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움의 꿈이 실현되는 U-러닝 열린 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는 1974년도에 서울과 부산의 공립 고등학교 부설로 11개교가 설립된 

것을 시작으로 경제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거나, 개인사정 등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던 학생들의 꿈과 소망을 담아 지난 41년간 함께 해왔습니다. 학생들은 배움의 꿈을 

이루어가고, 학창시절의 추억을 만들어 나가며,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여 제2의 인생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23만 명의 방송고 출신 동문들이 사회 

각계·각층에 진출하여 활발하게 활동하며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학업을 중단하였거나 학업의 기회를 놓친 분들에게 중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배움의 꿈을 일굴 수 있도록 방송통신중·고등학교를 지원하고 응원해 왔습니다. 

현재 2015년 전국 42개 방송통신고등학교가 많은 분들의 성원 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과 함께 2013년에는 방송통신중학교를 설립함으로써 중학교 학력을 취득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서울과 춘천, 원주, 강릉, 

전북, 진주 지역에 방송통신중학교 6개교를 확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방송통신중학교 8개교를 추가로 신설하여 배움의 열망을 이루고자 하는 더 많은 이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교육의 장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제도, 운영체제, 교수·학습체제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습경험인정제의 안정적 도입 및 정착을 위해 체계를 

정립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기초학력, 전문교과, 인성·진로 

교육과정을 개발·확충하는 등 다양하고 특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사이버교육시스템의 개편 및 스마트 학습환경의 고도화를 

통해 또 한 번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속적인 연구와 현장 적용을 통하여 배움의 열망을 품은 모든 분들에게 

보다 쉽고 유연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이 저마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 대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인사말

Welcome Message
배움의 꿈이 실현되는 U-러닝 열린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OPEN
Secondary Schools

CONTENTS

평생교육

국가의 교육복지정책에 부응하여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U-러닝기반 교육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최고의 사이버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열린학교!

U-러닝기반 교육!

평생교육!

방송통신중·고등학교가

함께합니다.

열린학교

중등교육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새로운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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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방송통신중·고등학교운영센터 

•비전

•추진전략 로드맵

•추진조직

•2014년 추진실적

•전국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연락처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설립 취지 및 목적

•연혁

•운영체제 

•운영방식

•교육과정 및 방법 

•수업방법(출석수업/인터넷 수업/학습경험인정제)

•방송통신중학교 현황

•방송통신고등학교 현황

•배움의 꿈이 실현되는 열린학교



배움의 꿈이 실현되는 U-러닝 열린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설립 취지 및 목적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연혁

History

배움의 꿈, 40년의 전통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희망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배움의 열정과 꿈을 가진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안겨주고자 방송통신중·고등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평생교육의 이념을 확산·정착시켜 나감으로써 

국민 교육 수준 향상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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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화명중, 구월여중, 학성고, 삼평중, 광명중,  순천연향중, 목포중앙여중, 

 제주제일중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개교 예정(총 20개교)

2015 아현중, 남춘천중, 원주중, 강릉중, 전라중, 진주중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개교(총 12개교)             

2014 방송통신고등학교 개교 40주년

  상동고, 서현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개교(총 42개교)

  대전봉명중, 수원제일중, 호원중, 경원중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개교(총 6개교)

2013 대구고, 광주북성중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첫 개교(총 2개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습경험인정제 전면 시행

2012 방송통신고등학교 모바일 학습서비스 시작

2011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및 동령 시행규칙 개정

  방송통신고등학교 단위이수제(현 학습경험인정제) 도입 시범학교 운영(3개교)

2008 방송통신고등학교 사이버교육체제 전학년 적용

  호원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개교(총 40개교)

2007 방송통신고등학교 사이버교육체제 2, 3학년 적용

2006 방송통신고등학교 사이버교육체제 3학년 적용

2004 방송통신고등학교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시작, 시범학교 운영(3개교)

1987 방송통신고등학교 전국 26개 시, 1개 읍에 총 50개교 설치 및 운영(재학생 48,067명)

1977 방송통신고등학교 제 1회 졸업식 거행(졸업생 2,680명)

1975 방송통신고등학교 전국 14개 시로 확대 운영(총 36개교)

1974 서울, 부산의 11개 공립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및 개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라디오 수업 및 출석수업 실시

1973 문교부,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혁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발표

04

설립목적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중등교육 기회 확대

국민교육 수준 향상

교육격차

해소

평생교육이념

확산 및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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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체제

Structure
운영방식

Concept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 시·도교육청 

그리고 전국 42개 고등학교, 12개 중학교 모두의 노력으로 
방송통신중·고등학교를 이끌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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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러닝 기반의 평생학습을 
실현하는 학교

누구나, 쉽게,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출석하는 학교

한 달에 두 번(격주 주말) 출석수업이 있으며, 

평일에는 인터넷으로 사이버 강의를 수강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학업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대구고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청소년반은 주중 출석수업(2~3일)을 실시합니다. 

