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사업구분
■임기 내
□임기 후

□신 규
■계 속

예산확보율 1,812%

세부사업명
시범운영학교 운영

추진상황
완 료

추진율
178.2%

타학교 연계 교육과정 운영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완 료 132.2%

1. 목 적

  ❍ 고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전반의 변화를 촉발하여 고교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기제로서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마련

  ❍ 학생별 선택에 따른 개별화된 교육과정의 운영 및 학습‧생활지도 관리가 원활히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운영 체제 혁신

2. 주요내용

  ❍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강화

   -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위한 진로맞춤형 고교체제 전환을 위해 2022년 도입 추진을 

위한 우수 모델 발굴

   -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을 바탕으로 학생의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할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 고교학점제 도입 준비를 위한 지원

   - 학사제도, 인적 ․ 물적 인프라 소요 파악 및 지원 방안 마련

   - 고교학점제 지원단 운영으로 고교학점제 학교 지원 및 현장의 애로 해소 방안 모색

   - 고교학점제 현장지원단을 활용한 교원 ․ 학부모 역량강화 연수 및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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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적
목표

시범운영학교 운영 7교 7교 13교 20교 13교 33교 13교 46교

타학교 연계 교육과정 운영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38교 38교 38교 76교 38교 114교 38교 152교

 공약사업 성과지표 및 추진율  

성과목표 지표 측정방법
(평가산식)

2021년 12월까지
성과 Ü연간목표대비 달성도 Ü최종목표대비 추진율 추진

상황
21년 성과 누적성과 세부사업별 달성율 세부사업별 추진율

시범운영학교 운영 운영학교 수 41교 82교 315.4%
232.7%

178.2%
155.2%

완 료

타학교 연계 교육과정 운영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참여학교 수 57교 201교 150.0% 132.2% 완 료



 공약사업 예산 투자계획 대비 확보율                                 〔단위: 천원〕

4. 추진실적 및 성과

❍ 고교학점제 도입 준비를 위한 시범 운영학교 지정·운영

   - 21년 지정 운영 현황

구분 학교수 일반고 직업계고

연구학교 4 서강고(2019), 운남고, 풍암고(이상 2021) 광주자동화설비공고

선도학교 32

광주고, 광주제일고, 상일여고, 첨단고, 광주인성
고(이상 2019), 문정여고, 상무고, 광주숭일고, 
살레시오여고, 조대부고(이상 2020), 빛고을고
(2021전환), 장덕고, 전남여고, 광주경신여고, 광
주동성고, 광주동신여고, 대성여고, 숭덕고, 정광
고, 조대여고(이상 2021)

광주SW마이스터고, 광주공고, 
송원여상, 전남공고, 광주전자공
고, 광주여상, 전남여상, 동일미
래과학고, 금파공고, 숭의과학기
술고, 서진여고, 광주자연과학고

교과특성화학교
(구. 

교과중점학교)
5

송원고(SW융합), 조대부고(SW융합), 동아여고
(국제정치), 광주숭일고(국제정치경제), 비아고
(창의융합)

-

   -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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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국고,특교) 540,000 755,000 715,000 575,000 2,585,000
자치단체(시,구) 0 0

자   체 60,000 60,000 10,000 70,000 200,000
계 600,000 815,000 725,000 645,000 2,785,000

예산
확보
금액
(B)

국가(국고,특교) 540,000 755,000 3,466,930 3,154,800 7,916,730
자치단체(시,구) 0 0 0 0 0

자   체 60,000 3,214,000 3,438,000 35,834,273 42,546,273
계 600,000 3,969,000 6,904,930 38,989,073 50,463,003

확보비율(B/A) 100.0% 487.0% 952.4% 6,044.8% 1,812%

투자
금액
(C)

국가(국고,특교) 540,000 755,000 3,309,177 3,094,800 7,698,977
자치단체(시,구) 0 0 0 0 0

자   체 60,000 3,214,000 3,438,000 34,932,025 41,644,025
계 600,000 3,969,000 6,747,177 38,026,825 49,343,002

집행비율(C/B) 100.0% 100.0% 97.7% 97.5% 97.8%

구분 운영 지원(연수 및 컨설팅 등)

2019
-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컨설팅 및 수업 나눔(10회)
-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성과 발표 및 공유, 워크숍(4회) 
- 2020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운영을 위한 컨설팅 (2회)

2020

-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교직원 연수 및 컨설팅(16회) 
-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 안내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도움자료』 보급 및 

