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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중심의 정규 고등학교로 1974년 서울과 부산의 공립고등학교 부설로 첫 문

을 열게 된 방송통신고등학교는 40년 이상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방송통신고등

학교를 졸업한 동문들은 사회 각계·각층에 진출하여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

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대구와 광주에 처음 문을 연 방송통신중학교는 지속적으로 

설치가 확대되어 현재는 전국적으로 20개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처음으로 정규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이들 중 많은 수가 방송통신고등학교로 진학하

여 학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한 방송·정보통신 수업 등의 위탁 운영 기관으로서 한국교육개발원은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를 위한 사전 

연구를 시작으로 4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방송·정보통신 수업을 기반

으로 저학력 성인, 학업중단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접근성 높은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

주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방송통신중학교 설치를 계기로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더불어 원격수업 기반 중등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날로 다원화되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다양한 교육적 역할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하고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과 스마트 학습환경 구축  

필요성으로 이어집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방송통신중·고등학교가 지금까지 달성한 교육적 성과를 이어가는 것은 

물론,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지속적인 성찰과 논의를 통해 다양한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행복교육 실현을 

향해 한발 더 다가가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은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을 위해 구축한 양질의 원격수업체제를 학생의 전반적인 학습권 

제고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미래교육에서의 새로운 교육적 역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선제적 연구

에도 큰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항상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계자, 그리

고 교육 현장의 방송중·고 교직원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인사말

Contents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설립 취지 및 목적    

연혁    

운영체제    

운영방식    

교육과정 및 방법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출석수업   

방송통신중학교 현황    

방송통신고등학교 현황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교육활동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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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추진조직 

2015년 추진실적

전국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연락처

    

인사말

열린학교 평생교육

U-러닝기반
교육

 중등교육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새로운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첨단 정보통
신기술을 이용한 최고의 사이버
교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가의 교육복지정책에 
부응하여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
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Open Secondary Schools

열린학교!

U-러닝기반 교육!

평생교육!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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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목적 및 연혁

배움의 꿈, 40년의 전통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희망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중등교육 기회 확대

국민교육
수준 향상

평생교육이념
확산 및 정착

교육격차
해소

설립목적

평생교육의 이념을 
확산·정착시켜 나감으로써 
국민 교육 수준 향상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배움의 열정과 꿈을 가진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안겨주고자 방송통신중·고등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2016 부산 화명중, 인천 구월여중, 울산 학성고, 경기 삼평중·광명중, 전남 목포중앙여중·순천연향중, 

 제주 제주제일중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개교(총20개교)

2015 서울 아현중, 강원 남춘천중·원주중·강릉중, 전북 전라중, 경남 진주중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개교(총 12개교)

           

2014 방송통신고등학교 개교 40주년

 경기 상동고·서현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개교(총 42개교)
         대전 대전봉명중, 경기 수원제일중·호원중, 경남 경원중 부설 방송통신중학교(총 6개교)

2013 대구 대구고,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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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방송통신고등학교 사이버교육체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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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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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3

2008

2004
1987

1974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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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 및 운영방식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 시·도교육청
그리고 전국 20개 중학교, 42개 고등학교가 힘을 모아서

방송통신중·고등학교를 이끌어 갑니다.

U-러닝 기반의 평생학습을
실현하는 학교
누구나, 쉽게,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학교 외 학습 경험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학교 

학습경험인정제를 통하여 검정고시, 
평생학습계좌제, 자격증 등 학교 외 학습경험을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과목 이수로 
인정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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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노소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학교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초·중학교 졸업자 및 
동등이상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이라면 누구에
게나 중등교육의 기회가 주어집니다.일반 정규 중·고등학교

수업 연한 3년의 일반 중·고등학교와    
동일한 정규 중·고등학교입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다닐 수 있는 학교
전국의 명문 공립 중·고등학교에 부설 형태로 
설치되어 있으며, 가까운 지역의 원하는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운영방식

(학교실무협의)

교무부장협의회

(학생활동협의)

학생회장연합회

(학교운영협회)

교장협의회

단위학교 운영
(수업, 생활지도, 학사운영)

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사업운영위원회

(사업 심의 및 예·결산)

시·도교육청

행·재정지원
(시·도 교육청 수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 개발, 보급

법·제도 및 
인프라 구축

(국가 수준의체제 구축)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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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및 방법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일반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준용합니다.

