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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 8. 5.(월) 조간

(인터넷․온라인 : 8. 4.(일) 09:00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9. 8. 2.(금) 대변인실 044-203-6581

담 당 과 교수학습평가과
담당과장 조훈희 (044-203-6729)

담 당 자 교육연구사 길호진 (044-203-6346)

교육부-시·도교육청,「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 계획」발표

◈ 운전면허·컴퓨터 자격증 취득 등 예비사회인 맞춤형 프로그램 70 여개 신규 제공

◈ 경찰청 등 9개 부처가 함께 나서는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의 자율적인 학사운영 모델 확산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능을

100여일 앞둔 8월 5일(월)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계획 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계획에는 수능 이후 진학과 사회 진출을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체험과 예비사회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년말 취약

시기에 학생의 안전과 생활지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 그간 학교에서는 수능 이후 시기를 진학 및 취업 준비, 자기개발 

시기 등으로 운영해 왔으나,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

ㅇ 특히 지난 해 강릉 펜션사고 이후,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교사 및 학생 설문조사와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

[설문 대상별 주요 응답(총 28,524명)]
△(졸업생) ‘흥미와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부족했다’(63.3%)
△(재학생) ‘운전면허, 컴퓨터 등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57.3%)
△(교사)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 확대(수업일수 및 시수 조정)가 필요하다’(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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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사회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 신규 지원

□ 학생들의 운전면허 및 컴퓨터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금융교육 등 예비 사회인 교육을 지원한다.

ㅇ 도로교통공단은 희망 학생이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2시간 수강할 경우, 이를 필수이수 교육 시간으로 인정하여 곧바로 

학과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 서울(도봉, 서부), 경기(용인, 안산, 의정부) / ’19년 시범 실시 후 확대 추진

v (운전면허 취득절차)

(신규 제공 프로그램: 시범운영)
신체검사, 교통안전교육* → 학과시험
* 면허취득을 위한 필수교육

→ 기능시험 →운전연습(연습면허) →
도로주행
시험

ㅇ 대한상공회의소는 학교와 사전 협의를 통해 학생이 희망하는 일정에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시험(필기)에 응시할 수 있도록 

상설시험을 개설한다.

ㅇ 이와 더불어, 예비 사회인에게 꼭 필요한 금융교육(금융감독원 등),

근로교육(고용노동연수원), 세금교육(국세청) 등도 적극 지원한다.

※ 증권의 비밀, 신용관리의 중요성, 취준생을 위한 노동법, 내 손안의 세금교실 등

□ 오랜 기간 학업에 열중한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체육활동 및 자기개발 프로그램도 확대 제공한다.

ㅇ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희망하는 종목을 위주로 

고3 대상 지역·학교별 학교스포츠 클럽대회 등을 운영한다(특교20억 지원).

ㅇ 또한, 교육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16개 이상의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자기개발 프로그램*과 교육 자료를 확대 제공한다.(’18년 57개→ ’19년 76개)

* 고3 수험생을 위한 박물관 산책(문체부), 과학수사 잡코칭 토크콘서트(국과수),

고3 힐링캠프(여가부), 고3 추천 EBS 콘텐츠 큐레이션 페이지 제공(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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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 부처가 함께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11.14.~11.30., 17일간)

□ 지난해 발생한 강릉펜션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학교에 대한 생활지도

지원 및 사회적 학생 안전망 구축을 위해 범부처가 함께 나선다.

ㅇ 11.14.(수능일)부터 11.30.까지 17일간을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운영하며,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시설 및 유해

환경, 숙박업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 안전지도 및 순찰을 강화한다.

※ 부처협의(8～9월)→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 상정(10월)→운영계획 발표(11월 초)

ㅇ 각종 사고 예방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각 부처의 다양한 교육

자료도 학교에 안내하여 학생 안전교육을 지원한다.

※ 어울림프로그램(교육부, stopbullying.re.kr, 동영상등), 문화예술자료(문체부, www.mcst.go.kr,
게시판), 예비부모교육(여가부, www.mogef.go.kr, 동영상·pdf·ppt) 등 [붙임1-9] 참조

 학교의 자율적인 학사운영 모델 확산

□ 각 학교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이고 자율적으로 학사운영을 

계획하고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탄력적 학사운영 사례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를 통해 내실있는 교육활동을 운영한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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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 및 학교별 학사운영지원단*이 중심이 되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자율적 학사운영 모델을 확산한다.

□ 학교에서는 이번 계획과 시·도교육청의 안내사항을 바탕으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자율 선택하고, 이를 2학기 학사일정에 반영하게 된다.

ㅇ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교육부 누리집 및 블로그,

창의인성교육넷 ‘크레존’, ‘에듀넷 티클리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교육부 누리집: www.moe.go.kr(보도자료) / 교육부 블로그:blog.naver.com/moeblog
크레존: www.crezone.net, 에듀넷 티클리어: www.edunet.net, [붙임1] 등 참조

□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 계획은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

하면서, 정부 부처와 유관 기관의 전문성을 공동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밝히며,

ㅇ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 교육을 의미 있고 건강하게 마치고, 준비된 사회인

으로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1. 수능이후 학사운영 지원 프로그램 1부.

2. 수능이후「학생 안전 특별기간」운영 1부.

3. 자율적인 학사운영 모델(예시)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길호진 교육연구사(☎044-203-634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고등학교 학사운영 장학지원단(예시), 울산
- (구성) 시교육(지원)청 장학관 및 장학사, 교감 및 교육과정 T/F팀
- (역할) 학사운영에 대한 컨설팅, 정기적 실태파악, 개선방안 지원

v 탄력적 학사운영을 위한 학년별 학기별 이수단위 조정 예시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일반적인 운영 34 34 34 34 34 34 204

세종 아름고 35 35 35 35 35 29 204

울산 대송고 36 36 36 36 30 30 204

※ 1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을 의미

v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 연계 프로그램 운영 예시
구분 프로그램명 관련 교과(군) / 영역
교과연계 ∘노동인권교육, 금융(납세)교육 ∘사회, 교양(진로와 직업) 등

창체연계 ∘운전면허․컴퓨터 교육, 노동교육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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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수능이후 학사운영 지원 프로그램

 운전면허(안전) 교육 프로그램 (도로교통공단)

