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9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

사업구분
■임기 내
□임기 후

□신 규
■계 속

예산확보율 129.7%

세부사업명 사립 신규교사 위탁채용 확대 추진상황 완 료 추진율 195.8%

1. 목 적

  ❍ 채용 비리근절 및 신뢰성 확보를 통한 사학 공공성 강화

  ❍ 현장 밀착형 사립학교 지도·감독 및 지원을 통한 학교 운영 정상화·내실화 지원

2. 주요내용

  ❍ 사립 중등 교사 위탁 채용 확대

  ❍ 기간제 교원 채용 지침 준수 지도 점검

3. 연차별 목표 및 실적

 공약사업 연도별 목표율

세부사업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8년
목표

누적
목표

19년
목표

누적
목표

20년
목표

누적
목표

21년
목표

최종
목표

사립 신규교사 위탁채용 확대 6개 6개 6개 12개 6개 18개 6개 24개

 공약사업 성과목표 및 추진율 

성과목표 지표 측정방법
(평가산식)

2021년 12월말 성과 Ü연간목표대비 달성도 Ü최종목표대비 추진율 추진
상황21년 성과 누적성과 세부사업별 공약달성율 세부사업별 공약추진율

사립 신규교사 위탁채용 확대 참여법인비율 참여법인 
목표달성 61개 100% 100% 195.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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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00 310,000 320,000 330,000 1,260,000
계 300,000 310,000 320,000 330,000 1,260,000

예산
확보
금액
(B)

국가(국고,특교)
자치단체(시,구)

자  체 300,000 324,690 553,950 455,570 1,634,210
계 300,000 324,690 553,950 455,570 1,634,210

확보비율(B/A) 100% 110.5% 173.1% 138.1% 129.7%



4. 추진실적 및 성과

  ❍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 수립 시행 (18.9.28.)

     - 사학기관에 대한 지원 및 제재 방안 마련

     - 지원: 사학기관 경영평가(우수기관 포상금)반영, 인센티브 부여 등

     - 제재: 감사, 학급조정, 재정지원 사업 선정시 감점 등

  ❍ 2019학년도 사립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공동전형 실시 (18.12.15.)

     - 교육청(제1차 시험)과 사학법인(제2차, 제3차 시험)간 공동전형

     - 6개법인 (12개과목, 19명) 위탁 채용

  ❍ 2020학년도 사립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공동전형 실시 (19.12.14.)

     - 교육청(제1차 시험)과 사학법인(제2차, 제3차 시험)간 공동전형

     - 16개법인 (19개과목, 67명) 위탁 채용

  ❍ 2021학년도 사립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공동전형 실시 (20.11.21.)

     - 교육청(제1차 시험)과 사학법인(제2차, 제3차 시험)간 공동전형

     - 25개법인 (28개과목, 123명) 위탁 채용

  ❍ 2022학년도 사립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공동전형 실시 (21.11.27.)

     - 교육청(제1차 시험)과 사학법인(제2차, 제3차 시험)간 공동전형

     - 14법인 (20개과목, 52명) 위탁 채용

5. 우수 사례

  ❍ 2019학년도 신규(정규) 교사 위탁 채용 100% (19명 채용/ 19명 선발)

  ❍ 2020학년도 신규(정규) 교사 위탁 채용 100% (67명 채용/ 67명 선발)

  ❍ 2021학년도 신규(정규) 교사 위탁 채용 100% (123명 채용/ 123명 선발)

  ❍ 2022학년도 신규(정규) 교사 위탁 채용 100% (52명 채용/ 1차 합격자 180명 선발)

6. 교육공동체 참여 실적
                                   〔단위: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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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0년 4 10

21년 6 2 1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투자
금액
(C)

국가(국고,특교)

자치단체(시,구)

자  체 286,200 324,690 553,950 395,776 1,560,616

계 286,200 324,690 553,950 395,776 1,560,616

집행비율(C/B) 95.4% 100% 100% 86.9% 95.5%



<21년 참여 실적>

  ❍ 교육청-교원단체(전교조,광주교사노조) 사립교사위탁채용전형방안협의회(6회, 2.8.~4.30)

  ❍ 학교법인 및 교육시민단체 설문조사 교육시민단체(전교조, 광주교사노조, 학벌없는시

민모임, 교총), 학교법인 23개 65.7% 참여 (21.3.18.~3. 24.)

  ❍ 교육청-교장단 대표, 교감단 대표, 행정실장 대표, 업무담당자 협의회(21.3.21., 5.13)

  ❍ 보도사례

   - 광주 사립학교 위탁채용, 기간제교사 비중 88.2% (연합뉴스, 21.2.15.)

   - 광주중등교사임용필기시험 올해도공‧사립같은날치른다 (연합뉴스, 매일경제등, 21.6.1.)

   - 광주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사립교사 1차 임용시험 합격자 결과 발표 (뉴스워커, 노

컷뉴스 등, 21.12.31.)

7. 애로사항 및 해결노력  

  ❍ 문제점: 블라인드 채용 강화로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 해결노력

    - 1차 합격자 제출 서류 없이 최종 합격자에 한해 임용 서류 제출

    - 1차 합격자 수험번호와 관리번호로만 2,3차 전형 진행

    - 1차 합격자 정보 최소화 (neis 응시원서 사본 제공)

    - 동일 학교 합격자 유무만 안내 (근무기간이 겹치는 교원 배제)

    - 평가위원 교육청 추천 2명으로 확대 협의

    - 3차 심층문제 교육청 출제(희망법인 파악 후 결정) 

 

8. 향후 추진계획  

  ❍ 사립교사 위탁채용 개선 계획

    - 2023학년도: 보통교과(기본,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육, 한국사) 중심 출제

    - 2024학년도: 공통과목(국,영,수,사탐,과탐,한국사) 중심 출제

    - 2025학년도: 2022개정 교육과정 시행으로 전면 공립 임용시험 위탁 운영

      (※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공사립 순회 및 파견에 따라 공사립 교사 임용방식 통일 필요)

9. 담당부서 자체평가 의견

  ❍ 학교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인센티브(시설지원, 법인평가 

가점 등)이 필요함 .

  ❍ 교육청의 자체 출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국단위의 사립학교 교원 채용방

안을 교육감협의회 차원 협의가 필요함.

  ❍ 2, 3차 전형의 관리 감독과 정규교사 채용 후 지도점검이 필요함.

주관 정책기획과 사학정책담당 문홍주(380-4251) 담당자 이미화(380-4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