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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육연구센터는 국가의 교육복지정책에 부응하여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교수·학습 환경 

구축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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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육연구센터는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평생학습 가치에 부응하는 중등교육 구현을 

위해 주어진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육을 기반으로 상대적 교육취약계층을 위한 

정규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습 분석 기반의 수요층별 맞춤형 교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평생학습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중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교수·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교육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교육연구센터의 역사와 함께 해온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러한 성과를 바라보며 큰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 저출산으로 인한 학력인구 감소 및 다문화 사회로의 

진전 가속화, 남북교육교류협력 분위기 조성 등의 변혁의 시대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사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가치 창출이 가능한 창의융합적 인재, 협업적 인재를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한 교육혁신 역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교육연구센터는 

‘교육과 지능정보기술의 융합을 통한 맞춤형 열린학습체제 구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중앙 

디지털교육연구센터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디지털교육연구센터가 지금까지 달성한 교육적 성과를 이어가는 것은 

물론, 교육취약계층을 위한 선도적인 교육정책 실현에 앞장서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 현장을 

연결하는 교육현장 혁신의 허브로써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으로 도래할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 

개발을 통해 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혁신적 포용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취약계층을 위한 

교육혁신을 향해 한발 더 다가가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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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혁

1973 ~

2004~

1987 ~

2013~

2016~

2018~
2011 ~

  1973. 02.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혁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계획 수립(문교부)

  1973. 03.   한국교육개발원에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를 

위한 연구 위탁(문교부)

  1974. 03.    방송통신고등학교 11교 개교 

(서울, 부산지역)

    방송통신고등학교 라디오 수업 및 출석수업 

시작

  1976. 09.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료자의 고등학교 

졸업학력인정평가시험규칙 제정 

(문교부령 제394호)

  1977. 02.   방송통신고등학교 제1회 졸업식 거행 

(졸업생 2,680명)

  2019. 03.  홍성여중(충남)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개교(총 24개교)

  스쿨포유 초등과정 개발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확대 운영 실시 

(15개 시·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시범운영  

지원 사업 운영 실시(17개 시·도)

  2011. 01.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 및 원격 

교육을 통한 교육소외계층 지원 계획 수립 

(  방송통신중학교 설치 지원 계획 포함,  

교육과학기술부)

  2011. 08.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및 동령 

시행규칙 개정(학습경험인정제 도입 및  

학사 운영 근거 마련)

  2012. 01.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1219호) 개정 

(방송통신중학교 설치 근거 마련) 

  2012. 03.  방송통신고등학교 모바일 학습서비스 

시작

   방송통신고등학교 시수단위이수제 

(현 학습경험인정제) 도입 시범학교 운영

(3개교)

  2012. 09. 온라인수업(고등학교) 운영

  1987. 03.  방송통신고등학교 전국 26개 시,  

1개 읍에 설치 및 운영(총 50개교, 

재학생 48,067명)

  2004. 03.  방송통신고등학교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시작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사이버교육 

시범학교 운영(3개교)

  2006. 03.  방송통신고등학교 1학년 

사이버교육체제 시작

 졸업학력인정시험 폐지 

  2008. 03.  방송통신고등학교 사이버교육체제 

전 학년 적용

  호원고(경기)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개교(총 40개교)

  2013. 03.  대구고(대구), 광주북성중(광주)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첫 개교(총 2개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습경험인정제 전면 

시행

  2014. 03.  대전봉명중(대전), 수원제일중, 호원중(경기), 

경원중(경남)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4교 개교 

(총 6개교)

   상동고, 서현고(경기)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2교 개교(총 42개교)

  2015. 03.  아현중(서울), 남춘천중, 원주중, 강릉중

(강원), 전라중(전북), 진주중(경남)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6교 개교(총 12개교)

  2015. 05. 학생선수 e-School 온라인 학습 시스템 구축

  2015. 09. 온라인수업(중학교) 운영

  2016. 02.  방송통신중학교 제1회 졸업식 거행 

(졸업생 201명)