설명회 (2회)
-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연합 온라인 컨설팅 프로그램(일로On) 기획·운영
-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성과 보고회 및 워크숍 참석 (3회)
-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성과 공유(고교학점제의 이해 연수) 및 수업 나눔 보고회 (3회) 
-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자율협의체 운영 (2팀)



❍ 고교학점제 도입 준비를 위한 인프라 구축

구분 운영 지원(연수 및 컨설팅 등)

- 교과특성화학교 업무 담당자 컨설팅, 방문 컨설팅 운영 (교당 2회)
- 교과특성화학교 교육활동 우수 사례 공유 및 사업 홍보 강화
- 2020학년도 마이스터고 학점제 전면 도입 지원 (나이스 기능 개선 및 교육과정 개정 안내)
-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온라인 컨설팅 실시 (1회)
-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성과보고회 (1회)
-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 학교장 및 교사 대상 온라인 연수 실시 (1회)
-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 교육과정 컨설팅 (4회)
- 2021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2교, 선도학교 19교 신규 지정 

2021
상반기

-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교직원 연수 및 컨설팅(16회)
- 고교학점제 중앙 컨설팅단 및 제도 개선 연구회 구성·운영으로 연구·선도학교 지원(5회)
- 2021 진로·학업 계획서 『빛고을 꿈대로 진로대로』 제작·보급
-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사례집』,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안내서』등 보급
-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자율협의체 운영 (3팀)
-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관리자 및 핵심교원 직무연수(10시간): 12명 이수
-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수업 공개 및 학교별 운영 결과 보고회(6회)
- 2022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신규 지정 신청학교(27교) 대상 연수(1회)
-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합동 성과보고회(1회) 
- 교과특성화학교 신규 지정(1교) 및 업무 담당자 연수(2회), 업무 담당자 협의회(1회)
-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학교 1교, 선도학교 12교 등 13교 지정
- 직업계고 학점제 공간 조성 사업 설명회(2회) 및 학교 컨설팅 실시(1회)
- 직업계고 학점제 지원단 협의회(3회)
- 직업계고 학점제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양성 연수 외 1과정 19명
- 직업계고 교원 다 교과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직무연수 4개교
- 직업계고 교원 연수 진행 현장실습 및 취업 지도 역량 강화 연수 외 7과정 56명
- 산업안전보건 역량강화 (관리자 과정) 8개교 교감 연수
- 한국폴리텍대학 하계 특성화고 교원 현장직무연수 6명, 한국기술교육대 하계 현장기술 연수 19명
- 직업계고 학점제 신규 선도학교 컨설팅(9교)
- 직업계고 학점제 설명회 실시(1회)
- 직업계고 학점제 홍보 리플릿 제작 및 배포(중학교 및 직업계고 전체)
- 2021년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성과보고회 실시(1회)
- 2021년 직업계고 학점제 교원역량강화 교원 및 학교장 연수 실시(2회)

구분 연도 추진 실적

역량강화

및
도입기반

조성

2019년
- 수강신청 시스템 구축 및 사용자 연수 
- 학사제도 및 교원자격, 학교문화와 관련한 정책 포럼(5회)
- 시·도교육청 협의체 및 컨설팅 (2회)

2020년

- 고교학점제 지원센터(KICE, KEDI)를 통한 포럼·발표회 (3회)
- 고교학점제 대비 단위 학교 내 기반 조성 사업* 지원 (51교)
-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학교 관리자 연수(원격) (2회)
- 대학원 협력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양성 연수 (8명, 135시간) 
-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진로·학업 설계 지도 전문가(CDA) 과정 

직무연수(1학점) 운영: 44명 이수
-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와 협업을 통해 직업계고 학점제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지원 (4교)
- 직업계고 학점제 학교 밖 학점 인정 가이드라인 및 지침 마련 ‧ 안내

2021년 - 일반고 고교학점제 도입역량 강화 사업* 운영 (51교)



구분 연도 추진 실적

  * 단위 학교 교육과정 이수 지도팀 운영, 교원 역량 강화 및 학생 진로선택 프로그램, 
     학업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등 학교별 필수, 선택 과제 운영
- 일반고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을 위한 담당자, 학교 관리자 연수(3회)
- 2021년 학교관리자 고교학점제 이해과정 직무연수(10시간): 1기 85명, 2기 45명 이

