019년 96회
(매주 월,화,목)

6회
 (2,218명 참여)

10교 
(408명 참여)

학교급별 총 3종 제작 
보급(19.12.) 4회

2020년 126회
(매주 월,화,목)

-학부모 진로교육 
소식지‘드림레터’총
19종
-광주진로진학정보
센터‘진로교육자료
실’에 탑재 및 홍보

-진로정보망‘커리
어넷’에 탑재된 
학교 진로체험
(캠프) 자료 활
용 안내 

-온라인 진로교육 동영
상 자료‘생생꿈톡’11종 
제작

4회 

2021년 169회
(매주 월,화,목)

6회
(유튜브 생중계, 
4,300명 참여)

15교
(468명 참여)

-일반계고 진로상담자
료 1종 제작

*「진로연계 과목 선택
을 위한 학과 안내서」

12회
(진로전담교사 

10회, 
일반교사 2회)

 ❍ 중학교 광주형자유학년제 

    - 광주형자유학년제 운영 계획 수립 (20년) 92교, (21년) 91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예산
확보
금액
(B)

국가(국고,특교) 3,325,000    3,023,000 1,223,000 184,000 7,755,000
자치단체(시,구) 366,000  326,000 332,500 237,500 1,262,000

자  체 745,460  952,806 1,767,625 2,502,100 5,967,991
계 4,436,460   4,301,806 3,323,125 2,923,600 14,984,991

확보비율(B/A) 100% 95.6% 71.5% 61.6% 81.8%

투자
금액
(C)

국가(국고,특교) 3,120,500 3,023,000 1,168,000 184,000 7,495,500
자치단체(시,구) 339,000 213,000 332,500 237,500 1,122,000

자  체 668,709 922,677 1,811,405 2,495,111 5,897,902
계 4,128,209 4,158,677 3,311,905 2,916,611 14,515,402

집행비율(C/B) 93.1% 96.7% 99.7% 99.8% 96.9%



    - 광주형자유학년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기관 선정: 2기관

    - 광주형자유학년제 운영을 위한 교원역량 강화 연수: 6회

    - 광주형자유학년제 권역별 컨설팅: 동서부 16권역

    - 광주형자유학년제 우수사례 모음자료 제작 보급: 1종

    - 학부모, 지역사회 대상 자유학기제 홍보 및 예비 중학교 학부모 연수 실시 

5. 우수 사례

  ❍ 19.3.진로교육부 직영 진로체험지원센터 구축

    -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 20.2.지역 특화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MOU체결(아시아문화원, 광주삶디센터)

  ❍ 20.4.지역 창업체험센터 시범 운영 및 21.2.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위한 MOU체결

       (광주과기원 창업진흥센터, 비영리민간기관 BR스페이스)

  ❍ 21.4.소외계층 학생 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4차산업혁명 관련) 운영으로 30교 지원

  ❍ 21.9.남구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 개소를 위한 남구청과의 MOU체결(9/29)

  ❍ 21.9.창업가정신함양교육 거점학교(광덕고) 진로동아리‘제14회 전국창업발명경진대회’

국회의장상 수상 

  ❍ 21.11.전남대학교 교육문제 연구소와 연계한 메타버스 활용 진로교육 프로 역량강화 

연수(2회-11/25~26, 12/2~3) 및 중3 대상 진로탐색 프로그램(12/11) 운영 

  ❍ 21.12.광주청년센터 연계 수능 이후 고3 학생 대상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12/21)

  ❍ 광주형자유학년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지원

   - 광주형자유학년제 단위학교 운영을 위한 권역별 컨설팅 수시 운영

   - 자유학년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기관 2팀 선정·운영

   - 자유학년제 교사 연구회 운영: 2팀

   - 자유학기활동 교원 진로역량강화 연수 운영

   - 광주형자유학년제 운영 자료 제작․보급

     *자유학기활동 및 운영사례(자유학년제 어디까지 해봤니? /자유학기제, 나도 전문가)

   - 예비 중학생(초6년) 학부모 대상 자유학기 안내서 배부(20년) 및 유튜브 학부모연수(21년)

     * 자유학기 톺아보기(학부모용 안내서)

6. 교육공동체 참여 실적

〔단위: 횟수〕

연도 설명회,공청회,연수 언론,방송 보도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유관기관협력실적 기타

18~20년 13 6 1 15 12 1

21년 15 12 3 8 13

<21년 참여 실적>

  ❍ (설명회) 광주 진로교육 기본계획 비대면 설명회 개최(2.22.)