  2016. 03.  화명중(부산), 구월여중(인천), 학성고(울산), 

삼평중, 광명중(경기), 목포중앙여중,  

순천연향중(전남), 제주제일중(제주)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8교 개교(총 20개교)

  2016. 05.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시스템 구축

  2017. 03.  제주제일중(제주)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청소년반 신설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중등과정 운영

  학생선수 e-School 전국 중·고등학교 전면 시행 

(총 2,370개교, 40,128명 수강)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운영 실시(6개 시·도)

  2017. 06.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시범운영 지원 사업 운영 

실시(6개 시·도)

  2017. 07.  학생선수 e-School run-up(기초학력보장) 과정 

개설

  2017. 09.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실시간 화상수업 운영

  2017. 11.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근거 

마련)

  2017. 12.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대통령령 제28517호) 개정 

(수업연한 단축 및 연장 근거 마련)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관리시스템 구축

  2018. 03.  주성중(충북), 천안중(충남), 포항중

(경북)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3교 

개교(총 23개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시범운영 지원 

사업 운영 실시(11개 시·도)

  2018. 04.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제1회 

학력인정평가 시행(최초 학력인정자 

4명 배출)

  2018. 10.  제1회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오프라인 캠프 ‘친구야 함께 가자’ 

개최

  2018. 12.  온라인수업 온라인 평가 시스템 

구축

  2019. 01.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에서  

‘스쿨포유’로 명칭 변경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훈령 280호) 일부 개정 (온라인수업 

이수 결과 기재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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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소개

역할 및 기능비전 및 목표

중점과제

교육과 지능정보기술의 융합을 통한 

맞춤형 열린학습체제 구현

●  중앙 디지털교육연구센터로서 위상 강화

●  고교학점제 도입 등에 따른 온라인 기반 학생 선택형·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

●  맞춤형 교육을 위한 학습분석 기반의 교육지원 서비스 모델 정립

●  학교 밖 학습경험인정체제 내실화 및 활성화

●  학령기 학생 포용, 디지털학교 전환 등의 방송중·고 역할 확대 및 기능 전환 모색

●  정규학교로서 디지털학교 설립 타당성 분석

디지털교육

연구센터

국가 디지털 
교육 정책 연구 및 

수립 지원

디지털교육  
교원 전문연수  

운영

학력·학점 
인정 체제 

구축

수요층별  
맞춤형 디지털 

교육 제공

디지털 기반 
맞춤형 교수 

학습 환경 개발

•디지털교육 전반에 대한 정책·제도 연구

•디지털교육의 혁신적 방법론 연구

esearchR

•방송중·고 운영 지원

•초·중·고 미이수 교과 및 선택교과 개설·운영

•�건강장애학생, 학생선수, 학업중단학생 등을 위한 
디지털교육 기반 학습권 보장

mplementationI

•디지털 교수·학습모델 개발

•국가 교육과정 기반 디지털교육 콘텐츠 개발

•학습분석·디지털교육플랫폼 개발

evelopmentD

•디지털교육 교원 역량 강화 과정 운영

•디지털교육 전문교원 양성 과정 운영

•�디지털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제공

rainingT

•디지털수업 이수·평가 기준 등 평가 지침 수립

•학점 인정 대상 학습프로그램 지정 심의

•학교내·외 학습을 통한 학력인정평가

ertificationC

R&D for ICT

디지털교육

연구센터
교육취약계층을 
위한 정규교육 
기회 확대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 정착

학력·학점인정 
체제의 다양화

06 07



센터 소개

학령기 재학생 수요자 대상

중등 학력 미취득자 대상

미취학·학업중단자 대상

학습권·교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 온라인 수업 운영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설치 및 운영

학습지원 및 학력인정

•   학교 밖 학생을 위한 대안적 학력인정 기회 제공과 학습지원 

프로그램 발굴

•   학교 밖 학생의 학력인정을 위한 기준 및 학력인정체제 구축

-   학력인정평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학력인정평가 및 심의 절차

•   학교 밖 학생 학습지원 프로그램 지정 기준 및 인정체계 구축

-   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지정심의 지표 및 기준, 지정심의 

절차 등

•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제도 및 운영체제 구축

•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수요자 분석 및 설치·운영 컨설팅

•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 특성을 고려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특성에 부합한 교육과정 운영

