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6   직업교육 비중 확대
 (지역 맞춤형 학과 재구조화 및 대안 직업교육 확대)

사업구분
□임기 내
■임기 후

■신 규
□계 속

예산확보율 109.8%

세부사업명
학과 재구조화

추진상황
완 료

추진율
225%

대안 직업교육 확대 완 료 100%

1. 목적

  ❍ 4차 산업 분야와 연계된 직무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과 교육환경 구축을 통해 

4차 산업 현장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 및 취업률 제고

  ❍ 지역전략산업 및 4차 산업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연성 있는 직업교육과정 운영

  ❍ 일반고생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대안교육(인성함양 및 진로직업교육) 

2. 주요내용

  ❍ 4차 산업, 지역전략산업 분야와 연계한 학과 재구조화

  ❍ 일반고 1,2학년 학생 대상 대안교육(인성함양 및 진로직업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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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 재구조화 1개 1개 3개 4개 4개 8개

대안 직업교육 확대 30% 30% 60% 90% 10% 100%

 공약사업 성과목표 및 추진율 

성과목표 지표 측정방법
(평가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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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 재구조화 학과수 11개 18개 275%
187.5%

225%
162.5%

완 료

대안직업교육 확대 추진율 10% 100% 100% 100% 완 료

 공약사업 예산 투자계획 대비 확보율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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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국고,특교)
자치단체(시,구)

자  체 6,680 4,500,000 4,000,000 8,506,680
계 6,680 4,500,000 4,000,000 8,506,680



4. 추진실적 및 성과

  ❍ 2019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추진 현황 (실적)

    - 숭의과학기술고 학교 유형 전환 및 학과개편

      (유형전환) 종합고→ 공업계고 특성화고, (신설) 스마트드론전자과, 스마트설비과, 스마트기계과

    - 송원여자상업고 학생요구 및 취업수요를 반영한 학과개편 (스킨테라피과,메디컬복지과 신설)

  ❍ 직업계고 비중확대(유형전환 및 학과 재구조화) 선정학교 컨설팅 지원

    - 신설 및 재구조화 학과를 대상으로 NCS기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2019년 NCS 기반 교육과정 학교지원단 구성è 학교별 NCS 기반 교육과정 멘토 배정 및 

학교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2020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추진 현황 (2021학년도 신입생 입학)

    - 숭의과학기술고 조리제빵과 학과개편 : 스마트설비과(2학급)→ 조리제빵과(2학급)

    - 금파공업고 IoT전기과 학과개편(2학급)

    - 전남공업고 건축과 학과개편(2학급)

    - 서진여자고 생활체육과 학과개편 : 경영정보과(2학급)→ 생활체육과(2학급)

    - 마이스터고 교육과정 개편(AI 및 스마트팩토리)

      자동화설비공업고(자동화설비과),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소프트웨어개발과,임베디드소프트웨어과) 

  ❍ 교육부 특성화고 학과 재구조화 사업에 4개과 선정 (2021년 보통교부금 반영)

    - 동일미래과학고 광전자정보통신과+전자에너지과→ 스마트팩토리과

    - 금파공업고 생명화공과→ 바이오메디컬과

    - 송원여자상업고 스마트경영과→ 영상미디어과

    - 광주여자상업고 글로벌비즈니스과→ 스마트재산경영과

  ❍ 교육부 특성화고 학과 재구조화 사업에 7개과 선정 (22년 보통교부금 반영, 21.8.2. 발표)

    - 금파공업고 첨단기계과 → 항공기계과

    - 동일미래과학고 토탈뷰티과 → 뷰티디자인과

    - 광주공업고 토목과 → 도시공간정보과

    - 전남공업고 토목과 → 드론측량과 / 화학공업과 → 바이오에너지화공과

    - 광주전자공고 자동화기계과 → 자동제어기계과 / 디자인과(시각) → 디자인과(산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예산
확보
금액
(B)

국가(국고,특교) 550,000 1,050,000 1,717,700 3,317,700
자치단체(시,구) 0

자  체 1,893,031 3,598,259 2,736,757 8,228,047
계 2,443,031 4,648,259 4,454,457 11,545,747

확보비율(B/A) 36,572.3% 103.2% 111.3% 109.8%

투자
금액
(C)

국가(국고,특교) 550,000 1,050,000 1,717,700 3,317,700
자치단체(시,구) 0

자  체 1,877,390 3,598,259 2,691,067 8,166,716
계 2,427,390 4,648,259 4,408,767 11,484,416

집행비율(C/B) 99% 100% 78.8% 90.5%



  ❍ 대안직업교육 확대를 위한 광주푸른꿈창작학교 교육과정 개발 (2019년)

    - 대안직업교육 확대를 위한 광주푸른꿈창작학교 교육과정 협의회 개최(19.8.)

