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   대안학교 설립 및 다양한 대안교육 위탁기관 확대

사업구분
■임기 내
□임기 후

□신 규
■계 속

예산확보율 100.9%

세부사업명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 전환

추진상황
완 료

추진율
100%

대안교육 민간 위탁기관 확대 완 료 100%

1. 목적

  ❍ 대안교육 수요자 학습권 보장 및 학교 위기 학생을 위한 공교육의 책무성 강화

  ❍ 획일적인 교육에서 학생의 소질, 적성, 특기를 살리는 다양한 교육 욕구 충족

2. 주요내용

  ❍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
    -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 전환 지정: 1교

  ❍ 다양한 대안교육 민간 위탁기관 확대: 2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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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 전환 20% 20% 40% 60% 20% 80% 20% 100%

대안교육 민간 위탁기관 확대 8기관 8기관 1기관 9기관 1기관 10기관 10기관

 공약사업 성과지표 및 추진율

성과목표 지표 측정방법
(평가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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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 전환 전환 추진율 20% 100% 100%
100%

100%
100%

완 료

대안교육 민간 위탁기관 확대 기관수 2기관 10기관 100% 100% 완 료

 공약사업 예산 투자계획 대비 확보율                                    (단위:천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투자
계획
금액
(A)

국가(국고,특교) 57,600 59,600 59,600 59,600 236,400
자치단체(시,구)

자  체 321,800 392,300 483,500 783,500 1,981,100
계 379,400 451,900 543,100 843,100 2,217,500

예산
확보
금액
(B)

국가(국고,특교) 57,600 59,600 98,000 106,000 321,200
자치단체(시,구)

자  체 321,800 395,560 455,710 743,760 1,916,830
계 379,400 455,160 553,710 849,760 2,238,030

확보비율(B/A) 100% 101% 102% 101% 100.9%



4. 추진실적 및 성과

  ❍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 전환 지정 추진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성과분석과 발전적 운영 방안」연구결과 발표 

       (광주교육정책연구소, 19.12.27.)

    -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 전환 지정 계획 수립(교육감 결재, 20.09.15.)

    -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 전환 지정을 위한 유관부서 협의회 개최: 2회(20.05.25, 10.13.) 

    -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 전환 지정을 위한 TF팀 구성(12명) 운영 계획 수립(20.12.02.)

      ‧ 학부모, 대안교육 전문가, 교직원 등 다양한 교육주체로 구성

    -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 전환 지정을 위한 TF팀 협의회 개최: 1회(20.12.11.)  

     -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 전환 지정을 위한 찾아가는 정책설명회(4회, 2021.3.~4.)

     -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 전환 지정 공모 계획 수립 및 신청 안내(2021.4.8.) 

     -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 전환 지정 공모 심사 계획 수립(2021.5.10.) 

     -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 전환 지정 공모 심사 실시(살레시오여중 선정, 2021.5.13.) 

     - 광주광역시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위원회 개최 및 통과(2021.6.24.) 

     - 교육부 특성화중학교 지정 동의 통보(2021.8.13.) 

  ❍ 대안교육 민간 위탁기관 확대 (신규 지정)

    - (19년) 1기관 지정, 광주YMCA 문화예술대안교육기관‘랄라’

    - (20년) 2기관 지정, 각화청소년문화의집(초3~6), 원당산청소년문화의집(고1) 

5. 우수 사례

  ❍ 교육청 주도의 하향식 전환 지정 방식이 아닌 학교 구성원 및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상향식 전환 지정

  ❍ 학생 발달 단계별 학교급(초3~6·고1)에 맞는 대안교육 민간 위탁기관 지정으로 

맞춤형 대안교육 수요 충족

6. 교육공동체 참여 실적                                  〔단위: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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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0년 1 4

21년 4 5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투자
금액
(C)

국가(국고,특교) 57,600 59,600 98,000 106,000 321,200
자치단체(시,구)

자  체 321,800 389,277 454,577 740,834 1,906,488
계 379,400 448,877 552,577 846,834 2,227,688

집행비율(C/B) 100% 98.6% 99.8% 99.7% 99.5%



<21년 참여 실적>

  ❍ [PBC방송, 8.23.(월)]‘특성화학교'지정 살레시오여중, 2022학년도 신입생 64명 모집

  ❍ [호남일보 등 4개 신문사, 8.25.(수)] 광주 살레시오여중,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 특성화중 지정·고시 

7. 애로사항 및 해결노력

  ❍ 특성화중학교 전환․지정 고시 후 교육공간 혁신 및 교구 구입을 위한 특성화 교육

과정 교육공간 혁신 및 교구 구입 예산 300,000천원 지원

  ❍ 2022년 신입생 모집 시 1, 2차 학군 내외 추첨에 따른 64명 정원 모집 완료로 

특성화 교육과정 정상화 지원  

8. 향후 추진계획

  ❍ 2022년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 전환 지정 원년으로 1학년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제고

9. 담당부서 자체평가 의견

  ❍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 전환이라는 학교 현장의 공감대 및 분위기 조성의 어려움 

속에서도 공모 신청 및 지정 운영위원회 통과까지 계획대로 공약 이행 완료함

  ❍ 대안교육 수요자 학습권 보장 및 학교 위기 학생을 위한 민간 위탁기관 2기관 확대로 

공교육의 책무성 제고

주관 민주시민교육과 생활·대안교육담당 안진홍(380-4366) 담당자 배  현(380-43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