일반 정규 중·고등학교

전국 어디에서나 다닐 수 있는 학교

수업 연한 3년의 일반 중·고등학교와 

동일한 정규 중·고등학교입니다.

전국의 명문 공립 중·고등학교에 부설 형태로 설치되어 있으며, 

가까운 지역의 원하는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 대구고 부설 방송통신중학교는 공립 고등학교의 분교 형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교 외 학습경험을 교과목 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교

학습경험인정제를 통하여 검정고시, 평생학습계좌제, 자격증 등 학교 외 학습경험을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교과목 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학교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초등학교·중학교 졸업자 및 

동등이상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중등교육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 방송통신중학교 선발의 대부분은 연장자 우선 순위로 이루어집니다.

학교
단위학교 운영

(수업, 생활지도, 학사운영)

한국
교육개발원 
연구·개발·보급

시 · 도교육청
행·재정지원

(시·도 교육청 수준)

교육부
법·제도 및
인프라 구축

(국가 수준의 체체 구축)

교장협의회
(학교운영협회)

교무부장협의회 
(학교실무협회)

학생회장연합회 
(학생활동협회)

운영방식

방송통신중·고사업 운영위원회
(사업 심의 및 예·결산)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수업연한 : 3년

•일반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준용
 ※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업시수(단위) 80% 수준 

•인터넷을 통한 수업 : PC 학습, 모바일 학습

•출석수업 : 한달에 두번 출석(격주 주말)

•학습경험인정제 심의 인정

•지필평가 : 중간, 기말고사 

•수행평가 : 과제물평가, 사이버학습평가, 

   실기평가 등

배움의 꿈이 실현되는 U-러닝 열린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방법

Curriculum and Education Method

교육과정 및 방법

Curriculum and Educ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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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중·고등학교 는
일반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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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중·고등학교
출석수업

Offline class
출석수업

Offline class

월 2회 출석수업을 통해 

다양한 학교생활을 경험하며 영원히 잊지 못할 

학창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갑니다.

•입학식, 오리엔테이션

•봄소풍, 현장체험학습

•1학기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

•가을소풍, 축제, 수학여행

•전국 방송통신중학교 학예경연대회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예경연대회

※ 아현중, 전라중 부설 방송통신중학교는 격주 토요일에 출석수업을 실시합니다.

※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서는 장애나 그 밖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출석수업이 곤란한 학생에 대해서는 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으로 출석수업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교내체육대회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

•졸업식

•신입생 모집

방송통신중학교 청소년반 방송통신중학교 청소년반은 교과 외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

(자유탐구 학습, 현장체험 학습, 치유상담, 동아리 활동 등)

10 방송통신중·고등학교  11

봄
(3월~5월)

가을
(9월~11월)

여름
(6월~8월)

겨울
(12월~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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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중·고등학교
인터넷 수업

Online Class
인터넷 수업

Online Class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사이버교육시스템을 통하여 

인터넷 수업을 수강할 수 있으며, 

PC-스마트폰-태블릿 PC 등 다양한 학습매체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학습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학습환경을 마련해 나갑니다.

•스마트플랫폼 기반의 다양한 교육환경이 제공됩니다.

•수업듣기, 과제보기 및 수업자료실 사용이 편리해지며, 학습한 후 나의 학습현황을 즉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시간 누적 

학
습

이
력

 전
송

학습이력 전송

학습이력 전
송

학
습

이
력

 전
송

학습시간 누적 

데스크탑 PC, 노트북

PC 학습

학습이력 연계관리

LMS

스마트폰, 태블릿 PC

모바일 학습

실시간 바로보기 학습시간 + 다운로드 학습시간

사이버교육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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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학습환경

태블릿 PC PC 스마트 폰

시스템

종합상담
시스템

학습 콘텐츠
관리시스템(LCMS)

콘텐츠
공유

시스템

학습통계
시스템

학습 관리시스템(LMS)