  ❍ (연수) 중·고등학교 진로전담교사 및 일반교사 대상 역량강화 연수 총 12회 실시(4/27, 5/11, 

6/22, 7/20, 7/27~29, 8/9~11, 9/14, 11/9, 11/16, 11/25~26, 11/30. 12/2~3)/ 자유학기활동 교원 역량 강화 

연수(6/22, 10/13)

  ❍ (언론보도)

      창업체험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1.14.)/ 소외계층 학생 대상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4.12.)/

      꿈틔움 진로교육 아카데미 유튜브 생중계 운영(4.14.)/ 중등 진로전담교사 역량강화 직무연수 실시(5.12.)/

      1학교 1법관 진로멘토링 체결식(6.3.)/남구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 개소를 위한 업무협약(9.29.)/창업체

험진로교육 거점학교 운영 동아리 전국창업발명경진대회 수상(10.1.)/ 중학교 진로전담교사 대상 고교

학점제 연수 실시(10.20.)/ 창업가정신 함양교육 지원단 협의회 실시(10.27.)/ 메타버스 활용 진로교육 

역량강화 연수 운영(11.26.)/ 메타버스를 활용한 중3 대상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12.13.)/ 수능 이후 

고3 대상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12.21.)   

  ❍ (설문조사) 초ㆍ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설문(표집학교 51교 대상)/ 2022년 광주진로

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중등 및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162명 대상) /자유

학년제 인식 조사

  ❍ (만족도 조사) 꿈틔움 진로교육 아카데미/ 내 꿈 찾기 진로상담실/ 학교로 찾아가는 진

로체험캠프/ 소외계층 학생 대상 진로교육 프로그램/ 진로체험지원센터 프로그램/ 창업

체험센터 운영 프로그램/ 지역특화 진로교육 프로그램/ 자치구 협력 진로체험 프로그램 

  ❍ (유관기관 협력)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자치구(광산구,서구,북구,동구, 남구), 공공기관(아시아문화원,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광주과학기

술원 창업진흥센터, 전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광주지방법원), 민간기관(BR스페이스,무등일보, 더즌클래스)

7. 애로사항 및 해결노력

  ❍ 진로체험지원센터 구축·지원을 위해 자치구와 지속적인 협의 끝에 남구청과 협력

하여 진로체험지원센터 개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 개소 확정임.

  ❍ 소외계층 학생 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 시범적 운영으로 신청학교가 활발하게 참여

하고 있으나 예산적 한계로 학교 수요 감당이 어려움. 2022년에는 확대 운영 예정임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도 있는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요구가 있어 

2022년에는 고등학생 대상 다회기 진로직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임. 

  ❍ 코로나19로 대면접촉 한계가 있어 자유학기 활동 운영의 어려움이 많았음. 학교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단위학교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8. 향후 추진계획

  ❍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운영 협의회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질적 관리를 위한 수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임



  ❍ 지역사회 연계 진로교육 운영을 위해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할 예정임

  ❍ 광주형 자유학년제 자유학기 진로 활동에 대한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 준비를 위한 과정으로 광주형 자유학기제로 전환  

9. 담당부서 자체평가 의견

  ❍ 학교와 지역사회 진로 체험처를 연결해주고 학생 맞춤형 수준별 프로그램을 컨설팅 

하는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학교 진로체험 활성화에 기여함

  ❍ 지역사회 협력 활동을 강화한 결과 2022년 남구청 협력‘남구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

개소를 확정함

  ❍ 광주형 자유학년제 추진 방향에 맞는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을 편성 운영하기 위해 

자유학년제 교사 연구회와 함께 다양한 진로 체험 활동을 모색하고 있음

  ❍ 자유학년제 운영의 주요 주체인 교사와 학생의 반응, 그리고 2023학년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 부분 도입이 되는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 볼 때 자유학년제 운영의 변화 필요성 인식

주관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정담당 조미경(380-4301) 담당자 강지애(380-4305)

협조 광주교육연구정보원 진로교육부장 박은아(380-4770) 담당자 이상희(380-47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