- 학교 외 학습경험인정체제 구축·운영

•   온라인 수업을 통한 일반 중·고등학교 학생의 과목 

미이수 문제 해소와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   시·도교육청 온라인수업 운영 지침 수립

•   온라인수업 이수 기준, 평가 방법 개선

•   온라인수업 이수 관련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 및 

방법 정립

•   온라인 수업을 통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   학생선수의 수업결손에 따른 학력저하 문제 해결

•   최저학력 기준 미달 학생선수 대상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

•   온라인 수업을 통한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학업복귀 지원

•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의 질 개선 방안

•   건강장애학생 심리·정서적 안정 지원

•   건강장애학생 맞춤형 교육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미개설 교과 선택 학생 및 농산어촌 거주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으로 

시공간적 제약 해소

•   교육정책 방향 및 전략 지원 기반으로서 

고교학점제 지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에서는 다양한 교육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개발 및 
운영 지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

시스템개발운영 학습지원 이러닝 온라인공동교육과정

• 방송중·고 사이버교육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방송중·고 IT인프라/보안 운영 

및 유지관리

• 방송중 ICT 활용 능력 지원

• 학생선수 e-School

•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 온라인 수업

•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 온라인공동교육과정 운영

연구기획

• 센터 사업 총괄 지원

• 기초연구 지원

• 연구학교 운영

• 학습경험인정제 심의기구 운영

방송통신중·고등학교운영

• 방송중·고 설치운영 컨설팅

• 방송중·고 학사운영 기획 및 지원

• 방송중·고 관계자 협의회 지원

• 방송중·고 학습경험인정제 운영

• 방송중·고 홍보 

교수학습개발

• 방송중·고 교육과정 기획

• 방송중·고 교과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방송중·고 기초학력 지원

방송통신중· 
고등학교 
운영 사업

온라인수업 
활성화 사업

미취학·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스쿨포유) 

운영 사업

교육부
법·제도 및  

인프라 구축

시·도 교육청
행·재정 지원

학생선수 
e-School  
운영 사업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시범)운영 사업

지원 사업추진 체계 및 조직

미래교육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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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중등 학력을 취득하지 못한 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국 66개 공립 

중·고등학교에 부설 형태로 설치·운영되는 정규 중·고등학교입니다.

※ 관련근거 :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0조

중등 학력을 취득하지 못한 자  
(중학교는 중학교 학력 미취득자,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학력 미취득자)

월 2회 출석수업을 통해 학교 선생님과 면대면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며, 

입학식, 졸업식, 소풍, 체험학습, 축제, 체육대회, 

수학여행, 학예경연대회, 지필평가 등 다양한 학교생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학습매체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원격수업 학습이 가능하도록 스마트교육  

학습환경을 제공합니다. 

대  상

운영방식

교육 방법

특화 프로그램

수업 연한 3년의 정규  

중·고등학교이며,  

일반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준용합니다.

정규 중·고등학교

초·중학교 졸업자 및 동등이상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중등교육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학교

누구나, 쉽게,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학습경험인정제를 통하여  

입학 전 검정고시, 평생학습계좌제, 

자격증 등 학교 외 학습경험을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과목 이수로 

인정받을 있습니다. 

전국의 명문 공립 중·고등학교에 

부설 형태로 설치되어 있으며, 

가까운 지역의 원하는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한 달에 두번(격주 주말)  

출석수업이 있으며, 평일에는 

인터넷으로 사이버 강의를 

수강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학업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교육 기반의  
평생학습을 실현하는 학교