마이페이지
내강의실
우리반

우리학교

행정지원
시스템

정보인프라

네트워크 장비 KEDI 전산실

하드웨어

상용 소프트웨어

    사용자 로그인

사용자 인증 권한 체크

•학생

•교사

•학교운영자

•통합관리자 학사업무 연계처리

       학사행정정보

•학생정보

•교원정보

•교과담당정보

•반정보

    교수-학습활동

•학습 및 진도관리

• 학습진도 조회 및 

   평가

•과제 제출 및 평가

•온라인 종합상담

    업무행정공유협력

•KERIS(NEIS)

•16개 시·도 교육청



배움의 꿈이 실현되는 U-러닝 열린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습경험인정제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Experiences

학습경험인정제는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이 학교 외에서 

학습한 경험을 인정 신청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 그에 해당하는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인정혜택

인정절차

학습경험인정제의 인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습경험인정제의 주요 신청 대상자는 2학년입니다.

• 1학년과 3학년의 경우 학교의 담당 선생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학습경험인정제를 통해 교육과정에 편제된 교과목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은 교과목에 대해서는 수업과 시험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학습경험인정제를 통해 1년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인정받은 경우, 학년결정 입학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학습경험인정제를 통한 조기졸업은 최대 1년만 가능합니다.

※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학습경험인정제로 인정받은 과목은 성적 및 내신이 

산출되지 않아 일부 대학은 지원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진학하려는 대학의 

전형 정보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

학습경험인정제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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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계좌제

자격증

공공직업 훈련시설,
취업사관학교

중학교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대한민국 명장

검정고시

중요무형 문화재 보유자,
전수 교육 조교,

전수 교육 이수자, 전수생

인정대상

학습경험인정제

신청
심의

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

해당 교과목 

이수인정 및

조기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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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중·고등학교
방송통신중학교 현황Ⅰ

Open Middle School Status
방송통신중학교 현황 Ⅱ

Open Middle School Status

방송통신중학교는

현재 전국 12개 명문 공립 중·고등학교에 

부설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6 개교 예정

· 화명중

· 구월여중

· 학성고

· 삼평중

· 광명중

· 순천연향중

· 목포중앙여중

· 제주제일중

※ 학교 수 및 학생 수는 2015. 4. 1 기준

전국 총 학교 수 12개교 I 총 학생 수 2,074명

 ●  남녀공학 12개교

■최고령자 : 만 86세   ■최연소자 : 만 13세 ※ 2015. 4. 1 기준

90명
(4.3%) 9명

(0.4%)

26명
(1.3%)

112명
(5.4%)

887명
(42.8%)

819명
(39.5%)

131명
(6.3%)

40대10대 30대2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남녀 학생 현황

설립 추이

청소년반 현황

연령대별 재학생 현황

■ 총 학생 수 2,074명  

■ 여 76.8% (1,593명)  ■남 23.2%(481명)

16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정원(명) 설립 시·도

2,07412 881

8266 530

1602 25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학급 수 학생 수 학급 수 학생 수 학급 수 학생 수 학급 수 학생 수

서울 아현중 1 8 1 6 1 2 3 16

대구 대구고 2 8 2 28 2 32 6 68

2015

2014

2013

방송통신중·고등학교  17

학성고

수원제일중(285명)

호원중(269명)

삼평중

광명중

아현중(성인반 197명,

           청소년반 16명)

구월여중

광주북성중(247명)

대전봉명중(110명)

남춘천중(90명)

원주중(90명)

강릉중 (89명)

전라중(90명)

순천연향중

목포중앙여중

경원중(179명)

진주중(60명)

화명중

제주제일중

대전 

대구  

광주 경남

부산

전북

전남

제주 

울산

인천 

서울

경기도

강원도

대구고(성인반 284명,

           청소년반 6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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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중·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현황Ⅰ

Open High School Status
방송통신고등학교 현황 Ⅱ

Open High School Status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현재 전국 42개 명문 공립 고등학교에 

부설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녀 학생 현황

대학 진학 현황 최근 10년간 졸업생 및 진학생 현황

누적 졸업생 현황

연령대별 재학생 현황

※ 기타 17%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0

1977 1980 1990 2000 2010 2015

■ 총 학생 수 11,442명  

■ 여 62% (7,092명)  ■남 38% (4,350명)

※ 2015. 4. 1 기준

(단위 : 명)

1,021명
(8.9%)

101명 

(0.9%)

60대 70대 이상

1,229명 

(10.7%)

40대10대 30대20대 50대

2,332명 

(20.4%) 1,865명
(16.3%)

1,865명 

(16.3%)