수
- 고교학점제 수강신청 프로그램의 기능 검토 및 개선을 위한 협의 지속 추진(고교학점

제 지원센터(KICE)와 연계)
- 고교학점제 대비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직무연수 운영
  • (이수 체계) [기초 15시간(광주교육연수원 원격연수)]  ⇒ [기본 15시간]  ⇒ [심

화 15시간]  

 

과정명 기수 시간 방법 운영 기간 이수인원

[기본] 교육과정 이수 지도 
기본과정

1기 15 집+온 ’21. 1. 25.(월)～ 1. 26.(화) 79
2기 15 집+온 ’21. 1. 26.(화)～ 1. 27.(수) 38
3기 12 온 ’21. 2. 16.(화)～ 2. 17.(수) 50
4기 13 온 ’21. 7. 3.(토) / 7. 10.(토) 58

[심화] 교육과정·진로·학업 
설계 지도 전문가(CDA) 과정

1기 13 온 ’21. 2. 16.(화)～ 2. 17.(수) 53

- 대학원 협력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양성과정 직무연수 135시간 운영: 27명 이수
  • (운영 방법)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및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수원 

위탁

 

과정명 기수 시간 방법 운영 기간
이수인원

서울대 교원대 계

대학원 협력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양성과정 

직무연수

1기 135 온 ’21. 7. 16.(금)～ 7. 27.(토)
‘21. 8.. 2(월) ~ 8. 13.(금) 3 8 11

2기 135 온
’21. 12. 3.(금)～ 12. 4.(토) / 

’21. 12. 17.(금)～ 12. 18.(토) / 
‘22. 1. 3(월) ~ 1. 14.(금)

3 6 9

3기 135 온 ’21. 12. 17.(금)～ 12. 18.(토)
‘22. 1. 17.(월) ~ 1. 28.(금) · 7 7

- 직업계고 학점제 수강신청시스템 연구선도학교 담당교사 연수 실시(1회)
- 2021년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전문가 양성 연수 지원(4회)
- 2021년 직업계고 학점제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양성 연수 지원(3회)
- 직업계고 학점제 신규 컨설턴트 양성 연수 지원(1회)
- 2021년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 ‘학점제의 날’ 운영 지원(1회)
- 광주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모형 개발(안동대)

학점제형

공간조성

지원

2019년
- 고교학점제 학교 환경 조성 5교
- 컨설팅 및 성과 점검(8회), 시범학교 컨설팅(5회)
- 2020 고교학점제 학교 환경 조성 사업 예정교 운영 컨설팅(1회)

2020년

- 고교학점제 학교 환경 조성(교과교실제) 3교 지원
- ‘2019 고교학점제 학교 환경 조성’ 5교 운영 컨설팅 및 성과 점검 (7회)
- 『고교학점제 학교 환경 조성 운영 안내서』 보급 및 설명회 (2회)
- 사용자 참여 설계 및 학점제형 공간 조성을 위한 찾아가는 컨설팅 및 설명회 (12회) 
- 2021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교과교실제) 지원교 4교 지정 및 컨설팅 (1회)
- 2021 학점제형 공간 재구조화(공간혁신) 프로젝트 운영 2교 지정

2021년

- 고교학점제 학교 환경 조성(교과교실제) 21교 지원
- 학점제형 공간 재구조화 프로젝트(영역 단위) 2교 지원
-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및 학점제형 공간 재구조화 프로젝트 도입교 연수(5회)
  도입교 대상 계획단계 및 실행단계 컨설팅 실시(21교)



❍ 고교학점제 지원단 운영

    - (2019년) 고교학점제 현장지원단 조직 및 운영, 학교 컨설팅 및 각종 연수 설명회 실시, 

학생의 진로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 밖 학습 자원의 발굴 

    - 2020년 주요 추진 실적

‧ 진로 학업 설계서 『빛고을 꿈대로 진로대로』제작·보급 (3월)

‧ 진로·적성을 고려한 과목 선택 및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선택 과목 안내 자료 『나의 

미래 나의 진로(미로) 카드』제작·보급 (4~5월)

‧ 2015개정 교육과정 선택 과목 안내 영상자료『어서 와, 선택과목을 알려줄게』총 16편 

제작·보급 (7~8월)

‧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컨설팅단 워크숍 및 현장 컨설팅 지원 (5회)

‧ 교원의 진로·학업 설계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대상별(진로전담 및 진로활동 담당, 1학

년 부장 및 담임 교사) 연수(2회)

‧ 중3 학생⋅학부모를 위한 일반고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안내 영상자료 

제작·보급(11월)