 □ 개요

ㅇ (프로그램명) 「운전면허 가이드」

ㅇ (목적) 예비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 향상과 운전면허 취득 지원

 □ 주요내용

◦ (추진방향) 고3 학생의 교통안전의식을 함양하여 교통사고를 예방

하고 소중한 생명 살리기에 기여

◦ (기간) 11월 중순(수능 이후) ~ 12월 말, 약 4~5주

◦ (주관) 서울 도봉 등 9개 운전면허시험장(하단 참조)

⇒ 고령 운전자 교육 등 운전면허시험장 본연의 업무를 감안하여

’19년 9개 기관에서 시범 실시 후 확대 추진

◦ 세부 내용

- 1부(50분): 윤창호 법 등을 반영한 응시 전 교통안전 교육용 동영상

- 2부(50분): 최근 교통사고 유형, 안전운전 방법, 운전면허 취득 절차

◦ 운영방식

- (면허시험장 방문교육) 면허시험장으로 방문교육을 교통안전교육

(1시간 이수필수)으로 인정 → 곧바로 학과시험 응시 가능

※ 5개 운전면허시험장(서울도봉․서부, 경기의정부․안산․용인)

v (운전면허 취득절차)
(신규 제공 프로그램: 시범운영)

신체검사, 교통안전교육* → 학과시험
* 면허취득을 위한 필수교육

→ 기능시험 →운전연습(연습면허) →
도로주행
시험

※ 「도로교통법 제73조제1항」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함

※※ 단, 본 교육 이수가 운전면허 학원 등록 시 이수해야하는 3시간의 교육을

대체하는 것은 아님

- (학교 방문교육) 면허시험장에서 관할 고등학교 방문하여 교육진행

※ 4개 운전면허시험장(서울 강남․강서, 강원 원주, 경북 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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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일정

v (신청 기간) 8.5.(월) ～ 8.30.(금)

v (신청 방법) 학교에서 개별 시험장으로 유선 연락하여 상세일정 협의

※ 교육대상 학교(학생)는 선착순으로 선정

◦ (면허시험장 방문교육) 교육희망 일자 및 시간을 시험장과 협의

시험장 횟수 시간 회당 인원 교육장소

도봉 주3회
09:30
11:00
15:00

150명
본관

교통안전교육장

서부 주2회
09:30
14:30

50명
본관

교통안전교육장

용인 주1회 09:00 50명
본관 2층

교통안전교육장

안산 주1회 10:00 100명 별관 3층

의정부 주2회
09:30
14:00

70명
본관 3층

교통안전교육장

※ 위 내용은 학교와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함

- 도봉 02-2092-0140, 서부 02-300-3521, 용인 031-289-0122

안산 031-490-2854, 의정부 031-850-8720

◦ (학교 방문교육) 교육희망 일자, 시간, 장소, 인원 등을 시험장과 협의

- 강남 02-2193-7623, 강서 02-2669-2931, 원주 033-737-0621

문경 054-550-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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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자격증 취득 지원 (대한상공회의소)

 □ 개요

ㅇ (기간) 2019.11.14.(수능일)~2019.12.31., 기본 매주 화요일 10:50
※ 이외 일정은 각 상의 담당자와 협의 후 개설 가능

◦ (대상) 전국 고등학교 3학년생

◦ (종목)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1·2급 필기

종목 등급 시험
방법 시험과목 출제

형태
시험
시간

검정
수수료

접수
수수료

워드프
로세서

단일
등급

필기
시험

- 워드프로세스일반
- PC 운영체제
-컴퓨터및정보활용

객관식
60문항 60분 15,700원 1,200원

컴퓨터
활용능
력

1급 필기
시험

- 컴퓨터 일반
- 스프레드시트일반
- 데이터베이스일반

객관식
60문항 60분 17,800 1,200원

2급 필기
시험

- 컴퓨터 일반
- 스프레드시트일반

객관식
40문항 40분 17,800 1,200원

※ 단체 접수시 접수수수료(1,200원) 면제, 환불규정 홈페이지 참조
※ 위 자격은 필기시험 합격 후 실기시험 응시 가능하며 자격증 발급은 필/실기
모두 합격해야 함

◦ (시행방안) 전국 53개 상설시험장-학교 간 수요 매칭 후 상설시험 일정 개설

- 1단계: 학교-지역상의 간 희망 시험일정 사전협의 및 기관등록

- 2단계: 학생 대상 일정공지 및 응시명단 취합(학생 홈페이지 회원가입 완료)

- 3단계: 자격평가사업단 홈페이지 단체접수(http://license.korcham.net)

구분 기준인원 접수기간 시험기간/시험일 시험시간 시험장소

상설
시험 5인이상 11/14～11/28 11/18～12/20

* 가능일정사전협의

[1조]09:20
[2조]10:50
*10분전 입실

전국상의
53개

상설시험장

◈ 단체회원 가입안내
- 1단계 : 학생 개인회원 가입>응시일정․종목 선택>소속기관 선택
- 2단계 : 교사 단체접수 매뉴얼 확인 > 단체 등록 및 관리자용 로그인 >

수험생 확인․결제
※ 자격 급수별 5인 미만의 경우 개인접수만 가능하며 접수수수료 발생

◈ 응시방법
- 1단계 : 수험표 수령 및 시험일시, 장소 확인
- 2단계 : 신분증, 수험표를 지참하여 해당 일정에 응시
◈ 합격발표: 시험일 다음날 10시,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 자격시험 참고자료
- [자료실]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종목소개 동영상
- [활용현황] 자격활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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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설시험장 현황

◦ 응시일정은 각 상의 담당자와 일정협의 후 개설(인원은 1조 기준)

권역 상의 인원 전화 주소
서울 서울 80 02-6050-377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지하1층 상설시험장
부산 부산 51 051-990-71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대구 대구 58 053-222-3124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7
인천 인천 48 032-501-9422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382 대한빌딩 6층
광주 광주 50 062-350-5851 광주광역시 서구 대남대로 465
대전 대전 55 042-480-3053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울산 울산 40 052-228-3122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97
세종 세종 30 070-4163-272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003 펠리체타워3 5층

경기

수원 50 031-244-345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
안양과천 40 031-447-917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33 3층

부천 40 032-663-6601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289
성남 40 031-781-790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164

