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   고교-대학/지자체 연계 체험프로그램 확대 운영

사업구분
■임기 내
□임기 후

□신 규
■계 속

예산확보율 100%

세부사업명
꿈꾸는 공작소 운영

추진상황
완 료

추진율
100%

드림러너 운영 완 료 110%

1. 목적

  ❍ 학생의 자기주도성 신장과 진로・적성 맞춤형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한 일반고 진로

진학교육 혁신 실현

  ❍ 고교-대학/지자체 연계 협력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 보장 

및 고교 교육 정상화 도모

  ❍ 지역사회 공공기관과 연계를 통한 학생들의 진로 탐색 및 설계 능력 제고

2. 주요내용

  ❍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꿈꾸는 공작소] 확대 운영: 고등학교1~2학년

      ※ 꿈꾸는 공작소: 학생들이 대학에 찾아가 대학 교수에게 직접 강의를 듣는 융복합형 강좌로서 고교-대학 연계 맞
춤형 진학설계 프로그램

    - 운영: [1기(상반기)/ 2기(하반기)] 4주 16차시, 1일 100분 (50분씩 2차시, 주2회) 

           각 기당 10개 대학 이상 40개 프로그램 운영

    - 이수기준: 별도의 평가 없이 70% 이상 출석하면 이수 처리

    - 기록: 학교생활기록부‘창의적 체험활동’[진로활동]에 기록 가능

    - 비용: 교육청 지원(대학과 업무협약을 통해 1개 프로그램 기준 3,000천원 지원)

    - 예산: 연간 240,000천원(=3,000천원×40개 프로그램×2회)

  ❍ 고교-지자체(공공기관) 연계 프로그램 [드림러너] 확대 운영: 고등학교1~2학년

      ※ 드림러너(DREAM RUNNER):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연계한 일반고 진로진학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맞춤형 체험프로그램

    - 운영: 기관의 특성에 따라 연간 운영, 4~8차시, (연간 10개 기관, 15개 프로그램)

    - 이수기준: 기관별 프로그램 출석 현황으로 이수 처리

    - 기록: 학교생활기록부‘창의적 체험활동’[진로활동]에 기록 가능

    - 비용: 교육청 별도 지원 없음(지자체 및 공공기관 자체 예산) 

3. 연차별 목표 및 달성율

 공약사업 연도별 목표율

세부사업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8년목표 누적목표 19년목표 누적목표 20년목표 누적목표 21년목표 최종목표
꿈꾸는 공작소 운영 65개 65개(21%) 80개 145개(48%) 0개 145개(64%) 80개 225개(100%)

드림러너 운영 13개 13개(22%) 15개 28개(48%) 5개 33개(69%) 15개 48개(100%)



 공약사업 성과지표 및 추진율 

성과지표 지표 측정방법
(평가산식)

2021년 12월까지
성과 Ü연간목표대비 달성도 Ü최종목표대비 추진율 추진

상황
21년 성과 누적성과 세부사업별 공약달성율 세부사업별 공약추진율

꿈꾸는 공작소 운영 프로그램 운영 횟수 80개 225개 100%
116%

100%
105%

완료

드림러너 운영 프로그램 운영 횟수 20개 53개 133% 110% 완료

 공약사업 예산 투자계획 대비 확보율                                  (단위:천원)

4. 추진실적 및 성과

 

구 분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꿈꾸는 공작소]

고교-지자체(공공기관) 연계 프로그램
[드림러너]

2018년
10대학 65프로그램 운영
고등학생 1,699명 참가
(만족도 99%)

13기관 15프로그램 운영
고등학생 1,827명 참가
(만족도 95%)

2019년
10대학 80프로그램 운영
고등학생 1,938명 참가
(만족도 96%)

14기관 16프로그램 운영
고등학생 1,837명 참가
만족도는 기관 자체 조사로 변경

2020년
코로나19로 미운영
대체프로그램‘수시모집 대비 집중상담 확대 
운영’

코로나19로 상반기 미운영
하반기 5기관 5프로그램 운영
고등학생 215명 참가

2021년
11대학 80프로그램 운영(2개 분반 포함)
고등학생 1,280명 참가
(만족도 97.9%)

13기관 20프로그램 운영
고등학생 450명 참가

5. 우수 사례

  ❍ [꿈꾸는 공작소] 운영 대학 및 참가학생 만족도 매우 높음.