‧ 고교학점제 수강신청 시스템 사용자 연수 및 시간표 작성의 실제 연수(4회)

‧ 직업계고 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단 및 컨설팅단 구성․운영(학기별 2회, 총 4회)

    - 2021년 주요 추진 실적

‧ 2021 진로 학업 계획서 『빛고을 꿈대로 진로대로』 제작·보급 (3월)

‧ 고교학점제 홍보 영상(고교학점제 정책 이해, 과목 선택 안내 등 2편) 제작·보급

구분 연도 추진 실적

- 2021년 직업계고 학점제 공간 조성 사업 10교 지원 및 학교컨설팅(3회)
-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을 위한 실험실습실 구축비 지원(13교)
- 직업계고 학점제 실무교과 운영 지원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 지원(13교)

공동교육

과정

인프라구축

2019년 -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스튜디오 2개 (빛고을고, 전남고) 구축 

2020년
- 온라인 스튜디오, 온‧오프라인 수강실 구축(18교) 
- 공동교육과정 인프라 구축 담당자 연수‧컨설팅(3회)
-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서강고) 및 회원학교 수강실 구축(6교)

2021년

- 온라인 스튜디오, 온‧오프라인 수강실 구축(12교)
- 공동교육과정 인프라 구축 담당자 연수‧컨설팅(2회)
-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 운영(서강고) 및 신규 지정(운남고), 회원교 수강실 구축(2

교) 
- 직업계고 학점제 학교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오프라인 4과정, 온라인 5과정)
- 직업계고 학점제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 지원(광주자동화설비공고, 광주SW마이

스터고)
- 직업계고 학점제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시설 구축비 지원(13교)



‧ 중학교 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일반고 교육과정) 설명회(2회) 추진 및 실시간 영상자료 게시

‧ 고교학점제 수강신청 시스템 활용 현장 맞춤형 연수(2회)

❍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 곤란 등으로 단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소인수‧심화과목 
등을 여러 고등학교가 공동으로 개설하여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정규 교육과정임

  거점학교에서 개설한 과목을 ➊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직접 거점학교에 모여 수강하는 ‘학교 간 협력교육과정’과 
➋실시간 쌍방향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2가지 유형 있음

❍ 직업계고 학점제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공동실습소 개편 및 관련 조례 전부 

개정(광주광역시조례 제5527호, 2020.9.25. 전부개정)

  ❍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사업 운영 (교육부 공모사업)

    - 대학, 지자체 연계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부 선도지구 공모사업 선정 운영

구분 학교 간 협력교육과정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2019
‧ (1,2학기) 59개교 114과목 1,766명 수강
‧ 매뉴얼 개발 및 운영자 연수 (4회)

-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시범 운영 (5개교, 5과목) 
-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설명회 및 연수, 연구
  동아리 운영(3팀) 및 수업나눔 (4회)    

2020

‧ (1학기) 33과목 운영, 46교 434명 수강
‧ (2학기) 41과목 운영, 50교 638명 수강
‧ 타 학교 연계 교육과정 편성·운영 매뉴얼 개

발·보급(2회) 및 담당자 연수(2회)

- (1학기) 13과목 운영, 44교 171명 수강
- (2학기) 20과목 운영, 45교 290명 수강
-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설명회 및 연수(4회)
- 전국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우수 사례집 인쇄·보급

2021

‧ (1학기) 53과목 운영, 53교 714명 수강
‧ (2학기) 41과목 운영, 51교 613명 수강
‧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편성‧운영 매뉴얼  개

발·보급(1회), 우수 사례집 인쇄·보급(1회)
‧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설명회(1회), 업무 담

당자 및 수업 교사 연수(2회)

- (1학기) 29과목 운영, 46교 406명 수강
- (2학기) 26과목 운영, 35교 357명 수강  
  (※ 정규수업 시간 내: 12과목 173명 포함)
-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수업교사 연수(2회)

연도 세부과제 과제별 추진 사업

2020년

협의체제 
구축 및 

운영

• 빛고을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업무협약(교육청-전남대-북구청) 체결
  - 일시 및 장소: 2020. 5. 7.(목) 14:30, 시교육청 교육감실(2층)
• 교육청-지자체가 공동 참여하는 지역 내 ‘교육협력센터’ 운영(2기관, 연수 3회) 
• 교육청-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고교학점제 정책연구’ 추진(20. 8. ~ 12.)
  - 내용: 학생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따른 대입전형 설계 