경기북부 30 031-877-5811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231 수내빌딩 4층 상설시험장
평택 28 070-7729-1877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149
안산 30 070-4571-582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0 A동(본관) 3층 사무실
화성 28 031-350-7928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토성로 14
용인 31 031-336-252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81

광주하남 30 031-761-9090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69가길 8
광명 35 02-2060-3047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 20 야우리빌딩 901호

경기동부 28 031-592-3039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 248번길 39 다남프라자 405호
고양 36 031-969-581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번길 38-31 4층
포천 23 031-535-0072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34번길 8
파주 29 031-8071-4240 경기도 파주시 금빛로 15 미라클프라자 1001호

강원

춘천 30 033-251-2673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29
강릉 35 033-643-4411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원주 30 033-743-2994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551
속초 25 033-633-2564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98 신성빌딩 6층
동해 20 033-533-3976 강원도 동해시 중앙로 240 라푸마 (천곡동)

충청

청주 40 043-229-2744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06 (북문로2가)
충주 20 043-843-7004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31 (금릉동)
음성 20 043-873-9911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286 (오류리)

충남북부 30 041-559-5707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불당동)
서산 20 041-663-3063 충청남도 서산시 읍내3로 28 (읍내동)
당진 28 041-357-2500 충청남도 당진시 남부로 256 (수청동)

전라

전주 40 063-280-117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276 6층
익산 35 063-857-3535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187 (남중동)
군산 32 063-453-8603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안3길 20 (조촌동)

전북서남 28 063-537-4511 전라북도 정읍시 서부로 6 (연지동)
목포 30 061-242-8581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 173번길 29 (중동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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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29 061-741-5511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18 (장천동)
여수 26 061-641-4001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55 (광무동)

경상

안동 25 054-859-3090 경상북도 안동시 축제장길 240 (운흥동)
경주 45 054-741-6604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67-2 (동부동)
구미 32 054-454-6601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120 (송정동)
경산 30 053-811-3031 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 223 (중방동)
칠곡 25 054-974-0850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 1길 7 (삼청리)
창원 30 055-210-3092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66 (신월동)
진주 37 055-753-0411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255 (상대동)
사천 25 055-833-2204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사천대로 969-4 (금문리)
양산 28 055-386-4005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198 (북부동)
김해 30 055-337-6001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 422번길 24 (부원동)
거제 35 055-637-3830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로 14길 43-8 (고현동)

제주 제주 25 070-4566-97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1길 18-4 (도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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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교육 프로그램 (고용노동연수원)

 □‘찾아가는 청소년 고용노동교실’

ㅇ (일시/장소) ’19.11.15.~’20.1.31. / 신청학교(45회 약 9,000명)

ㅇ (대상) 졸업·취업을 앞둔 고3

ㅇ (내용) 5개 강의주제 중 택 1

강의 주제 교육내용 교육
시간 교육비

노확행-노동을 통해 찾는
확실한 행복

(노동의 가치와 직업윤리)

· 노동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 노동의 필요성과 중요성
· 직업과 직업윤리

2H

무

료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노동법

· 노동자 정의 및 노동자 찾기
· 임금 지급원칙, 청소년의 근로시간과
휴일·휴게 사례 실습

2H

취준생을 위한 노동법
· 근로계약의체결및근로계약서작성요령
· 근로시간·임금·휴일·휴게
· 계약해지 및 부당해고

2H

성희롱 예방 및 대처방안 · 성희롱의 정의와 유형 및 대처방안
·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2H

노와 사, 함께 만드는 우리
일터

·노동3권
· 노동자와 사용자, 노동조합
· 노와 사가 만드는 협력적 관계

2H

ㅇ (수강신청) 고용노동연수원 청소년고용노동교육 홈페이지 

(https://youth.koreatech.ac.kr)

- 교육신청기간: 2019. 8. 26(월) ~ 8. 30(금)

- 교육확정안내: 2019. 9. 4(수) * 대상 학교에 공문 송부 예정

- 강사안내: 2019. 9. 20(금)

ㅇ (선정기준) 선착순으로 하되, ①다수 교육인원, ②수도권 외 지역 

신청 학교 우선 선정

ㅇ (교육문의) 청소년교육팀(031-760-7873~7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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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청소년 노동교육 

ㅇ 지원과정 

교육과정명 교육대상자 교육
기간 학습기기 수강

료

아르바이트생이 꼭 알아야할
핵심근로기준법과정

중고생,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4주
<15강>

PC,
스마트폰 무료

(중고생용)
청소년노동인권및근로권익보호이해과정 중·고등학생 4주

<12강좌>
PC,

스마트폰 무료

(교사용)
청소년노동인원및근로권익보호이해과정 중·고등학교 교사 4주

<12강좌>
PC,

스마트폰 무료

(청소년용)
올바른 직업관과 노동의 필요성 청소년 4주

<4강좌>
PC,

스마트폰 무료

웹툰·동영상으로보는꼭알아야할노동법상식
중·고교생,대학생,알
바생, 취업준비생
등 전국민

연중 PC,
스마트폰 무료

ㅇ (학습일정) 월 단위 개설(연중 가능)

- 등록: 전월 마지막 주 ~ 당월 첫째 주  * 예) 4월과정등록기간: 3.25 ～4.5

ㅇ (수 강 료) 무료

ㅇ (학습사이트) 고용노동연수원 홈페이지(https://elti.koreatech.ac.kr)

ㅇ (문의) 사이버학습지원팀(031-760-7791~7796, cwlee@korea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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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교육 프로그램 (국세청)

□ 예비 사회인을 위한 생활 속 세금 안내 

ㅇ 일시 : 2019.11.18.(월)~12.13.(금)

ㅇ 장소 : 전국 7개 지방청 및 세무서, 해당 학교 지정 장소

ㅇ 내용 : 세금의 전반적 소개와 생활 속 세금 안내 

ㅇ 기타 : 고등학생용 리플릿 제공

※ 내 손안의 세금교실: 세금의 의미, 종류,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세금 소개

ㅇ 신청방법 : 단위학교에서 개별 신청(’19.8.5.~8.30., 선착순)

 ① 중부청 세금교육

ㅇ 일시 : 2019.11.27.(수)

ㅇ 주관 : 수원세무서(031-250-4244)

교육일시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내용
11.27(수) 10:00～10:50 영복여자고등학교 청소년과 세금 교육