3,029명
(26.5%)

2013 2014 2015

4,625
4,510

4,267

2006

1,762 1,696 1,906 2,074
1,724 1,707 1,747 1,552 1,579

1,491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5,419

3,961
4,390

4,454 4,659 4,678 4,945

진학생 수 졸업생 수 

18

대구고(471명)

학성고(372명)

동래고(203명)

경남여고(468명)

수성고(506명)

수원여고(351명)

호원고(369명)

상동고(164명)

서현고(131명)

경동고(625명)

경복고(528명)

영등포고(423명)

경기여고(427명)

수도여고 (391명)

제물포고(128명)

인천여고(361명)

광주고(225명)

전남여고(340명)

대전고(254명)

대전여고(362명)

춘천고(82명)

원주고(163명)

강릉제일고(104명)

황지고 (85명)

묵호고 (68명)

설악고 (114명)

춘천여고 (122명)

청주고(363명)

충주고(148명)홍성고(202명)

천안중앙고(396명)

전주고(127명)

전주여고(210명)

목포고(185명)

순천고(250명)

포항고(227명)

안동고(82명)

김천중앙고(160명)

구미고 (265명)

마산고(347명)

진주고(220명)

제주제일고(423명)

※ 학교 수 및 학생 수는 2015. 4. 1 기준

전국 총 학교 수 42개교 I 총 학생 수 11,442명

 ●  남고 6개교     ●  여고 9개교    ●  남녀공학 27개교

충북
충남

대전 

대구  

경북   

광주
경남

부산

전북

전남

제주 

울산

인천 

서울

경기도

강원도

235,225 
212,200 

168,903 

112,817 

17,369 
2,680 

2~3년제대학

41%

방송통신대학

23.8%

원격/사이버대학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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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의 꿈이 실현되는 U-러닝 열린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배움의 꿈이 실현되는 열린 학교

Live your dreams of learning at open schools
배움의 꿈이 실현되는 열린 학교

Live your dreams of learning at open schools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는
새로운 내일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대구고 부설 방송통신중학교의 

특별한 청소년 교육

차(茶)와 함께 피어 오르는 

배움의 향기

모내기 봉사를 통한 

후배 사랑

대구고 부설 방송통신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개별적인 수준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실시

하고 있다. 학업을 중단한 후 아버지의 농사일을 돕던 영민(가명, 16)군은 어느 날 선생님께 

“양봉을 배워보고 싶다.”고 했더니 학교에서 양봉업자를 모셔와 영민군이 체험 학습으로 꿀

따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제가 배우고 싶다고 하면 무엇이든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는 선생님들께 제일 감사해요.”

이렇게 학교가 정착하는 데는 선생님들의 열정과 헌신이 컸다. 대구고 부설 방송통신 

중학교 교사 12명은 모두 자진해 전근을 올 정도로 열의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 교과 수업 

외에도 목공, 텃밭 가꾸기, 자전거 여행 등 다양한 예술·체육 활동을 이끌며 학생들이 다시 

학교에 흥미를 붙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전남여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다례동아리는 6년째 이어져오는 선후배 간의 

정으로 결속된 전통있는 동아리로써 우리 고유의 전통사상인 효와 예절, 공수

(손가짐자세)와 절하는 법, 다례에 관한 용어 등 무형문화재 11호인 규방다례를 

함께 배우며 그 명목을 이어 나가고 있다.

주로 입학식 날 한복을 차려 입고 신입생들에게 시연회를 보여주고, 입학식 이후 

첫 수강일은 차와 다과를 차려 신입생 환영 다과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해마다 12월에는 준사범자격증 시험에 도전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고, 규방다례 

시연회 봉사를 하는 등 전남여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자랑으로 자리 잡

아 나가고 있다.

울산 학성고 200명의 학생들은 농촌을 찾아 하루 동안 스마트폰을 놓고 모내

기를 체험하는 향토탐방교육 겸 봉사활동을 펼쳤다. 특히 2010년 60세의 나이

로 학성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졸업한 박도훈 경주 농촌지도자협회 회장

은 만학도의 삶에 대한 강연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농업에 대한 진로 체험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박도훈 회장은 “6차 산업으로 거듭나는 농업은 청소년들이 눈 돌릴 수 있는 귀

한 진로임을 알려주면서 청소년들이 자연과 농촌, 농업을 좀더 친숙하게 느끼

게 해주고 싶었다”며 방송통신고등학교 동문으로서 후배들에 대한 애정을 아낌

없이 드러냈다.