학교교육
역량 강화

• 학생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한 공동교육 생태계 구축
  - 학교 간 협력교육과정(18과목, 10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7과목, 4교) 강좌 지원
• 공동교육과정 운영 모형 개발을 위한 교감단 권역별 협의회 운영(3회)
• 교원의 고교학점제 도입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동아리 운영(7팀)  
• 전문가 초청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 학업 설계 교육 인력풀 제공

공동교육과
정

인프라 확대

• ‘고교학점제 온라인 지원센터’구축
  - 고교학점제 및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관련 다양한 정보 제공
  -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수강신청 시스템 기능 개선 



연도 세부과제 과제별 추진 사업

• 일반고 인프라 구축교(18교) 중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사업비로 16교 예산 지원

지역 대학 
연계 교사 
직무연수

• 전남대 교육연수원 위탁 『고등학교 선택과목 지도역량 강화 교사 직무연수』운영

 

구 분 1기 2기
연수 기간 2020. 8. 3.(월) ~ 8. 7.(금) 2021. 1. 18.(월) ~ 1. 22.(금)
연수 인원 중·고등학교 교사 79명 중·고등학교 교사 167명

개설 과목 교육학, 심리학, 철학, 경제 수학
교육학(심화), 심리학(기초, 심화),

수학과제 탐구, 영미 문학 읽기, 과학사
운영 방법 ZOOM 활용 온라인 연수 ZOOM 활용 온라인 연수

2021년

다기관 
교육협력

• 빛고을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업무협약(교육청-조선대) 체결(21. 4. 21.(수))
•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교감단 권역별 협의회 운영(6권역, 3회)
  - 교육과정 편성표 작성을 위한 과목 가수요조사 등 학교별 현황 공유
• 지역사회 관계자 대상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정책 안내(2회)
•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연계 공교육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참석(21. 5. 13.(화))
• 교육청-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고교학점제 정책연구’ 추진(21. 8. ~ 12.)
  - 내용: 학생 선택중심 교육과정 이수 입학생의 성과 분석

학교 간 
협력체제 

구축

• ‘고교학점제 온라인 지원센터’를 통한 정보 제공 및 공동교육과정 수강 신청
• 대학 교강사 지원을 통한 학생 진로설계 프로그램 ‘꿈닮꿈담’운영
  - 전남대(47명, 111강좌), 조선대(70명, 100강좌) 학과별 전공별 교강사 인력풀 구축·예산 

지원
  - 학교별 특색 있는 학생 진로설계 특강 프로그램 운영(중30교, 고26교)
• 중3 학생 및 교원 대상 ‘중학교로 찾아가는 고교학점제 설명회’ 운영
  - (1차) 21. 6. 14.(월) ~ 8. 27.(금) / (2차) 21. 10. 1.(금) ~ 11. 30.(화)
  - 운영교(횟수): (1차) 희망교 28교(32회) / (2차) 희망교 29교(37회) 
• 중3 학생 대상 고교학점제 워크북 제작・보급: 관내 중학교 92교
• 공동교육과정 인프라 구축 지원(3교)
• 학생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한 공동교육 생태계 구축: 학교 간 협력교육과정(24과목, 16교)

단위학교
역량 강화

• 교원의 고교학점제 도입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동아리 공모 운영(10팀)  
• 중학교 교원 대상 고교학점제 이해 연수(21. 5. 15.(토)), 16명 이수
•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을 위한 중학교 교감단 연수(21. 6. 2.(수))
• 중학교 교장 대상 고교학점제 설명회 운영(21. 9. 13.(월)/ 9. 15.(수))
• 전남대 교육연수원 위탁 『21 고교 선택과목 지도 교원 역량 강화 직무연수』

구 분 1기 2기
연수 기간 2021. 7. 26.(월) ~ 7. 30.(금) 2022. 1. 17.(월) ~ 1. 21.(금)
연수 인원 중·고등학교 교사 148명 중·고등학교 교사 35명

개설 과목
심리학, 환경, 인공지능 수학, 영미 문학 읽기, 

국제경제, 과학과제 연구
인공지능 수학, 실용 경제

운영 방법 ZOOM 활용 온라인 연수 ZOOM 활용 온라인 연수

• 한국교원대 원격교육연수원 위탁 『고등학교 선택과목 지도의 실제 직무연수』
 - 연수 기간: 21. 9. 1.(수) ~ 9. 30.(목)
 - 연수 인원: 중·고등학교 교사 490명
 - 개설 과목: 교육학, 심리학, 과학사, 환경, 경제 수학, 수학 과제 탐구, 사회 문제 탐구 