교육방법

•원격수업 : 인터넷을 통한 PC·모바일 학습
•출석수업 : 한달에 두번 출석(격주 주말)

교육평가

•지필평가 : 중간, 기말고사 
•수행평가 : 과제물평가, 사이버학습평가, 
         실기평가 등

교육과정

•수업연한 : 3년
•일반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준용
    ※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업시수(단위) 80% 수준 

•학교 외 학습경험 심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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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9월~11월)
•2학기 중간고사

•가을소풍, 축제, 수학여행

•전국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예경연대회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출석수업

월 2회 출석수업을 통해 
다양한 학교생활을 경험하며 영원히 잊지 못할 

학창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갑니다.

봄 (3월~5월)
•입학식

•오리엔테이션, 봄소풍

•1학기 중간고사
여름 (6월~8월)

•교내체육대회

•1학기 기말고사

겨울 (12월~2월)
•2학기 기말고사

•졸업식

•신입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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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교육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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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로그인

교수-학습활동

학사행정정보

업무행정 공유 협력

유비쿼터스 학습환경

시스템

정보인프라

사용자 인증 권한 체크

•학생

•교사

•학교운영자

•통합관리자

•학습 및 진도관리

•학습진도 조회

•과제 제출 및 평가

•온라인 종합상담

•학생정보

•교원정보

•교과담당정보

•반정보

종합상담

시스템

하드웨어

태블릿 PC 스마트폰PC

네트워크 장비 KEDI 전산실

상용 소프트웨어

학습통계

시스템

콘텐츠

공유시스템

행정지원

시스템

학습 콘텐츠

관리시스템(LCMS)

학습 관리시스템

(LMS)

마이페이지

내강의실

우리반

우리학교

•KERIS(NEIS)

•16개 시·도 교육청

학사업무 연계처리

데스크탑 PC, 노트북

PC 학습 모바일 학습

실시간 바로보기 학습시간 + 다운로드 학습시간

스마트폰, 태블릿 PC

반응형 웹을 통한

N-Screen 학습환경

학
습

시
간

 누
적

학
습

이
력

 전
송

학
습

이
력

 전
송

학
습

시
간

 누
적

LMS

학습이력 연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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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경험인정제

학습경험인정제란?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이 학교 외에서 학습한 경험에 대해 심의
를 거쳐 그에 해당하는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법령 :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대통령령 제24423호) 제3조의2

※ 2016년 5월기준

평생학습계좌제

중학교 학력인정 문해교육

입학 전
검정고시

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공공직업훈련시설
취업사관학교

자격증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숙련기술자

중요무형문화재

인정대상

제도혜택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학습경험인정제를 통해 교육과정에 편제된 과목 또는 창의

적 체험활동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받은 과목은 수업과 시험을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경험인정제를 통해 인정받은 경우, 최대 1년 조기졸업을 할 수 있으며 그 외 교육과정은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학습경험인정제로 인정받은 과목은 ‘이수’로 처리됩니다. ‘이수’처리가 된 과목은 성적 및 석차가 산출되지 않아 내신에 반영되지 않습    

니다. 따라서 상급 학교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해당 상급 학교의 전형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습경험인정제 홈페이지 안내

•방송통신중학교 http://pass.cyber.ms.kr
•방송통신고등학교 http://pass.cyber.hs.kr

인정절차

학습경험인정제의 인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경험인정제
신청

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

해당 과목 
이수인정 및
조기졸업

KEDI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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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중학교 현황

방송통신중학교는

현재 전국 20개 명문 공립 중·고등학교에

부설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3
2 5 160 2

5

8

13

826

2,074

3,241

30

81

123

6

12

20

2014

2015

2016

학교수 (교) 학급수 (학급) 학생 정원 (명) 설치 시·도 (개)

|  최근 4년간 주요현황  |

여 79% (2,572명)

남 21% (669명)

총학생 수 3,241명

118명
(3.6%)

40대10대

69명
(2.1%)

19명
(0.6%)

20대

23명
(0.7%)

30대

1,479명
(45.6%)

1,314명
(40.5%)

