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제 강화

사업구분
■임기 내
□임기 후

□신 규
■계 속

예산확보율 105.1%

세부사업명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추진상황
완 료

추진율
100%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완 료 170%

1. 목적

  ❍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 지원 및 교육 기회 지속

  ❍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밖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

2. 주요내용

  ❍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및 학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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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9기관 9기관 1기관 10기관 10기관 10기관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5과정 5과정 2과정 7과정 3과정 10과정

 공약사업 성과목표 및 추진율 

성과목표 지표 측정방법
(평가산식)

2021년12월까지 성과 Ü연간목표대비 달성도 Ü최종목표대비 추진율 추진
상황21년 성과 누적성과 세부사업별 달성율 세부사업별 추진율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지원기관 수 목표달성 17기관 100%

100%

100%

135%

완 료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 수 3과정 17과정 100% 170% 완 료

 공약사업 예산 투자계획 대비 확보율                                 〔단위: 천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투자
계획
금액
(A)

국가(국고,특교) 117,000 115,000 115,000 347,000
자치단체(시,구)

자  체 312,000 332,000 332,000 976,000
계 429,000 447,000 447,000 1,323,000



4. 추진실적 및 성과

  ❍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구분 교육 지원 사업
검정고시 지원 학교밖청소년

문화축제 지원
광주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협력사업교재지원 (자원봉사자) 교통비 지원

2019년
9기관, 

322,000천원
[특교 37,000천원]

17기관,

9,591천원

(상반기)
17명, 236회, 3,540천원
(하반기)
20명, 396회, 5,940천원

문화축제
(19.12.5.)
5,000천원

대안학교 설명회
(19.10.12.)

2020년
9기관, 

320,000천원
[특교 35,000천원]

13기관,

7,559천원

(상반기)
18명, 233회, 3,495천원
(하반기)
15명, 193회, 2,895천원

문화축제
(20.12.11.)
7,000천원

온라인대학진학상담(20.08.)
대학입시모의
면접(20.10.)

2021년
상반기

10기관,
317,900천원

[특교 33,000천원]

15기관,

7,587천원

(상반기)
18명,185회, 2,775천원
(하반기)
19명, 287회, 4,305천원

문화축제
(21.12.16)
7,000천원

검정고시아웃리치
(21.4.10.,
21.8.11.)

  ※ 검정고시 지원 기관 :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쉼터, 광주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청소년 유관기관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및 학력인정 기반 마련 [교육부 시범사업]

구 분 내 용

사업개요
학업중단학생에게 교육감 인정의 학습지원 프로그램과 학교 밖 학습경험을 누적하여 초등학
교 및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인정 (공공기관 중심)

참여기관 
확정

광주광역시 소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6개소 참여 확정 (18.7.27.)

기관별 
역할 확정

총괄 및 거점형, 프로그램 지원형 기관 확정 (19.4.1.)

학습지원 
프로그램 
지정승인

학습지원 프로그램 지정 승인 완료 (19.6.3., 5과정)
 ※ [5과정] 기본교과 프로그램, 자립동기강화, 학업동기강화, 실물경제체험, 자기계발프로그램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 개설 운영 (거점형, 프로그램 지원형)
초등 EBS 프로그램 개설 운영 (20.11.) 
초등 EBS 프로그램 연계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21.3.)

사업운영
지원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운영 컨설팅 (20.9월, 20.12월, 2회)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운영 협의회 (20.6월, 20.10월, 2회)
 -초·중등 학습자의 학력격차에 따른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방안 모색
 -코로나19 지속 가능성에 대비한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확대 및 사례 공유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운영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21.5.26.)
 -유예 상태 학업중단학생의 학습자 등록, 학적처리, 검정고시 합격자와 학력인정자의 학력 인증 중복 해결 등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예산
확보
금액
(B)

국가(국고,특교) 123,000 105,000 95,000 323,000
자치단체(시,구)     

자  체 317,920 373,280 368,480 1,059,680
계 440,920 478,280 471,480 1,390,680

확보비율(B/A) 102.7% 106.9% 105.4% 105.1%

투자
금액
(C)

국가(국고,특교) 123,000 105,000 103,000 331,000
자치단체(시,구)

자  체 311,552 362,998 368,480 1,043,030
계 434,552 467,998 471,480 1,374,030

집행비율(C/B) 98.5% 97.8% 100% 98.8%



5. 우수 사례

  ❍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을 통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일상적이고 안정적인 프

로그램 운영으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속 기회 제공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운영 기관 협의

    - 광주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중심으로 협의하여 전 기관 참여 확정

      ․ 동구, 북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거점형 기관으로 운영

      ․ 서구, 남구, 광산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프로그램 지원형 기관으로 운영

    - 동구, 북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중심으로 학습지원 프로그램 지정 승인 완료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시범사업 프로그램 지원형: 신규 프로그램 발굴
(생활체육 및 레포츠 활동, 멘토링 활동)

6. 교육공동체 참여 실적                                 〔단위: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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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0년 1 4 15

21년 3 1 3

<21년 참여 실적>

  ❍ 2021년도 학업중단숙려제 설명회(21.4.6.(화)~4.15.(목), 3회)

  ❍ 광주화정청소년문화의집 광주MBC‘시청자가 만드는 TV’6.3.(목), 세월호 추모행사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협력 사업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비대면(언택트) 체육대회 운영비 지원(21.5.13.)

     - 검정고시 아웃리치 2회

7. 애로사항 및 해결노력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미인가대안교육기관 공공성 확보

    - 현장 점검(연2회 이상): 교육지원사업 현황 점검 및 우수사례 발굴 등

    - 대안교육 유관기관 협의회 정례화(연2회): 시청-교육청-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미인가대안

교육기관 대표자 모임을 통해 학교밖청소년 지원책 논의

    - 대안교육기관법: 미인가대안교육기관 등록, 관리 등 논의

  ❍ 미인가대안교육기관 학생 발굴을 위한 노력

    - 학교밖청소년가이드북, 시교육청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교육지원 홍보자료 제작

8. 향후 추진계획

  ❍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

자 발굴 및 등록, 홍보 강화

  ❍ 학업 중단 학생을 위한 지원 사업 교사 대상 연수 및 간담회를 통한 홍보

9. 담당부서 자체평가 의견

  ❍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지속 기회 제공과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속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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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