20 방송통신중·고등학교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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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중·고등학교
비전 

Vision
추진전략 로드맵 

Implementation Roadmap

추진전략 로드맵

제도 개선 운영체제 개선 교수·학습체제 개선

2012
∼

2013

• 방송중 설치·운영 근거 법령 개정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 방송중·고 시수단위이수제 운영 근거 

법령 개정

   (설치기준령 및 시행규칙)

•방송중 설치·운영 기반 구축 

• 시수단위이수제 이수인정평가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송중 운영사업 체계 구축

•방송고 학업중단 방지 방안 세미나

• 방송중 콘텐츠 개발 착수 및 학습관리

시스템 구축

•방송고 전문교과 콘텐츠 개발

•방송중 학습관리시스템 구축

• 방송고 10대 학생 대상 인성·진로 교육

2014

•방송중 교원 겸직수당 근거 마련

• 방송중·고를 통한 소외 계층 정책 방안 

수립 

•방송중 설치 확대 및 운영 정착

•분교형 방송중·고 운영 방안 수립

• 학습경험인정제 운영 내실화 방안 수립

•방송중·고 연구시범학교 운영

   (1차년도)

• 방송중 콘텐츠 개발 완료 (1∼3학년)

• 방송중·고 기초학력 제고를 위한 교육

과정 개선 방안 수립

•방송고 전문교과 개발 완료 및 편성·운영

2015

• 방송중·방송고 연계 소외계층 교육지원 

강화 방안 수립

•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사이버교육 운영 

방안 수립

 

•분교형 방송중·고 설치 확대 지원

• 10대 학업부적응 학생 교육환경 구축

•방송중·고 연구시범학교 운영

   (2차년도)

• 방송중 창의적 체험활동 콘텐츠 개발

• 방송중 기초영어·수학 교육과정 개발

• 방송중 입학전 프로그램 마련 

• 방송고 학교 중심 인성·진로교육 기반 

구축

2016

• 방송중·방송고 연계 교육지원 체제 구축

•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사이버 교육과정 

운영

• 방송중·방송고 연계 학습경험인정제 

운영 방안 수립

•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출석수업 최소화 

및 사이버교육 확대 적용

• 방송중·고 인성·진로교육 멘토Pool 구축 

및 운영

• 기초학력 향상 및 상시적 학습지원 체계 

구축

• 교육소외계층 특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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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제도 개선 및

지원 확대

첨단 방송·정보통신 기반 

U-러닝학습 체제 구축

고품질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 확대 및 

보급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관계자 만족도 제고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정규교육

기회 확대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가능한 교육환경

평생학습사회에

부응하는

중등교육 실현

배움의 꿈이 실현되는

U-러닝 열린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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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중·고등학교
추진조직 

Organization
2014년 추진실적 

Milestones in 2014

방송통신중·고등학교운영센터는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정책 실현에 앞장서며, 

지속적인 연구와 현장 적용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하는 

방송통신중·고등학교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괄기획

교수학습개발

중학교운영

고등학교운영

 •학습경험인정제 운영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사업 총괄지원·관리 및 환류 사업 

 •기초연구과제

 •교육과정 기획 

 •교수학습 모형·체제 개발

 •방송통신중학교 운영사업 기획

 •기초연구과제

 •연구학교 운영

 •관계자 협의회 지원

 •관계자 국외연수

 •학사운영 기획 및 지원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사업 기획

 •기초연구과제

 •연구학교 운영

 •관계자 협의회 지원

 •교원연수 운영

 •관계자 국외연수 및 국외 동향조사

 •학사운영 기획 및 지원

 •10대 학생 인성·진로교육

콘텐츠개발관리

교육인프라운영

홍보·학습지원

연구지원

 •수업 콘텐츠 개발 및 유지보수

 •교과 교재 개발 및 보급

 •사이버교육시스템 기획·운영

 •사이버교육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발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홍보

 •방송통신고등학교 40년사 발간

 •기초학력 지원

 •종합상담 운영 및 관리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관련 법 제도 및 

 현안문제 개선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 내실화를 위한  

 발전 방향 검토

방송통신중학교 설치 확대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연계 교육지원 강화

• 시·도교육청 및 학교 대상 방송통신중학교 설치·운영

   지원 컨설팅 강화

• 방송통신중학교 설치 매뉴얼 개발 및 운영 모델 정립

• 방송통신중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 연계 교육지원 강화

   방안 모색

학습경험인정제 인식도 및 만족도 향상
•학교 외 학습경험 인정 기준 내실화 방안 연구 수행

•학교 외 학습경험 인정 대상 확대

•학교 단위 운영 정착 지원 및 이수인정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위탁심의실시