219명
(6.8%)

50대 60대 70대 이상

|  성별 현황  | |  연령대별 현황  |

|  청소년반 현황  |

※ 2016.4.1 기준

|  졸업생 및 진학현황  | ※ 201명졸업

68명(39%)

7명
(8%)

6명
(7%) 3명

(3.5%)

방송고 기타 특성화고 일반고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서울 아현중 1 4 1 3 1 5 3 12

대구 대구고 2 8 2 17 2 25 6 50

 

 

 구월여중(50명)

아현중(265명)

학성고(35명)

대구고(361명)
전라중(173명)

대전봉명중(170명)

화명중(60명)

경원중(262명)
진주중(115명)

목포중앙여중(50명)
순천연향중(50명)

광주북성중(265명)

제주제일중(43명)

남춘천중(176명)

원주중(180명)

강릉중(173명)

수원제일중(330명)

호원중(331명)

삼평중(75명)

광명중(77명)

강원

경기

대전

전북

서울

인천

광주

전남

경남

부산

울산
대구

제주

전국 총 학교 수 20개교 | 총 학생수 3,241명

■남녀공학 20개교 

※ 학교 수 및 학생 수는 2016. 4. 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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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고등학교 현황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현재 전국 42개 명문 공립 고등학교에

부설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물포고(128명)
인천여고(351명)

경동고(637명)
경복고(504명)
영등포고(389명)
경기여고(379명)
수도여고 (347명)

학성고(312명)

대구고(515명)

전주고(115명)
전주여고(208명)

대전고(200명)
대전여고(361명)

홍성고(193명)
천안중앙고(377명)

동래고(171명)
경남여고(479명)

청주고(352명)
충주고(124명)

마산고(328명)
진주고(216명)

목포고(180명)
순천고(221명)

광주고(195명)
전남여고(375명)

제주제일고(384명)

춘천고(77명)

원주고(152명)

강릉제일고(88명)

황지고(84명)

묵호고(70명)

설악고(92명)

춘천여고(117명)

포항고(176명)

안동고(98명)

김천중앙고(152명)

구미고(270명)

수성고(403명)

수원여고(345명)

호원고(383명)

상동고(233명)

서현고(212명)

강원

경기

대전

전북

서울

인천

광주

전남

경남

부산

울산

경북

충남

충북

대구

제주

전국 총 학교 수 42개교 | 총 학생수 10,996명

■남고 6개교 ■여고 9개교 ■남녀공학 27개교 

※ 학교수 및 학생수는 2016. 4. 1 기준

여 64% (6,992명)

남 36% (4,004명)

총학생 수 10,996명

|  성별 현황  | |  연령대별 현황  |

10대

2,076명
(18.9%)

1,668명
(15.2%)

20대

1,142명
(10.4%)

30대

1,729명
(15.7%)

40대

3,040명
(27.6%)

50대

1,182명
(10.7%)

60대

159명
(1.4%)

70대
이상

|  누적 졸업생 현황  |

1977 1980 1990 2000 2010 2015

2,680 17,369

112,817

168,903

212,200
235,225 239,000

2016

(단위 : 명)

※ 2016. 4. 1 기준

|  대학 진학 현황  |

2~3년제

679명
(47.5%)

일반대

168명
(7.7%)

방송대

339명
(23.7%)

원격 및 
사이버대

235명
(16.4%)

기타

9명
(0.6%)

|  최근 10년간 졸업생 및 진학생 현황  |※ 3,775명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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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중·고등학교 교육활동

배움의 꿈이 실현되는 U-러닝 열린 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희망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홀인원을 꿈꾸며, 인기만점 골프클럽 

서현고 부설 방송고는 개교 이래 학생들의 꾸준한 참여를 통해 배드민턴, 골프 등 다양한 생활 체육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그 중 골프 활동

이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은데, 프로골프 지망생인 방송고 3학년 학생의 재능 기부로 동아리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적극적이고 자

발적인 동아리 활동은 방송고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의 또 다른 활력소로 작용하며 동아리 친구와 함께 만들어가는 활동이기에 즐거움과 만족

도가 더해가고 있다.