학교 외 학습 경험을 
인정 받을 수 있는 학교

전국 어디에서나
다닐 수 있는 학교

한 달에 두 번 
출석하는 학교

원격수업 듣기 스마트교육 학습환경

스마트폰,
태블릿 PC

모바일 학습

태블릿 PC,
노트북

PC 학습

학습이력
연계관리

LMS

 방송중·고 학습더하기 프로그램

• 영어·수학 정규교육 이수 지원

• 온라인 튜터링 서비스 운영

• 기초학력 평가를 실시

•   수준별 콘텐츠 및 실시간 화상강의 제공

 방송중 자기이해 프로그램

• 학교 생활 적응력 함양

• 학생 설문 검사 실시

• 전문 강사의 결과 해설 강의

• 학생 활동 프로그램 제공

 방송중 찾아가는 ICT 교실

• 방송중 신입생 대상 정보화 교육 지원

• 전문 강사의 학교 방문 컨설팅 지원

• 기초 컴퓨터 활용 교육

 방송고 인성·진로 수업

• 학생 학업 적응력 제고

• 학생 인성·진로 검사 실시

•   자아성숙도 분석 및 상담 프로그램 제공

출석수업 원격수업

중등 학력 미취득자 대상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방송통신중학교     www.cyber.ms.kr

방송통신고등학교   www.cyber.hs.kr

지원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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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과목

중학교     ms.onlineschool.or.kr

고등학교  hs.onlineschool.or.kr

중학교     ms.e-school.or.kr

고등학교   hs.e-school.or.kr

온라인 수업은 전·편입으로 발생한 미이수 교과,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희소 과목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학생의 

학습권 및 교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원격 교육 제도입니다.

※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48조

학생선수 e-School은 학생선수들의 대회 출전 및 훈련으로 인한  

수업 결손을 보충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 제도입니다.

※ 관련근거 :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 및 제11조

※ 2019년 1학기 기준
※ 매 학기 학생 1인당 2과목까지 신청 가능

일반 중·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구성된 교과 콘텐츠를 활용하여 학습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온라인강의를 활용)

전·편입으로 인한 미이수 교과 또는 미개설 선택교과의 이수가 필요한 중·고등학생
학생선수가 소속된 전국 중·고등학교

※ 운영 일정: 1학기 4~7월, 2학기 9~12월

소속 학교 온라인수업 
관리교사를 통한 
온라인수업 신청

온라인수업 
홈페이지 가입 후
신청 과목 학습

학습경험 
인정제  

온라인 신청

온라인수업 
과제 (1, 2차) 제출

학교 및 
KEDI 심의

시·도교육청
이수 기준에 따라 
기말평가 실시

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

이수 여부 판단 및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단위학교)

해당 과목 
이수 인정 및 

조기졸업

대회 출전에 
따른 수업결손

e-School 학습으로 
결보강 계획 수립

학교장 승인 대회참가 e-School
결보강 실시

e-School
학습확인서

발급

정규과정 런업(Run-Up) 과정

학기 중 대회출전 및 훈련으로 인한 수업결손 
보충, 상시학습 지원 프로그램

학생선수가 소속된 전국의 중·고등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 정규교과  
콘텐츠 중 자율 배정

방학 중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 대상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해당 학년 교과별 평균 중학교 40%,  
고등학교 30% 기준 성적 미도달 학생선수

 중학교(5과목)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고등학교(3과목)   국어, 영어, 사회 

(학교상황에 따라 대체 가능)

내 용

대 상

과 목

1학기 : 3월 ~ 8월
2학기 : 9월 ~ 12월말

여름 : 7월 3째 주 ~ 9월
겨울 : 12월 3째 주 ~ 익년 2월 3째 주일 정

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32개 교과 고등학교 45개 교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19개 교과 고등학교 36개 교과

2019년 4월 기준 

인정대상

정규교육과정 기반 

교과 콘텐츠 
제공

온라인수업 
교과교사를 통한 

체계적인 
학습관리

언제, 어디서나 PC, 
모바일 등을 활용한 

편리한 학습  
가능

정규교과 기반 

학습콘텐츠 제공

학교 교육과정에 맞는  
정규교과 콘텐츠 제공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교과)

학생선수 학습관리 및 

지도의 효율성

온라인[학습자료] 및  
[학습 확인서] 제공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PC, 
모바일, 태블릿을 활용하여 

학습 가능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학습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다양한 학교 외 학습경험을 심의하여 그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인정받은 과목은 3학년 교육과정에 편제된 과목에 