고교학점제 
박람회

• 2021 광주 고교학점제 박람회(7.17.~18.) 운영을 위한 TFT 구성 및 협의회(6회)
• 광주 고교학점제 박람회 및 고교학점제 안내 리플릿 제작 배포(6월, 159교) 
• 고교학점제 소개 및 선택중심 교육과정 안내를 위한 콘텐츠 제작(영상 6편 및 홍보물)
• 광주 고교학점제 박람회 홈페이지 운영(고교학점제 정책 안내 및 과목 소개)
• 과목 선택 1:1 상담 운영, 고교학점제 토크쇼 및 특강 운영 



5. 우수 사례

❍ (2019) 학생 맞춤형 학습 관리 지원을 위한 진로·학업 설계서 제작·보급 

❍ (2020) 과목 선택 및 교육과정 설계 상담 지원을 위한 안내 자료 제작·보급    
   - 2015 개정교육과정 선택과목(46과목) 안내 영상자료 『어서 와, 선택과목을 알려줄게』 16편 제작·보급 

❍ (2020) 실시간·쌍방향 진로 맞춤형 온라인 컨설팅(일로On) 실시 (20. 8. 10. ~ 8. 14.)

❍ (2021) 중학교 대상 고교학점제 이해도 제고 사업 확대

   - 중학교로 찾아가는 고교학점제 설명회 운영: 1, 2학기 69회 운영

   - 중학교 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 설명회 운영(4회)

   - 중학교 학교 관리자(교장, 교감) 대상 고교학점제 설명회 운영: 각 1회

   - 중3학생 대상 고교학점제 워크북 ‘함께 알아가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제작・배포(92교)

   - 중학교 대상 직업계고 학점제 홍보 리플릿 제작 및 배포(92교)

❍ (2020, 2021) 학생 선택권 보장을 위한 학교 교육활동 지원 다변화

   - 공동교육과정 운영 인프라 구축(12교) 및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강좌 대폭 확대

      (19년) 5개 강좌 → (20년) 33개 강좌 → (21년) 55개 강좌 

   - 에듀테크 활용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부 공모 사업 선정 운영

     ‧ 에듀테크 선도학교 2교 운영: 온・오프 혼합형 교육활동 모델 준비(20년 빛고을고, 21년 정광고)

     ‧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를 통한 정규 수업 시간 내 공동교육과정 운영      

   - 대학/지자체 협력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21년) 조선대 협력 10과목, 서영대 협력 6과목,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협력 2과목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는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소인수 과목, 학생의 진로 희망과 적성을 
고려한 심화 과목을 회원 학교와 협력해 정규수업 시간 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과목을 개설·운영하는 거점학교 

 - (20년 지정) 거점센터 서강고, 회원교(6교), (21년 지정) 거점센터 운남고, 회원교(1교) 
 - (참여 현황) 1학기 5과목 78명 참여, 2학기 7과목 95명 참여

 ❍ (2020)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지원 다각화

   - 공동실습소 이용 대상 확대로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인프라 강화

   - 교원 및 전문직 대상 원격* 직무연수 및 현장 맞춤형** 직무연수 추진을 통한 직업계고 

학점제 이해도 제고 및 직업계고 교원의 다 교과 지도역량 강화 

   -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역사회(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학교 밖 교육*의 학점 인정 지침｣ 마련 및 안내

   

* 「직업계고 ‘학교 밖 교육’ 이란?」 학생의 특성․진로와 연계한 내용으로서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학교 내 운영
이 어렵다고 판단한 과목*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사회 학습장이나 기업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 활동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공동실습소 과정 등 제외)

 ❍ (2021) 신산업 분야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동실습소 공동교육과정 운영

   - 공동실습소 관련 조례 개정, 시설 및 환경 구축 등 신산업 분야 교육 기반 마련으로 직업



계고 대상 공동교육과정 운영

   -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동실습소에서 직업계고를 대상으로 학점제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과(강좌) 개설 및 운영

     * (공동교육과정 과목 개설) IT활용 자동화 가공 실무, 인공지능 IOT 플랫폼 기초 등 2개 고시외 실무과목

  

6. 교육공동체 참여 실적                                 〔단위: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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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0년 65 18 6 2 6 5