 ② 인천청 세금교육

ㅇ 일시 : 2019.11.21.(목)~22.(금), 12.9.(월)~10.(화)
ㅇ 주관 : 인천세무서(032-770-0244)

교육일시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내용
11.21.(목) 추후 협의 가능

인천세무서

회의실
생활 속 세금 교육

11.22.(금) 추후 협의 가능
12.09.(월) 추후 협의 가능
12.10.(화) 추후 협의 가능

 ③ 대전청 세금교육

ㅇ 일시 : 2019.11.18.(월), 11.120(수), 11.122.(금)
ㅇ 주관 : 서대전 세무서(042-480-8245)

교육일시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내용
11.18.(월) 14:00～17:00

각 신청 학교
세금의 의미와 국세청이

하는 일
11.20.(수) 14:00～17:00
11.22.(금) 14: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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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부산청 세금교육

ㅇ 일시 : 2019.12.04(수)
ㅇ 주관 : 부산지방국세청(051-750-7277)

교육일시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내용

12.04(수) 10:00～11:30 부산지방국세청
1층 대강당 세금과 우리생활

 ⑤ 대구청 세금교육

ㅇ 일시 : 2019.11.19.(화)~28.(목)
ㅇ 주관 및 장소 : 각 세무서, 각 신청 학교 강당 등(053-661-7277)

※ 포항, 상주, 영덕세무서의경우각세무서에서교육, 그외각신청학교와협의에따름

교육일시 교육시간 교육주관 교육내용

11.19.(화) 10:30～11:30 동대구세무서 세금의 역사와
생활 속 세금 교육

11.19.(화) 14:00～16:00 포항세무서 세금교육 및 세무서 견학

11.19.(화) 14:00～17:00 경산세무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세금이야기

11.19.(화) 14:00～17:00 상주세무서
대회의실 세금교육 및 세무서 견학

11.20.(수) 10:00～12:00 남대구세무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세금이야기

11.20.(수) 10:00～12:00 경주세무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세금이야기

11.20.(수) 10:00～12:00 수성세무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세금이야기

11.20.(수) 10:30～11:30 구미세무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세금이야기

11.20.(수) 14:00～17:00 김천세무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세금이야기

11.20.(수) 15:00～16:00 영주세무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세금이야기

11.20.(수) 14:00～15:00 영덕세무서 세금교육 및 세무서 견학

11.21.(목) 10:00～12:00 서대구세무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세금이야기

11.21.(목) 10:00～12:00 북대구세무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세금이야기

11.26.(화) 14:00～15:00 안동세무서 세금의 정의 및 종류
생활 속 세금

11.28.(목) 14:00～15:00 안동세무서 세금의 정의 및 종류
생활 속 세금

11.28.(목) 10:00～12:00 서대구세무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세금이야기

11.28.(목) 10:00～12:00 경주세무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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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박물관 및 국세홍보관 견학

ㅇ 내용 : 세금의 역사와 세금 관련 정보 제공

ㅇ 대상 : 수능시험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생

ㅇ 이용방법 : 국세청 운영 홍보관 견학 및 교육

※ 국세청 조세박물관(세종시 나성동, 044-204-4646), 서울청 국세홍보관(서울시

종로구 02-2441-5615), 부산청 세미래홍보관(부산시 연제구, 051-750-7278),

광주청 세미래체험관(광주시 서구, 062-382-2637)

 ① 조세박물관 견학

ㅇ 일시 : 2019.11.19.(화)~12.13.(금), 기간 내 박물관 개관일

ㅇ 장소 : 조세박물관

 ② 서울청 국세홍보관 견학 및 교육

ㅇ 일시 : 2019.11.19.(화)~12.13.(금), 기간 내 홍보관 개관일

ㅇ 주관 : 서울지방국세청(02-2114-5615)

교육일시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내용
11.19(화) 10:00～12:00

서울국세홍보관
세금의 역사와 생활 속

세금 교육

11.20(수) 10:00～12:00
11.21(목) 10:00～12:00
11.26(화) 10:00～12:00
11.27(수) 10:00～12:00
11.28(목) 10:00～12:00
12.03(화) 10:00～12:00
12.04(수) 10:00～12:00
12.05(목) 10:00～12:00
12.10(화) 10:00～12:00
12.11(수) 10:00～12:00
12.12(목) 10:00～12:00

 ③ 광주청 세미래체험관 견학 및 교육

ㅇ 일시 : 2019.11.22.(금), 12.13.(금), 12.20.(금)

ㅇ 주관 : 광주지방국세청(062-236-7275)

교육일시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내용
11.22.(금) 14:00～17:00 광주

세미래체험관

세금개요 및 체험,

국세청 소개
12.13.(금) 14:00～17:00
12.20.(금) 14: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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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프로그램-1 (금융감독원)

 □ (방문교육) 1사 1교 결연 금융회사에서 방문교육을 실시하되,

미결연 학교는 유관기관, 대학생 봉사단 등과 함께 최대한 수용

◦약 2시간 강의 분량으로, 최대 6주 기간* 중 금융회사와 학교가

9월초 일정·장소 등을 탄력적으로 협의하여 진행

    * 수능일('19.11.14.)부터 학년 종료일('20.2.29.)까지 중 교육과정 운영기간

➡ (방문교육 수요/공급 파악)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수능 이후 고3 금융교육 신청’을 개설하여 방문 금융교육 신청 접수

    * 1차(7월23일까지), 2차(8월30일까지), 3차(9월30일까지)  

◦금감원은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에 교육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고등학교에 결과를 안내하고, 현장 방문 교육이 곤란한 학교는

강의 동영상 제공하여 자율교육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금감원대학생봉사단,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등

 □ (자율교육 지원) 결연·강사 파견이 어려운 학교 및 방문교육 

실시를 원하지 않는 학교의 경우 동영상 자료 등을 제공

➡ (자율교육 방법) ①모범강의 동영상(2시간 분량) 시청 지도, ②담당 

선생님이 모범강의 동영상을 사전에 학습하고 제공되는 표준 

강의안을 활용하여 직접 수업 

 □ (교육 내용) 금융상품, 신용관리, 학자금 대출, 부동산 계약,

금융사기 방지 등을 주제로 하되 흥미 유발을 위해 동영상 활용

◦기초적이고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이나 팁 위주로 교육

 □ (신청방법)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www.fss.or.kr/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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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프로그램-2 (한국예탁결제원/재단법인 케이에스디나눔재단)