    - 대안직업교육 확대를 위한 광주푸른꿈창작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19.9.)

    - 대안직업교육 확대를 위한 광주푸른꿈창작학교 교육과정 개발(19.9.)

  ❍ 광주푸른꿈창작학교 대안교육 위탁기관 선정 공모 계획 수립 및 신규 수탁기관 선정(20.4)

    - 21년 이후 확대* 계획 수립: 20년 2학년 10학급(200명)→21년 1·2·3학년 15학급(225명)

    - 20년 광주푸른꿈창작학교 위탁기관 선정 공고(20.4월)

    - 선정 결과: 광주YMCA 선정(20.6월) 및 계약체결(20.8월)

  ❍ 2021 광주푸른꿈창작학교 운영 방향 설정

    - <대안교육 강화> 위탁교육 성격 변화: 직업교육중심 ⇒ 대안교육중심(직업교육 포함)

    - <위탁대상 확대> 1·3학년 위탁수요 반영

      : (20년) 2학년 200명(20명*10반) ⇒ (21년) 1,2,3학년 225명(15명*15반)

  ❍ 2021년 광주푸른꿈창작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재배정 및 공사 완료

    - 학급 확대에 따른 2개 교실 추가 증설 및 천장 텍스 탈락에 따른 교체

    - 사업비 예산 175,500천원 재배정 (21.1월)

      * 학급증설공사: 150,000천원, 지하강당 텍스 교체: 25,500천원

    - 3개 교실 구축 및 외벽방수 공사 등 1,138,716천원 추경예산 편성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업무담당자 협의회 

실시(21.6.)  *광주푸른꿈창작학교 관계자 포함

5. 우수 사례

  ❍ 21년 교육부직업계고재구조화지원: 5개직업계고(7학과) 선정, 22년 학과 개편 확정

    - 선정학교 : 금파공업고, 동일미래과학고, 광주공업고, 전남공업고, 광주전자공업고

구분 학교명
현재 학과 (2021년) 신청 학과 (2022년) 신입생

입학연도학과명 학급수 학과명 학급수
1 금파공업고 첨단기계과 3 항공기계과 3 2023

2 동일미래과학고 토탈뷰티과 6
뷰티디자인과 2

2023
토탈뷰티과 4

3 광주공업고 토목과 2 도시공간정보과 2 2023

4 전남공업고
토목과 2 드론측량과 2 2023

화학공업과 2 바이오에너지화공과 2 2023

5 광주전자공업고
자동화기계과 3 자동제어기계과 3 2023

디자인과 2 디자인과 2 2023

       ⇒ 21.8.2. 교육부 최종 확정

  ❍ 20년 지역내 서비스 수요 예측에 의한 학과(스킨테라피과, 조리제빵과) 및 지역 전

략산업 관련 학과(스마트팩토리과) 신설

  ❍ 광주푸른꿈창작학교 대안직업교육 확대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 추진



    - 대안교육 중심 교육과정 확대 개편을 통한 대안교육 수요 충족 및 학업중단 예방으로 공

교육의 책무성 확보

    - 위탁교육 대상 확대

      ▸일반고 2학년(정원 200명 10학급) → 일반고 1․2․3학년 (정원225명 15학급)

    - 교육과정 신설을 통한 직업교육중심에서 대안교육 강화(직업교육포함)

      ▸(변경 전) 조리, 제과제빵＆바리스타, 토탈뷰티, 에너지융합설비, 스포츠문화예술 

      ▸(변경 후) 1~2학년 탐색과정, 2학년 선택과정(예술창작, 문화콘텐츠, 스포츠, 식품영양), 

3학년 심화과정(LTI)