세계속의 방송고, 일본 자매학교 방문 

2013년부터 수원여고 부설 방송고와 수성고 부설 방송고는 일본의 방송고인 히로시마현립니시고등학교, 히로시마현립히가시고등학교와 자
매학교를 맺어 1년에 한 번 서로의 학교를 방문하거나 서신교환을 하고 있다. 각 나라의 방송고 학생들은 국적과 연령을 넘어서 다양한 교류
활동을 통해 방송고 학생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각 나라의 교육 문화를 이해하고 학교생활에 즐거움과 보람을 느
낌으로써  학구열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학교 생활의 힘이 되어주는 멘토링 프로그램

제주제일중 부설 방송중은 성인학습자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근 지역 10대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1:1 맞춤형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멘토링 영역은 컴퓨터 활용, 사이버학습, 교과학습,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진행되고 있다. 맞춤형 멘토

링을 통하여 성인학습자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만족도를 높이고자 했다. 

사제동행 도보여행으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대구고 부설 방송중에서는 청소년반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6년 1학기, 10명의 교사와 30명의 학생들

은 남해 미조항에서 가천 다랭이마을까지 총 41km의 거리를 2박 3일에 걸쳐 걸었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선생님과 친구가 있었

기에 모두가 목표 지점까지 안전히 도착할 수 있었다. 이번 사제동행 도보여행을 통하여 학생들의 몸과 마음은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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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및 추진전략

22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정규교육 기회 확대

평생학습사회에 부응하는
중등교육 실현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가능한 교육환경

배움의 꿈이 
실현되는

U-러닝 
열린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지원 
확대

고품질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 확대 및 보급

첨단 방송·정보통신 기반 
U-러닝 학습 체제 구축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관계자 만족도 제고

•원격수업 기반 정규 중·고등학교
•안정적인 운영·지원 체계 구축
•정규 교육과정 콘텐츠 확보 및 
   활용 확장성

•385만명에 달하는 중학교 학력 
   미취득자
•온라인수업에 대한 수요 증가
•일·학습 병행 등 유연한 학습기회
   제공 요구 증대

•겸직교원 중심의 부설형 운영
•예산 확보 및 지원의 한계

•다양한 학생층으로 인한 다양한 
   교육적 요구 증대
•급속한 ICT 발전과 성인 학습자 
   ICT 활용 능력 격차

Strength(강점)

Opportunity(기회)

Weakness(약점)

Threat(위협)

SWOT 분석

SWOT 분석에 따른 추진전략

•방송중·고 학제를 통한 다양한 교육소외계층 중등학력 취득 

지원 확대

•방송중·고 운영체제 기반 공교육 내실화 지원 확대

•지역 수요를 반영한 방송중·고 운영모델 다양화 

•학생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한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 제고

•ICT 환경 변화에 따른 학습 콘텐츠 및 시스템 최신성 유지

•학생의 ICT 활용 능력 제고

•원격수업 기반 정규 학교로서 방송중·고 위상 확립 및 대국

민 인지도 제고

•성인 및 10대 학생 간의 세대통합 맞춤형 운영 방안 강구

•단설형 등 전임교원 기반의 운영 모델 강구

•연중 상시 홍보체제 구축

•주요 교과 수준별 콘텐츠 개발 및 기초학력 튜터링 내실화

•사이버교육시스템 및 콘텐츠에 대한 높은 수준의 사용자 경험

(UX) 제공

강점+기회(적극적 전개)

강점+위협(다각화)

약점+기회(국면 전화)

약점+위협(극복)



추진조직 및 2015년 추진실적

방송통신중·고등학교운영센터는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정책 실현에 앞장서며, 지속적인 연구와 현장 적용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하는 방송통신중·고등학교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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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방송중 6개교 개교(서울 아현중, 강원 남춘천중·원주중·강릉중,

   전북 전라중, 경남 진주중)

•2016년 방송중 8개교 개교(부산 화명중, 인천 구월여중, 울산 학성고, 

   경기 삼평중·광명중, 전남 목포중앙여중·순천연향중, 제주 제주제일중)

•학교 외 학습경험 인정 기준 내실화 방안 연구 수행

•학교 외 학습경험 인정 대상 확대

•학교 단위 운영 정착 지원 및 이수인정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위탁

   심의 실시

•방송고 10대 학생 인성·진로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방송고 신입생 적응 프로그램 및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영어·수학 교과상담 및 기초학력 학습 지원