대하여 수업과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인정받은 과목이 많은 경우 최대 1년의 조기졸업이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대통령령 제24423호) 제3조의2

온라인 과제 및  
평가를 통한  

질 관리

대회출전 및  
훈련참가로 인한  

수업결손 보충 학습 지원

학생선수 특화  

온라인  
학습프로그램

대  상
대  상

특  징
특  징

운영 내용

운영 내용

운영 절차

운영 제도 학습경험인정제 

운영 절차

방송통신중학교     www.cyber.ms.kr

방송통신고등학교  www.cyber.hs.kr

인정대상

운영 절차

학력인정  
대안학교

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학교 학력인정 
문해교육

국가무형문화재

자격증 
( 국가자격 및  

공인민간자격)

입학 전 
검정고시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공공직업 훈련시설
내일이룸학교 

(구 취업사관학교)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숙련기술자

학령기 재학생 수요자 대상

온라인수업
학령기 재학생 수요자 대상 

학생선수 e-School

지원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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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일 정

스쿨포유는 만성질환으로 인해 학교 출석이 어려운 건강장애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학습 제도입니다. 

※ 관련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1

시·도교육청에서 건강장애학생으로 선정되거나 장기적인 치료로 인해 스쿨포유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중·고등학생

특수교육대상자 심의 및 
스쿨포유 입교신청서

 작성(단위학교)

회원가입 후 
수업 진행

(관리교사, 학생)

진단서 및 담임교사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교육청에 공문으로 신청

관할 교육청에서 
스쿨포유로 
등록 조치

편리한 학습시스템 

동영상수업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의 

한계 극복

친구들과 함께하는 
실시간 수업 

화상수업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의 한계 극복

편리한

출결 관리

온라인 선생님의  

관리 및  
학습 지원

● 회원가입과 동시에 학습

●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학습

●   과목과 회차 선택이 가능한  
맞춤형 학습

●   학생별로 선택 가능한 다양한 
교과목 제공

●   일방향 동영상 중심 → 실시간/쌍방향 
참여형 수업 → 거꾸로 수업, 블렌디드 러닝, 
토론 등 다양한 수업이 가능

●   주요 5개 교과의 실시간 학습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   화상수업 시스템을 통한 선생님 
및 친구들과의 만남

●   IT기술을 활용하여 시공간적 제약 극복 
→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진로에 맞는 다양한 학습 기회 보장

●   선생님과 학생이 쉽고 간단하게  
출석 현황 확인

● 학생별 온라인 담임선생님 배정

●  주기적인 학습 관리 및 상담 진행

● 오프라인 면담

● 홈페이지, 화상을 통한 질의응답

일반 중·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구성된 교과 콘텐츠 활용

2009 개정교육과정

중학교 19개, 고등학교 45개 과목

2015 개정교육과정

중학교 15개, 고등학교 36개 과목

정규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구성된  

실시간 화상수업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총 5개 과목

1학기 : 2019. 03. 11.(월) ~ 2019. 07. 28.(일)
여름방학 :   2019. 07. 29.(월) ~ 2019. 08. 18.(일)
2학기 : 2019. 08. 19.(월) ~ 2020. 01. 12.(일)
겨울방학 :   2020. 01. 13.(월) ~ 2020. 03. 02.(월)

4월 첫째 주 ~ 7월 둘째 주 : 1학기 화상수업(15주차) 
9월 첫째 주 ~ 12월 둘째 주 : 2학기 화상수업(15주차)

※ 2019년 초등과정 개발, 2020년 운영 예정

온라인공동교육과정은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소인수·심화 과목에 대해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과목을 개설하여  

실시간/양방향 온라인 방식으로 수업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48조

소속 학교 내 미개설 교과목 수강을 희망하는 전국 고등학생

소속 학교에서 교과를 개설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

-   토론·토의, 실험·실습, 프로젝트 활동 등 학습자 중심 수업 방법의 소인수·심화 과목을 실시간/쌍방향 

방식으로 제공

수업 운영 
계획 수립

회원가입 수업 개설 및
수업 개설 승인

수강 신청 및
수강 승인

수업 진행

실시간·양방향 
화상수업 
플랫폼

시·공간적 
제약이 없는 

공동교육과정 
환경 구성

다양한 활용을 
위한 개방형 
서비스 제공

참여 활동형
학습 유도

화상교육 플랫폼

수업관리 시스템(LMS)