첨단 정보통신기술  교수-학습환경 안정화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교육지원 강화 및 학사운영 지원 확대

•방송통신고등학교 10대 학생 인성·진로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방송통신중학교 신입생 적응 프로그램 및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영어·수학 교과상담 및 기초학습 자료 지원

•방송통신고등학교 전문교과 운영 활성화 및 창의적 체험활동 내실화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홍보 및 연수 내실화

•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연중 상시 홍보체제 구축

• 방송통신중학교 교원 연수 체계화를 통한 운영 조기 정착

• 방송통신고등학교 관계자 국외연수 지속 타당성 확보 및 

 발전적 운영 방안 모색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신규 사이버교육시스템 운영 조기 안정화

•방송통신중학교 1 ~ 3학년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전문교과 콘텐츠 개발 완료

•반응형 웹(adaptive web) 기반 사이버교육시스템 서비스

•실시간 방송서비스 기반 콘텐츠 제공 방안 모색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관계자 만족도 제고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관련 통계정보 수집 및 분석 체계 개선

•시·도교육청 및 학교 단위 맞춤형 통계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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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지원

연구본부

한국

교육개발원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운영센터

2014년
추진실적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지역 학교명          교무실

서울 경동고 070-8660-4576

경복고 02-735-3083

영등포고 02-816-8325

경기여고 02-3462-4311

수도여고 02-2102-3580

부산 동래고 051-550-7790

경남여고 051-600-0916

대구 대구고 053-231-4158

인천 제물포고 032-770-4741

인천여고 032-810-6311

광주 광주고 062-239-0150

전남여고 062-220-0368

대전 대전고 042-220-6264

대전여고 042-630-5952

울산 학성고 052-257-2074

경기 수성고 031-259-1320

수원여고 031-250-9191

호원고 031-822-2124

상동고 070-7167-2823

서현고 031-789-5326

강원 춘천고 033-240-2040

원주고 033-740-9160

강릉제일고 033-650-0130

황지고 033-550-0770

묵호고 033-530-7142

설악고 033-630-0330

춘천여고 033-245-7754

충북 청주고 043-269-1057

충주고 043-840-6709

충남 홍성고 041-632-2611

천안중앙고 041-563-3352

전북 전주고 063-283-3050

전주여고 063-710-5545

전남 목포고 061-800-7079

순천고 061-759-7271

경북 포항고 054-613-4566

안동고 054-858-2945

김천중앙고 054-435-7510

구미고 054-457-4209

경남 마산고 055-240-3590

진주고 055-748-2995

제주 제주제일고 064-740-8204

지역 학교명           교무실

서울 아현중 02-363-1830

부산 화명중＊ 051-366-3500

대구 대구고 053-231-9500

인천 구월여중＊ 032-433-4005

광주 광주북성중 062-607-7021

대전 대전봉명중 042-826-6872

울산 학성고＊ 052-257-2074

경기 수원제일중 031-225-2084

호원중 031-829-0743

삼평중＊ 031-8016-1012

광명중＊ 070-4858-2806

강원 남춘천중 033-250-9591

원주중 070-7515-2736

강릉중 033-650-6081

전북 전라중 063-252-2261

전남 순천연향중＊ 061-729-7651

목포중앙여중＊ 061-283-0236

경남 경원중 055-264-9994

진주중 055-746-2248

제주 제주제일중＊ 064-750-3200

※  ＊는 2016년 개교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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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중·고등학교
연락처 

School Contact Info

새로운 꿈을 위한 도전!

방송통신중·고등학교와

함께 하십시오!

방송통신중학교

 www.cyber.ms.kr 
방송통신고등학교

www.cyber.hs.kr

홈페이지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입학상담

교재 및 동영상 강의 문의

학습경험인정제 문의

홈페이지 이용 문의

영어 교과상담

수학 교과상담

종합상담

1544-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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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고 (6개교)    ● 여고 (9개교)    ● 남녀공학 (27개교)● 남녀공학 (20개교)



1544-1294
방송중·고 입학상담  I  교재 및 동영상 강의 문의  I  학습경험인정제 문의  I  홈페이지 이용 문의  I  영어·수학 교과 상담

 www.cyber.ms.kr I www.cyber.hs.kr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1길 35(우면동)  I  Fax. 02-579-44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