 □‘금융똑똑 경제똑똑’찾아가는 금융교육

ㅇ 일시/장소 : 신청 학교와 협의

ㅇ 대  상 : 고등학교 3학년

ㅇ 과정명 : 금융특강 - 똑똑한 경제사회인 되기

ㅇ 내  용 : 현금 없는 사회, 전자증권 발행 등 최근 급변하는 우리

사회를 살펴보고, 현명한 금융생활을 위한 준비방법

알아보기

구분 주제 주요 내용

Part 1 금융생활의 이해
. 우리 생활에서 금융의 중요성과 다양한 금융회사와
금융상품 이용방법을 알아보기

Part 2 디지털 금융의 이해

. 현금 없는 사회, 전자증권 발행 등 금융생활의 변
화를 유도하는 다양한 혁신 기술 (로보어드바이저, 빅
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알아보기
. 최근 우리 주변의 금융생활 변화를 살펴보고, 이용
방법 알아보기

Part 3
현명한 금융생활을
위한 첫걸음

. 현명한 금융인의 첫걸음, 저축관리 Tip

. 똑똑한 금융인의 첫걸음, 지출관리 Tip

. 행복한 금융인의 첫걸음, 신용관리 Tip

ㅇ 이용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19.8.5.~8.30., 선착순)

- KSD나눔재단 홈페이지 : https://nanum.ksd.or.kr

(‘금융교육 신청’ → 찾아가는 금융교육 → 예약대상 선택 후 예약하기)

※ 신청시 교육과정은 ‘금융상식’으로 지정, 기타사항에 “고3 수험생 금융특강

요청” 작성 요망)

ㅇ 기타

- 교육시간 : 1 ~ 2시간

- 지원대상 : 50개교 (예정)

- 교육형식 :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한 집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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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협업 사항

가. 온라인 금융교육

ㅇ 내용 : 온라인 교육 동영상 이용 지원

ㅇ 대상 :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

ㅇ 이용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

- KSD나눔재단 홈페이지 : https://nanum.ksd.or.kr
(‘금융교육 신청’ → 온라인 금융교육 → 동영상 선택 후 시청하기)

- 한국예탁결제원 유튜브 채널 

(재생목록 → 나눔재단 금융스토리 → 동영상 선택 후 시청하기)

대상 주제 온라인 콘텐츠 내용 형식

초 등
용돈이야기 혼자서도 용돈관리 할 수 있어요

애니메이션투자이야기 현명한 투자자 되기
증권의 비밀 증권 속 이야기 보따리 Ⅰ, Ⅱ

중고등

청소년 금융상식 차근차근 알아가는 금융상식
1인방송

청소년 금융투자 금융투자, 하나부터 열까지
청소년 기업가 훌륭한 미래의 기업가

웹툰
JOB아라 금융진로 찾아라! 나에게 맞는 금융권 진로

성 인
100세 시대 금융생활

100세 시대를 위한 연금상품
천차만별 금융사기

인포그래픽
아는만큼 부자 되는

금융투자
생활 속 금융과 나를 위한 금융투자, 생애
주기별 재무설계와 여러 가지 금융투자 상품

나. 증권박물관 연계 금융교육

ㅇ 내용 : 증권박물관 전시관람과 교육을 연계한 내방형 프로그램

ㅇ 대상 :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

ㅇ 기간 : 연중 상시운영

ㅇ 장소 : 한국예탁결제원 일산센터 (경기 고양시 소재)

ㅇ 이용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

- KSD나눔재단 홈페이지 : https://nanum.ksd.or.kr
(‘금융교육 신청’ → 박물관 방문 금융교육 → 박물관 홈페이지 이동)

- 증권박물관 홈페이지 : http://museum.ksd.or.kr
(‘교육프로그램’ → 예약하기 → 단체예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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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제 교육 내용 교육시간

초 등
용돈이야기 화폐 변천사, 합리적 소비, 용돈기입장 작성

1～2시간투자이야기 저축과 투자, 다양한 저축상품과 투자상품
초등학생 금융이야기 금융상식, 용돈관리, 저축과 투자, 나눔정신

중고등

똑똑한 청소년 금융상식 금융회사의 역할, 저축과 투자, 신용관리

1～2시간

똑똑한 청소년 금융투자 주식과 채권의 이해, 모의주식투자 체험
똑똑한 청소년 기업가 CEO 이야기, 기업운영의 조건, 기업 만들기

금융특강 금융상식, 저축과 투자, 신용관리, 나눔정신
증권시장 특강 증권시장의 이해, 직업의 종류 및 역할

고3 사회새내기 금융특강 생애설계, 현명한 소비, 금융사기, 나눔정신

성 인
100세 시대 금융생활 금융투자, 신용관리, 금융사기

1～2시간
아는만큼부자되는금융투자 투자 원칙, 노후를 위한 연금, 재무설계

다. 청소년을 위한 금융뮤지컬

ㅇ 내용 : 공연과 교육을 결합한 증권박물관 내방형 프로그램

ㅇ 대상 : 고등학생 100인 이상 대규모

ㅇ 기간 : 12월중 총 10회 (예정)

ㅇ 장소 : 한국예탁결제원 일산센터 (경기 고양시 소재)

ㅇ 공연 개요

- 공 연 명 : 미스e의 시크릿 머니

- 공연시간 : 70분 (오리엔테이션, 사후 설문 포함시 90분)

소요시간 진행 내용 비 고
10분 자리정돈 및 공연 안내 사회자
70분 공연 진행 공연팀
10분 설문지 작성 사회자

※ 증권박물관 전시 관람 연계 (관람시간 약 1시간 별도 소요)

- 출    연 : 배우 8인 (민혁, 혜원, 철수, 미미, 단백, 멀티맨 3인)

- 주요내용 : 퀴즈식당을 운영하며 겪게 되는 일과 식당을 방문하는

손님들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재무 설계의 중요성,

금융 기본상식, 신용관리의 중요성 등을 배우게 됨

- 협력기관 : (사)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ㅇ 이용방법 : 별도 문의 (☎ 031-900-7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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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프로그램-3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보드게임을 활용한 찾아가는 금융교육’  