•방송중·고 신규 사이버교육시스템 운영 조기 안정화

•방송중 1~3학년 및 방송고 전문교과 콘텐츠 개발 완료

•반응형 웹(adaptive web) 기반 사이버교육시스템 서비스 지원

•방송중·고 관련 통계정보 수집 및 분석 체계 개선

•시·도교육청 및 학교 단위 맞춤형 통계정보 제공

방송중 설치 
확대 및 방송고 
연계 교육지원 

강화

학습경험인정제  
인식도 및 

만족도 향상

방송중·고 
교육지원 강화 및 
학사운영 지원 

확대

첨단 정보통신
기술교수
학습환경 
안정화

방송중·고 
관계자

만족도 제고

한국
교육개발원

글로벌
미래교육
연구본부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운영센터

교수학습개발

•방송중·고 교육과정 기획
•방송중·고 교수학습 모형·체제 개발
•방송중·고 콘텐츠 개발 및 관리
•방송중·고 교과교재 제작 및 보급

이러닝체제개선

•방송중·고 관련 법·제도 및 현안문제 개선 사업
•방송중·고 정책 및 연구 결과 환류 사업
•온라인수업 활성화 사업
•학생선수 e-school 구축 및 운영 사업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시스템 개발 사업

총괄기획
•방송중·고 총괄관리 및 지원
•방송중·고 학습경험인정제 심의기구 운영
•방송중·고 사이버교육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방송중·고 전산기기 유지관리 및 통합보안관리

중학교운영
•방송중 운영사업 기획 사업
•방송중 관계자 협의회 지원 사업
•방송중 관계자 국외연수 사업
•방송중 교원연수 운영 사업
•방송중 학사 운영 지원 사업
•방송중 출석수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
•방송중 학습경험인정제 운영 사업
•방송중 홍보 사업
•방송중 기초학력 지원 사업
•방송중 종합상담 운영 및 관리 사업

고등학교운영

•방송고 운영사업 기획 사업
•방송고 관계자 협의회 지원 사업
•방송고 교원연수 운영 사업
•방송고 관계자 국외연수 및 국외 동향조사 사업
•방송고 학사운영 기획 및 지원 사업
•방송고 학업복귀 지원 및 위기학생 관리 사업
•방송고 학습경험인정제 운영 사업
•방송고 홍보 사업
•방송고 기초학력 지원 사업
•방송고 종합상담 운영 및 관리 사업

연구지원
•방송중·고 운영내실화를 위한 발전 방향 검토 사업
•기초연구과제사업
•방송중·고 연구학교 운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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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연락처

방송통신고등학교

지역 학교명 교무실

서울

경동고 070-8660-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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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2-239-8809

전남여고 062-220-0368

대전
대전고 042-220-6264

대전여고 042-630-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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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여고 033-245-7754
원주고 033-740-9160

강릉제일고 033-650-0130
황지고 033-550-0770
묵호고 033-530-7140
설악고 033-630-0380

충북
청주고 043-269-1057
충주고 043-840-6709

충남
홍성고 041-632-0627

천안중앙고 041-563-3352

전북
전주고 063-283-3050

전주여고 063-710-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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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고 (6개교)  ■여고 (9개교)  ■남녀공학 (27개교)

방송통신중학교

지역 학교명 교무실

서울 아현중 02-363-1830

부산 화명중 051-366-3536

대구 대구고 053-231-9500

인천 구월여중 032-435-0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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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7515-2736

강릉중 033-650-6081

전북 전라중 063-252-2759

전남
목포중앙여중 061-283-0238

순천연향중 061-729-7651

경남
경원중 055-264-9994

진주중 055-746-2248

제주 제주제일중 064-750-3252

■남녀공학 (20개교)

새로운 꿈을 위한 도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와

함께 하십시오!

종합상담  1544-1294
방송중·고 입학상담  |  교재 및 동영상 강의 문의  |  학습경험인정제 문의

               홈페이지 이용 문의  |  영어·수학 교과 상담 문의

홈페이지

방송통신중학교

www.cyber.ms.kr
방송통신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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