사용자 포털 구성

대  상 대  상

특  징

운영 내용

운영 시스템

운영 절차

특  징

운영 내용

운영 절차

동영상수업 화상수업

학령기 재학생 수요자 대상 

온라인공동교육과정중학교    s4ums.onlineschool.or.kr

고등학교  s4uhs.onlineschool.or.kr

학생의 진로 적성 맞춤형 학점제 기반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시스템

학령기 재학생 수요자 대상 

스쿨포유 (건강장애학생) classon.kr

지원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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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은 학교 복귀가 어려운 의무교육단계의 미취학 또는 

학업중단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 밖에서의 학습경험을 

인정하여 학생들의 학업을 지속하고 학력인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96조,제97조,제98조의2

만 24세 이하의 초등학교, 중학교 미취학, 미진학자 및 정원 외 관리자

학습자 등록 
(학습자 및 유관기관)

학습자 확인 및 
승인

(KEDI 및 교육청)

교육과정 학습(학습자) 
및 이수확인서 

발급(유관기관, KEDI)

학력인정평가 
신청(학습자)

학력인정 평가, 
심의 및 결과 통보 
(KEDI, 교육청)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습지원 프로그램으로 

교과교육, 인성교육, 진로체험 등의  

다양한 과정 운영

검정고시 과목합격, 자격사항 취득,  

학력인정 대안학교 등의  

학습경험 인정

현재 중학교 과정만 제공되고 있으며,

방송통신중학교 온라인강의를 기반으로한 

교과교육 프로그램임.

학습지원 
프로그램

학교 밖 
학습경험

온라인 
교육과정

정규교육과정과 자격증 등의 학습경험, 학습지원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학력인정 기준이 충족된 

경우 평가 및 심의를 통해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학습기간 초등학교-4년 이상, 중학교-2년 이상

최소 나이 초등학교-만 13세, 중학교-만 16세가 되는 해의 3월 1일 이후

기준 시수(학습시간) 초등학교-4,692시수 이상, 중학교-2,652시수 이상

※ 과목별 상세 시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미취학·학업중단자 대상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대  상

운영 내용

학력 인정

운영 절차

www.educerti.or.kr

인정 자격

운영 현황

지원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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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현재 전국 66개 명문 공립 중·고등학교에 부설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천
中  구월여중(150명)

男  제물포고(146명)
女  인천여고(256명)

서울
中  아현중(286명)
男女  경동고(335명)
男女  경복고(476명)
男女  영등포고(267명)
女  경기여고(353명)
女  수도여고 (224명)

충남
中  홍성여중(51명)
中  천안중(122명)
男女  홍성고(166명)
男女  천안중앙고(331명) 대전

中  대전봉명중(165명)
男  대전고(132명)
女  대전여고(371명)

전북
中  전라중(249명)
男  전주고(111명)
女  전주여고(222명)

광주
中  광주북성중(256명)
男  광주고(143명)
女  전남여고(464명)

전남
中  목포중앙여중(140명)
中  순천연향중(148명)
男女  목포고(143명)
男女  순천고(222명)

제주
中  제주제일중(124명)
男女  제주제일고(336명)

경남
中  경원중(266명)
中  진주중(174명)
男女  마산고(361명)
男女  진주고(241명)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총 학교 수 24개교ㅣ 총 학생수 4,726명
中   남녀공학 24개교

총 학교 수 42개교ㅣ 총 학생수 9,869명
男   남고 5개교 / 女   여고 9개교 / 男女   남녀공학 28개교

부산
中  화명중(197명)
男  동래고(153명)
女  경남여고(255명)

울산
中  학성고(중)(141명)
男女  학성고(고)(189명)

경북
中  포항중(162명)
男女  포항고(182명)
男女  안동고(77명)
男女  김천중앙고(99명)
男女  구미고(246명)