    - 교실 2학급 증설 리모델링과 지하강당 천장 텍스 교체 공사완료

6. 교육공동체 참여 실적                                 〔단위: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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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0년 6 8 2 3 7

21년 3 2 1 1

<21년 참여 실적>

  ❍ 2021년 3월 직업계 고등학교 교장, 교감 대상 학과재구조화 설명회 실시

  ❍ 광주푸른꿈창작학교 대안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21.2월)

    - 대안교육을 이해하고 교과목과 연계하여 학교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교육 교사 역량 강화

    - 다양한 대안교육 사례를 통하여 학교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교육 교사 역량 강화

  ❍ 광주시교육청, ‘2021년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심사 결과 발표(전남일보 등, 21.6.14.)

  ❍ 광주푸른꿈창작학교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 실시(21.7월)

  ❍ 광주 직업계고교‘재구조화 대상 학과 최종 선정’ (광주드림 등, 21.8.4.)

  ❍ 광주푸른꿈창작학교 학생, 학부모, 교원, 시민과 함께 제로웨이스트 학교 만들기 다짐 선언 행사 

개최(21.10월) (위키트리 등, 21.10.31.)

7. 애로사항 및 해결노력

  ❍ 직업계고 재구조화를 위해 교원, 학생, 학부모 및 동문의 공감대 확보

    - 교원, 학생, 동문이 함께하는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 창구 마련 노력 

    - 민-관-산-학이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 방안 모색

  ❍ 전통 제조업 기반의 학과에서 고부가가치 산업 기반으로 학과 개편

    - 외부 연구용역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광주시 전체 특성화고 학과 재

구조화 로드맵 마련

  ❍ 학과재구조화를 위한 신산업 분야, 전략산업 분야 인력 수급 전망에 대한 자료 필요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시청유관기관(청년정책관)과 협력체계 강화하여 진행중임

  ❍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환경개선 추진



    - 교실 2학급 증설 리모델링과 지하강당 천장 텍스 교체 공사 완료

     - 교실 3학급 증설 리모델링 및 외벽방수 공사, 이중창 보수 등 공사설계 진행

8. 향후 추진계획

  ❍ 학과 재구조화를 위한 교육청 단위 TF 운영중

    - 교육전문직, 교과 내용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과 재구조화 TF구성

    - 특성화고 정원 조정안 도출

  ❍ 학과 재구조화를 위한 교육청 단위 컨설팅단 구성

    - 교육전문직, 교과 내용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과 재구조화 컨설팅단 구성 및 활동

    - 중등 직업교육에 적합한 산업분야 및 교육 수준 도출

  ❍ 대안직업교육 확대 운영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추진: 3학급 증설 및 지하강당 텍스 교체

    - (21.8월 공사 완료) 2학급 증설 및 지하강당 텍스 교체 지원

    - (21년 추경 편성 완료 ) 3학급 증설 리모델링 및 외벽방수 공사, 이중창 보수 등 공사설계 진행

  ❍ 2021년 광주푸른꿈창작학교 현장점검 하반기 컨설팅 진행 예정 (21.12월)

    -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 점검 및 협의

    -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및 운영에 대한 지도․조언 등

9. 담당부서 자체평가 의견

  ❍ 지역전략산업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특성화고 학과 재구조화를 위해 교육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재구조화 소요 예산 확보를 위해 시청 및 시의회와 적

극적으로 소통

  ❍ 중장기 고졸 인력 수급에 대응하는 학과 개편 및 학급 규모 산정 

  ❍ AI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학과 재구조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

  ❍ 광주푸른꿈창작학교 위탁운영비 교부, 위탁학생 접수, 푸른꿈창작학교 운영 방향 설

정 등이 차질없이 진행중이며, 교실 구축과 외벽방수 공사 등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예산 추가경정예산 반영과 기존 직업교육 냇실 운영과 더나은 대안교육 비중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음. 

주관 중등교육과 직업교육담당 강승구(380-4351) 담당자 조동근(380-4355)

주관 민주시민교육과 대안교육담당 유영환(380-4366) 담당자 윤성찬(380-43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