ㅇ (일시/장소) 학교에서 원하는 시간, 장소에 방문하여 금융교육 실시

ㅇ (대상) 고등학생

ㅇ (내용) 예비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위한 금융생활 꿀팁

- 생활 속 금융 꿀팁, 합리적인 소비와 저축생활

- 청년 종잣돈 만들기(청년을 위한 자산형성상품 및 제도)

- 청년을 위한 신용관리

- 금융사기&불법대출 예방 및 대응법
※ (맞춤형 강의)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강의
※ (체험형 교육) 보드게임, 휴대폰 어플 등 체험형교구재를활용한참여형금융교육

ㅇ 이용방법 : 온라인 금융교육포털(https://edu.kinfa.or.kr) ‘방문교육’ 메뉴에서 신청
※ 신청기간: ’19.8.5.~8.30., 선착순

<강의교안(예시)> <보드게임 이미지1>

<보드게임 이미지1> <퀴즈 어플 이미지>

□ 온라인 금융생활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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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내용) 1:1 맞춤형 온라인 금융생활상담 제공
※ 재무설계, 저축과소비, 부채·신용관리, 금융사기예방, 서민금융지원제도관련전문가의상담

ㅇ (대상) 고등학생(예비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ㅇ (이용방법) 온라인 금융생활상담 사이트에서 신청

<금융교육포털>
http://edu.kinfa.or.kr

<온라인금융생활상담>
http://edu.kinfa.or.kr/academy/counselor/main.do

□ 청년 금융생활정보책자

ㅇ (내용) 청년 금융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
※ 합리적인 소비와 저축생활, 신용·부채관리 등

ㅇ (대상) 고등학생(예비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ㅇ (이용방법) 금융교육 신청 시 책자 요청하면 무료 배포(사전 협의 필요)

•재무설계 필요성과 요령
•재무설계 직접 해보기
•종자돈만들기, 소비습관점검

•일상 속 위험의 대비
•정책금융상품안내

•신용관리
•부채수준 진단 및 관리법



- 21 -

 금융 프로그램-4 [신용회복위원회)

 □‘찾아가는 신용교육’

ㅇ (일시/장소) 학교와 일시 등 협의

ㅇ (대상) 수능이후 고등학교 3학년생

ㅇ (내용) 금융 첫 단추

- 실생활에 도움되는 금융·신용 지식

- 합리적인 소비와 저축생활

- 신용의 중요성과 관리방법

- 금융사기 & 불법대출 예방 및 대응방법

- 몰라서 이용 못할 뻔한 금융 정책지원

- 신용문제 해결방법(상담지원)

ㅇ (이용방법) 신용교육원 홈페이지(educredit.or.kr) > 찾아가는 교육 

> 교육신청 > 담당자가 2~5일 이내 연락
※ 신청기간: ’19.8.5.~8.30., 선착순

 □ 기타 협업 사항

ㅇ (내용) 예비사회인을 위한 온라인교육 동영상* 배포

* 드라마형식 교육 동영상, 총 3편(제목: 신용남녀)

ㅇ (대상) 고등학생 및 사회초년생

ㅇ (이용방법) 신용교육원 홈페이지(educredit.or.kr)→온라인교육 메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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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부내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 부처 협업 체험 프로그램 및 행사

기관
프로그램 및
행사명

일시/장소 대상 내용

방위사업청
진로체험 프로그램 

“팔방미인”

주말, 공휴일 

제외 상시운영

/방위사업청 

홍보관 및 회의실

초 ․중 ․고
‧홍보관 관람

‧방위사업청 업무․역할 소개, 진로강의

‧교보재를 활용한 체험활동

․http://www.dapa.go.kr/dapa_pr/ main.do

국가평생

교육진흥원

진로체험프로그램

“평생꿈길”

11월 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 ․고
(회당 15명 이내)

‧평생교육 및 평생교육사 직업 소개

‧진로체험전산망 ‘꿈길’ 통해 신청

무안공항

출장소

항공교통관제 업무 

탐방

사전조율

/무안국제공항

고3

(회당 5명 이내)

‧항공교통관제업무 안내

‧ystower@naver.com

해양수산부

등대견문록
4.20.~12.30.

/국립등대박물관
초등(고)~중등

‧최초의 근대식 등대인 팔미도등대를 

통해 팔미도등대의 역사와 항로표지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대의 하루
4.20.~12.30.

/국립등대박물관

초등(고)~중

등

‧팝업북을 통해 광파, 음파, 전파, 

형상표지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박물관 대탐험
4.20.~12.30.

/국립등대박물관

초등(고)~중

등

‧박물관을 관람하며 활동지를 완성

하는 교육프로그램

박물관 스탬프 투어
연중

/국립등대박물관
모든 연령

‧박물관 관람 및 체험 후 각 관에 비치된 

스탬프를 이용하여 등대박물관 관람에 

재미를 주는 교육프로그램

등대 종이접기
연중

/국립등대박물관
모든 연령

‧등대를 다양한 종이접기 방법으로 

체험해보는 교육프로그램

나만의 등대엽서 

만들기

연중

/국립등대박물관
모든 연령

‧다양한 스탬프(항로표지 등)를 이용하여 

등대엽서를 만들어보는 프로그램

등대해양문화 

해설사와 함께 하는 

박물관 투어

연중

/국립등대박물관
모든 연령

‧등대해양문화 해설사와 함께 박물관 

곳곳을 둘러보며 항로표지 등 해양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

찾아가는 

등대박물관

4.20.~12.30.

/국립등대박물관
모든 연령

‧항로표지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이해를 

돕기 위해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

안녕, 호등아
4.20.~12.30.

/국립등대박물관
중·고등

‧호미곶등대의 역사와 항로표지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나도 큐레이터
4.20.~12.30.

/국립등대박물관
중·고등

‧참가자들이 기획전을 만들어보고 

발표를 통해 직업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유학기제 연계 직업 진로 

교육프로그램

바다 속 세상, 

젤캔들

4.20.~12.30.

/국립등대박물관

초등(고)~성

인

‧등대와 해양문화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항로표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색다른 시선
4.20.~12.30.

/국립등대박물관
성인

‧등대와 해양문화에 대한 컬러링북을 

통해 등대해양문화에 대한 인식 재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전시연계프로그램

(우리가 만드는 

안전한 바다)

12.22.~’20.2.29.