독도

강원
中  남춘천중(263명)
中  원주중(259명)
中  강릉중(238명)
男  춘천고(111명)
男女  원주고(213명)

男女  강릉제일고(162명)
男女  황지고(42명)
男女  묵호고(72명)
男女  설악고(67명)
女  춘천여고(139명)

경기
中  수원제일중(198명)
中  호원중(220명)
中  삼평중(221명)
中  광명중(208명)
男女  수성고(424명)

女  수원여고(281명)
男女  호원고(435명)
男女  상동고(209명)
男女  서현고(221명)

충북
中  주성중(100명)
男女  청주고(313명)
男女  충주고(102명)

대구
中  경상중(388명)
男女  대구고(577명)

  남녀 학생 현황

  남녀 학생 현황

  연령별 학생 현황

  연령별 학생 현황

  최근 4년간 졸업생 및 진학생 현황

  최근 10년간 졸업생 및 진학생 현황

  최근 5년간 학생 수 현황

  최근 5년간 학생 수 현황

방송통신중학교 현황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현황

방송통신고등학교 현황

운영 현황

※ 학교 수 및 학생수는 2019. 4. 1. 기준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현황

12.9%

30.3%

610 명

2,993명

87.1%

69.7%

4,116 명

6,876 명

총 학생 수

4,726명

총 학생 수

9,86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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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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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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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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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

4,945

2016

1,430

3,775

2018

1,455

3,523

2017

2011

1,707

4,686

2015

1,579

4,267

2013

1,552

4,625

2017

1,273

3,616

2019

1,339

3,342

2018

졸업생 수

진학생 수

2019

2015

2015

(단위 : 명)

(단위 : 명)

(단위 : 명)

(단위 : 명)

13 (0.3%)

28 (0.6%)

77
(1.6%)

793
(8.0%)

732
(7.4%)

4,726

4,476

3,970

3,241

2,074

9,869

9,881

10,378

10,996

11,442

졸업생 수 진학생 수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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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기준, 단위 :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신청 학생 수
중학교 4,923 5,843 7,145 3,725

고등학교 4,697 8,019 11,585 6,458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신청 학생 수
중학교 24,396 25,026 25,558

고등학교 21,016 22,529 21,894

(2019년 4월 기준, 단위 : 명)

연도별 온라인수업 신청 학생 수 현황

연도별 학생선수 e-School 신청 학생 수 현황

4,697 

8,019 

11,585 

6,458 

12,000

8,000

4,000

0

21,016 22,529 21,894

30,000

20,000

10,000

0

2017 2018 2019

2016 2017 2018 2019

중학교

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7,145 

3,725 
4,923

5,843 

25,558 24,396 25,026 

109
274 317

2017 2018 2019

270

87

277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신청 학생 수
중학교 87 277 270

고등학교 109 274 317

(2019년 4월 기준, 단위 : 명)
연도별 스쿨포유 신청 학생 수 현황

350

0

구분 2018년 2019년

학습자 수
초등학교 86 41

중학교 154 67

학력인정 학생 수 12 4

(2019년 5월 기준, 단위 : 명)
연도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자 현황

12
4

154

41

2018 2019

6786

120

0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인정 학생

구분 2018년 2018년 겨울 계절학기 2019년

개설 과목 수 89 11 93

신청 학생 수 고등학교 884 100 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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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11 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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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018 겨울 2019

(2019년 5월 기준, 단위 : 개, 명)
연도별 온라인공동교육과정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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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현황

학생선수  
e-School 현황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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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육연구센터는 

교육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과 지능정보기술을 융합하여

맞춤형 열린학습체제를 구현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때 하고 싶었던 공부, 지금 나에게 선물하세요!

디지털교육연구센터 openschool.kedi.re.kr

방송통신중·고등학교 | 1544-1294

스쿨포유(건강장애학생) | 043-530-9735

교실온닷(온라인공동교육과정) | 043-530-9164

온라인수업 | 043-530-9759

학생선수 e-School | 043-530-9757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 043-530-9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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