21년 40 18 1 3 9

<21년 참여 실적>

항목 참여 실적

설명회
공청회
연수

•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 역량 강화 연수(5회)
•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교직원 연수(관리자, 핵심교원, 전 교직원 등)(3회)
• 2022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신규 지정 계획 설명회(1회)
• 2022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신규 지정 신청학교 대상 연수(1회)
• 2021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성과보고회(1회)
• 고교학점제 수강 신청 시스템 활용 연수(2회)
• 2021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계획 설명회(1회)
•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수업 교사 연수(2회)
•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업무 담당자 연수(2회)
•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 회원학교 모집 설명회(1회)
• 일반고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을 위한 담당자, 관리자 연수(3회)
• 교과특성화학교 운영 내실화를 위한 담당자 연수(3회)
• 중학교 대상 고교학점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원, 교감, 교장 연수(3회)
• 중학교 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 설명회(4회)
•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및 학점제형 공간 재구조화 프로젝트 도입교 연수(5회)
• 2021년 직업계고 학점제 설명회 실시(1회)
• 2021년 직업계고 학점제 교원역량강화 연수 실시(1회)
• 2021년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성과보고회 실시(1회)

언론
방송
보도

• 광주교육청,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21. 2. 18.) 광주일보 외
• 서강고,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회원학교 업무 협약(21. 2. 24.) 뉴시스 외 
• 시교육청,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양성 박차(21. 3. 3.) 전남매일 외
• 광주시교육청, ‘2021 빛고을 꿈대로 진로대로’ 제작 보급(21. 3. 8. - 3. 9.) 호남매일 외
• 광주시교육청, 고교학점제 대비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 본격 가동(21. 3. 15.) 전남매일 외 
• 광주시교육청, ‘광주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21. 3. 16.) 호남매일 외 
• 듣고 싶은 과목.. 골라서 듣는다(21. 3. 20.) 광주MBC TV 외 
• 광주시교육청, 조선대와 손잡고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21. 4. 19.) 뉴시스 외 
• 광주시교육청,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81과목 운영(21. 4. 26.) 전남일보 외 
• 광주교육청, 조선대와 ‘빛고을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업무협약 체결(21. 4. 23.) 광주타임즈 외
• 광주 고교학점제 관리자 이해도 높인다(21. 5. 20. - 5. 21.) 전남매일 외
• 중학교 3학년 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 설명회(21. 6. 21. - 6. 22.) 광주일보 외
• 광주교육청, ‘찾아가는 고교학점제 설명회’ 운영(21. 7. 6.) 광주매일신문 외
• 광주교육청, 고등학교 선택과목 지도교원 역량 강화 직무연수 운영(21. 7. 26.) 호남신문 외



7. 애로사항 및 해결노력

 ❍ 고교학점제 추진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이해도 부족 ⇒ 찾아가는 설명회, 2021 광주 

고교학점제 박람회 등을 통해 정책 이해도 제고 및 공감대 확산 추진

 ❍ 단위학교 간 학사일정 및 시간표 조정의 어려움, 학년제 과목 편성 등으로 인해 정

규수업 시간 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참여학교 확대의 어려움

    ⇒ 지속적인 교육과정 컨설팅을 통한 인식 제고 필요성

 ❍ 교육부의 일반고 고교학점제 부분 도입 방안 발표 지연으로 학교 현장의 어려움 지속

    ⇒ 학교 관리자 및 교육과정 담당자 등을 통해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 방안 지속 모색 

 ❍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육과정 한계를 개선하고 학생 학습 선택권,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 밖 교육의 가이드라인 및 지침에 따른 보완책 마련 필요

    ⇒ 직업계고 학교 밖 학점제 운영을 위해 대학,  산업체 인프라 구축 및 산학협력 방안 마련 

 ❍ 직업계고 학점제의 안정적 도입과 안착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필요 (학과별 계열, 유형에 적합한 다양한 학점제 모델 적용 및 운영)