(매주 토)

/국립등대박물관

유아~

고등

‧VR체험을 통해 선박 입실 시 안내 

규칙 및 비상시 선박 탈출 등 선박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에 대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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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프로그램 및
행사명

일시/장소 대상 내용

등대스탬프투어
'18.10.1.~'22.12.31.

/15개 지정 등대
전 국민

‧등대여권을 가지고 아름다운 등대 로 

선정된 15곳의 스탬프를 찍는 프로

그램으로 등대여행 권장 행사

이달의 등대
'19.1.1.~12.31.

/해당 등대
전 국민

‧매달 이달의 등대를 선정, 총 12개의 

등대가 공개되며, 스탬프투어 앱을 

통해 참여 가능한 해양문화관광 활성화 행사

수품원 과학교실

’19.12.~’20.2./

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 본원(부산 

영도)

중 ․고
/회당15명 

내외

‧주요업무 소개 및 분석실 견학

‧수산생물 질병 검사 실습

‧진로체험전산망(꿈길) 또는 사전 협의 

후 공문으로 신청

수품원 과학교실

12월/국립수산

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

고3

/회당15명

‧주요업무 소개 및 분석실 견학

‧수산생물 질병 검사 실습

‧진로체험전산망(꿈길) 또는 사전 협의 

후 공문으로 신청

해양수산아카데미

매주(월~금)/서해

어업관리단 청사 및 

국가어업지도선

고
‧국가어업지도선을 활용한 어업감독

공무원 직업체험

해양환경 

진로체험교육

상시(공휴일제외)/

해양환경교육원

(부산영도)

초 ․중 ․고
‧해양환경 분야 진로탐색

‧사전협의 후 공문으로 신청

‧051-400-7727

해양 영재 

STEAM교육 아카데미

’20.1월~2월/

해양환경교육원

(부산영도)

초등(고)~중1

‧해양환경에 대한 보전인식 제고

‧해양지구온나화, 기름오염방제 교육

‧사전협의 후 공문으로 신청

‧051-400-7710

유투어(U-Tour)

연중 평일/

울산항만공사 및 

울산본항

초, 중, 고

‧울산항 홍보관 및 전망대 관람

‧울산본항 차량투어(별도 차량 없음)

‧울산항만공사 홈페이지 또는 꿈길신청

오픈포트(Open Port)
연중 평일/

울산본항
중, 고

‧항만시설 및 작업현장 관찰

‧미니홍보관 관람

‧울산항만공사 홈페이지 또는 꿈길신청

울산항 희망JobGo
연중 평일/

울산항만공사
중, 고

‧울산항만공사 진로 탐색

‧울산항만공사 홈페이지 또는 꿈길신청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기업 인식개선 ’19.11.~’20.2.

희망고 

약 20개교

‧중소기업 바로알기 토크콘서트

‧우수중소기업 리쿠르팅(모의면접, 

진로멘토링)

‧9~10월 경 공문 안내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상상만개’

11.4주~12.3주 

중 1일(3시간)

/참여학교

희망고

‧고3·수험생에 특화된 문화예술교육 

기획 프로그램 지원

‧전액 무료

‧10월 경 공문 안내

스포츠와 문화가 

만나는 태권도원 

관람 및 체험

수능 

다음날~’20.1.31

/태권도원

고3

‧’19~’20년 한국관광 100선 선정

‧국립태권도 박물관, 태권도 상설공

연단 관람, 모노레일 무료탑승

‧수능 수험표 제시 시 본인에 한해 

무료입장

‧태권도 체험관 Yap!은 유료

문화와 함께 쉼, 휴

11.18.~12.6.

월~금(10회) 

10:00~12:00

/국립중앙박물관

고3 

학급단체/회당 

30명내외

‧인장 만들기 체험, 손글씨 엽서 작성, 

인장 관련 전시품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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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프로그램 및
행사명

일시/장소 대상 내용

고3 수험생을 위한 

박물관 산책

11월~12월 

10:00~12:00

/국립민속박물관

고3

회당50명

‧조선회화 감상, 천연 화장품, 인장 

만들기

‧선착순 접수(전화)

인문학 특강
12.5. 15:00~17:00

/국립한국박물관
전 국민

‧한국 제2의 언어 수어, 그리고 수어 

속에 나타나는 한글의 자취

‧www.hangeul.go.kr신청

소리의 

현대사(가제)

11.27. 19:00

12.4. 19:00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 국민
‧특별전 “소리의 현대사” 연계 대중 

음악 공연

국악콘서트(가제)
12.18. 19:00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 국민 ‧국악의 밤

청소년 

MMCA하이라이트

4~12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서울관)

청소년

‧국립현대미술관 전시기반 감상교육 

프로그램

‧공문 접수

미술관 사람들

9~12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청소년

‧에듀케이터 체험을 통한 진로탐색 

프로그램

‧홈페이지 접수

대검찰청
대검찰청 견학 

프로그램

매주 월~금 

10시, 14시, 16시

(공휴일 제외)

초4 이상

/회당20명 

내외

‧(검찰역사관) 법체계 변천사, 검찰

제도 변천과정, 주요수사사례

‧(검찰체험관) 과학수사체험, 영상녹화

조사실 견학

기획재정

부

체험으로 배우는 

한국경제발전사

연중

/글로벌지식협력

단지(동대문구 

회기로47)

청소년

/1일 1팀

(15~30명)

‧대한민국 경제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체험형·활동형 프로그램

‧www.gkedc.go.kr 접수

‧희망학교 이동수단(버스) 제공

문화재청

무형유산 체험교육

4~12월 매주 화~금

2시간/국립무형

유산원

초·중·고 

,일반인

/회당 30명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에게 직접 

배우는 무형유산

‧기·예능 종목 체험교육

 ※ 24종목 개설

태조와 건원릉 이야기

9~11월 

마지막주 수요일

/동구릉 ~건원릉

전 국민
‧역사해설(조선건국과 태조 이성계)

‧건원릉 능침 탐방

건원릉 억새 절정기 

능침 특별관람

11월 중(월 제외)

/동구릉, 권원릉
전 국민 ‧건원릉 능침 탐방, 안내해설

한국연구

재단

금요일에 과학터치

3월~11월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인천

전 국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들의 

대국민 대중과학강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http://sciencetouch.nrf.re.kr)