    - 2019년 10대학 80프로그램 운영, <1,938명 참가, 만족도 96%, 평균 경쟁률 1.95:1>

    - 2021년 11대학 80프로그램 운영, <1,280명 참가, 만족도 97.9%, 평균 경쟁률 1.3:1>

  ❍ [드림러너] 운영 기관 및 참가학생 만족도 매우 높음.

    - 2019년 14기관 16프로그램 운영, <1,837명 참가>, 차시형 프로그램 선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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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국고,특교)
자치단체(시,구)

자  체 195,000 240,000 240,000 675,000
계 195,000 240,000 240,000 675,000

예산
확보
금액
(B)

국가(국고,특교)
자치단체(시,구)

자  체 195,000 240,000 240,000 675,000
계 195,000 240,000 240,000 675,000

확보비율(B/A) 100% 100% 100% 100%

투자
금액
(C)

국가(국고,특교)
자치단체(시,구)

자  체 195,000 240,000 234,000 669,000
계 195,000 240,000 234,000 669,000

집행비율(C/B) 100% 100% 97.5% 99.1%



    - 2021년 13기관 20프로그램 운영, <450명 참가>

  ❍ 학생들의 진로탐색(설계), 대입 진학 등 여러 언론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미운영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 운영

   • 수시모집 대비 집중상담 확대 운영

    - 상담 일정: 2020. 8. 3.(월) ~ 8. 29.(토) [21일간] (기존 6일에서 21일로 확대 운영)

    - 상담 대상: 고3 및 졸업생 등(학교 밖 청소년 포함) 417명

    - 방역 안전망 확보를 위한 별도 공간의 진학상담실 운영

  ❍ 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 사전 준비

 
6. 교육공동체 참여 실적                                  〔단위: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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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0년 8 3 18

21년 2 1 24

<21년 참여 실적>

  ❍ 광주교육청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꿈꾸는 공작소 운영(뉴시스 등 11곳, 21.9.19.)

  ❍ 광주교육청 KBS 광주방송 연계 프로그램 고교생 방송캠프 운영(KBS 등 3곳, 21.11.29.)

  ❍ (만족도 조사)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꿈꾸는 공작소: 학생･학부모 (97.9%)

  ❍ (2021년 협력 대학) 광주교대, 광주대, 광주여대, 광주보건대, 남부대, 동신대, 전남대, 

조선대, 초당대, 한국폴리텍대, 호남대

  ❍ (2021년 협력 기관) 광주광역시, 광주우치공원관리사무소, 광주환경공단, 광주도시

철도공사, 국립광주박물관, 국립광주과학관,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광주지방기상청, 

아시아문화원, 호남지방통계청, 한국예탁결제원, 광주보건환경연구원

7. 애로사항 및 해결노력

  ❍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시 다양한 강좌 개설로 진로진학 연계성 강화

  ❍ 고교-지자체(공공기관) 연계 프로그램은 학교 자체 계획에 따라 다양한 진로프로

그램으로 전환 필요(기관 방문형, 학교 방문형, 현장체험형, 동아리연계형 등)

8. 향후 추진계획

  ❍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꿈꾸는 공작소) 프로그램 하반기 확대 운영

  ❍ 고교-지자체(공공기관) 연계 프로그램(드림러너) 프로그램 연중 지속 운영

9. 담당부서 자체평가 의견

  ❍ 코로나19 상황 사전 대비로 고교-대학/지자체(공공기관) 연계 프로그램 정상 운영

주관 중등교육과 (진학팀) 담당 박철영(380-4570)
담당자 정훈탁(380-4571)
담당자 이혜림(380-44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