    ⇒ 직업계고 맞춤형 학점제 운영 모델 구현을 위한 다양한 운영 사례 발굴

 ❍ 직업계고 학점제 학생 선택권 보장을 위한 학과 간, 학교 간, 학교 밖 교육과정 운영

지원 필요 ⇒ 융․복합적 인재 양성을 위한 부전공 이수 활성화

 ❍ 2022학년도 직업계고 학점제 전면 실행을 위한 교육부의 관련 지침 및 고시의 부재

로 학교현장에서 교육과정 편성시 혼선 초래 ⇒ 교육부 관련 지침 및 고시 발표 이

전에 학교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적극적 안내 필요

 ❍ 지역 대학과의 학점제 교육과정 운영 협업을 통한 선이수제 모델 확립 필요 ⇒ 지역 

대학과의 지속적인 협의회를 통한 고교-대학 연계 및 대학 학점 선이수제 활성화

 ❍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한 산학겸임교사 활용 지침 유연화 필요 ⇒ 산학

겸임교사를 활용하는 타 시도 교육청 운영 지침을 벤치마킹하여 적용

항목 참여 실적

• 광주시교육청,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사례집’ 발간(21. 9. 29.) 뉴스에듀 외
• 시교육청, ‘2학기 중학교로 찾아가는 고교학점제 설명회’ 운영(21. 10. 8.) 호남매일 외
• 운남고,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위한 거점센터 개소(21. 10. 28.) 호남교육신문 외
• 광주시교육청, 예비 고등학교 1학년 고교학점제 대비 워크북 제작 보급(21. 11. 26.) 호남일보 외

유관기관
협력실적

• 조선대학교 협력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10과목 운영
• 서영대학교 협력 정규수업 시간 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6과목 운영
•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협력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2과목 운영
•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 협력 진로 프로그램(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운영
• 한국전기공사협회와 학교 밖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광주자동화설비공고)
• 지역 대학과 연계를 위한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지역협업위원회 참여(8회)
•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과 학교 밖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광주자동화설비공고)
• 지역대학 연계 학교밖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전남여상-서영대학교)
• 한국전기공사협회 협력 학교 밖 공동교육과정 운영(가공배전전공)



8. 향후 추진계획

 ❍ 고교학점제 이해도 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 확대

    - 일반고 고교학점제 도입 역량 강화 사업 운영 지원

    - 중학교 대상 정책 이해도 자료 제작 ‧ 배부 및 찾아가는 설명회 확대 운영

 ❍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비한 교원 역량 강화 직무연수 운영

 ❍ 학생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한 학교 간 협력 및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2교)를 통한 정규수업 시간 내 공동교육과정 운영 확대

    - 교과특성화학교를 거점으로 하는 특성화 분야 관련 공동교육과정 운영

    - 지역 대학, 기관 등과의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 과목 선택 지원 확대 

 ❍ 학교의 상황 및 여건을 고려한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확대 지정·운영

    - 22년 일반고 50교, 대안교육 특성화고 1교를 연구·선도학교로 지정·운영

    - 23년 일반고 51교, 대안교육 특성화고 1교, 예·체고를 연구·선도학교로 지정 추진

 ❍ 22년 특성화고 직업계고 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학교별 학점제 역량강화 연수 지원

 ❍ 직업계고 학점제 학교 밖 공동교육과정 활성화 사업 발굴 및 추진

    - 지역 대학과의 지속적인 협의회 운영을 통한 대학 학점 선이수제 정착

    - 한국전기공사협회,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등 유관기관과의 MOU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 공동실습소를 활용한 직업계고 학점제 학교 밖 공동교육과정 활성화 추진

    - 공동실습소를 학교 밖 공동교육과정 거점센터로의 전환을 통한 학생 수요 맞춤 교육과정 운영

    - 공동실습소 겸임교사를 파견교사로 변경하여 책임 있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직업계고 및 일반고 학생들의 수요에 맞춘 매력 있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 학과 재구조화를 통한 직업계고 학점제 학과(교)간 공동교육과정 활성화

    - 신입생 미달 학과를 중심으로 학생 선호에 따른 학과 개편 추진

    - 남학생 중심의 공업계열 학교 다변화를 통해 여학생 유입 유도 정책 실현

    - 학과 간, 학교 간 학사일정 조정 등 협력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9. 담당부서 자체평가 의견

 ❍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사업 및 연구·선도학교 지정·운영 조기 확대 추진으로 

안정적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준비 기간 확보 

 ❍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공동체의 인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설명회·연수·컨설팅 운영

 ❍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지역 대학 및 청소년 수련기관과의 협력 강화

 ❍ 학교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직업계고 학점제 교육과정 운영 모형 개발 필요

 ❍ 학교 여건 및 학생 특성을 기반으로 학교 내 교육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 간 또는 학교 밖 교육의 활성화

주관 중등교육과 고교학점제담당 이규연(380-4601) 담당자 정향미(380-4603)

협조 직업교육담당 김정현(380-4351) 담당자 문경호(380-43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