인문학 콘서트 연중/전국 전 국민

‧인문학자 및 인문관련 전문강사의 

공개강좌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https://inmunlove.nrf.re.kr/user/b

oardList.action?search1=1)

국립과학

수사연구원

과학수사 잡코칭 

토크콘서트

12월/

부산과학수사연구소

(경남 양산), 

광주과학수사연구소

(전남장성)

고3

회당 30명

‧과학수사진로특강 및 멘티-멘토간 

토크 진행

‧감정기법프로그램* 체험

 * 진폐․위폐 감별프로그램, 얼굴인식 프로그램

‧추후 공문으로 참가희망자 취합예정

환경부

My Beauty Class

협의

/국립낙동강생물

자원관

고3 및 

학년말 학생

‧천연 추출물 활용한 화장품(수분크

림, 바디로션, 립밤 등) 만들기

‧유선협의(054-530-0765)

환경 영화 상영
매일 2회

/국립생물자원관

고3

회당 200명
‧환경, 생물다양성 관련 영화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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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프로그램 및
행사명

일시/장소 대상 내용

전시관 탐방
매일 4회

/국립생물자원관

전 국민

회당 50명
‧해설사와 전시관 탐방

여성가족

부

The Dream 

(더드림) 캠프

12월/

국립중앙청소년

수련원(충남 천안)

고3 40명
‧나눔활동을 통한 청소년 시민역량 

향상

고3 힐링캠프
11~12월/

참가학교
학교별 운영

‧보이는 라디오 청!쇼!

‧진로에 대한 고민을 소통과 공감을 통해 해소

‧https://www.youth.go.kr/youth/

법무부

찾아가는 로파크 연중 초․중․고생

‧체험형 법교육(버스 교육)+강의식 

진로체험교육(법무 공무원)

 ※ 선착순 접수: 법무부 보호정책과

(02-2110-3467)

법 체험 교육 

프로그램

연중/

대전 솔로몬로파크

회당 

중․고등학생 

최대 70명

‧모의 국회, 과학수사, 모의 법정, 

교도소 체험, 법 관련 직업 소개 등을 

통한 진로 탐색 및 체험 기회 제공

‧15인 이상 홈페이지 신청, 개인 

관람객의 경우 예약 없이 상시 체험 

가능  (http://solomondj.lawnorder.go.kr)

법체험 프로그램
연중/ 

부산 솔로몬로파크
초․중․고생

‧헌법배움터, 선거체험관, 모의국회, 

모의국무회의, 모의법정, 과학수사 

등 법관련 직업소개 및 진로탐색

‧홈페이지 신청

 (http://solomonbs.lawnorder.go.kr)

법연수 프로그램

연수 일정에 따른 

홈페이지 신청/

부산 솔로몬로파크

 초․중․고생
‧홈페이지 신청

 (http://solomonbs.lawnorder.go.kr)

외교부

외교관과의 대화

정부청사 

별관(외교부)/

11.20, 12.4, 12.18

중 ․고생 포함 

외교부에 

관심있는 자

‧외교부 소개 강연, 외교관과의 질의

응답, 다과회, 외교부 청사 견학 등

․공문신청

외교관 학교방문 

강연 프로그램

3~12월초/

전국중․고 중 ․고생

․우리나라 외교정책, 외교부․외교관에 

대한 소개, 외교관 진로 조언 등

․공문신청

교육부

EBS 다큐프라임 

<사랑의 과학>

'19년 11월 

21:50~22:45/

EBS 1TV 

전 국민

‧세계인들이 궁금해하는 연애와 사랑에 

관한 궁금증을 과학적 지식과 다양한 

문화적 관점에서 풀어낸 다큐멘터리

EBS 다큐프라임 

<정재승의 

인간이란 

무엇인가>

'19년 11월 

21:50~22:45/

EBS 1TV 

전 국민

‧인간만이 가진 현상인 ‘섹스, 돈, 

폭력, 예술, 종교’를 통해 인류의 

오랜 질문인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과학적 해답을 찾는 다큐멘터리

EBS 다큐프라임 

<혁신학교, 그 후 

12년>

'19년 12월 

21:50~22:45/

EBS 1TV 

전 국민

‧2009년 처음 지정된 혁신학교 졸업

생들과 혁신학교의 성장을 바탕으로 

진정한 학교의 의미와 미래 교육에 

대한 화두를 제시하는 다큐프라임

기획특강-지식의 

기쁨

매주 월 

23:55~24:45/

EBS 1TV

전 국민

‧과학, 음악, 문학, 건축, 역사 등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직접 주제를 

선정해서 시청자들에게 지식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해주는 프로그램

(http://home.ebs.co.kr/knowledge_j

oy/replay/2/list?courseId=102005

78&stepId=20001146)

미래교육 플러스
매주 화 

23:55~24:45/
전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꿈꾸는 대한

민국 대표 학생, 교사, 교육전문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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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프로그램 및
행사명

일시/장소 대상 내용

EBS 1TV 

출연하여, 학교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교육 정보 프로그램

(http://home.ebs.co.kr/futureedu/repla

y/4/list?courseId=10200569&stepId=

20001137)

건축탐구-집

매주 화 

22:45~23:55/

EBS FM

전 국민

‧시대에 따라 집의 모습은 바뀌어왔지만 

‘집은 곧 내가 살고 있는 우주의 중심’

이라는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집과 

사람, 공간에 관한 이야기를 담아 

진정한 집의 의미를 찾는 다큐멘터리

(http://home.ebs.co.kr/ebshouse/

replay/3/list?courseId=10200781

&stepId=20001541)

<고3 추천 EBS 

콘텐츠 큐레이션 

페이지 제공>

19.11.14. 이후

상시 제공/

www.ebsi.co.kr

전 국민

‧미래 준비를 위한 진로ㆍ진학 관련 

콘텐츠 및 인문 지식 향상을 위한 

EBS 교양 프로그램 

‧EBS 콘텐츠 중 고3에게 필요한 진로

진학 및 교양 콘텐츠를 한 곳에 모은 

‘고3 추천 EBS 콘텐츠 큐레이션’ 

별도 페이지 제공 (수능 이후 집중 

노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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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처 협업 교육자료

기관 교육자료 대상 내용

국가평생

교육진흥원
드림레터(웹진) 청소년

‧진로정보 소식지

‧www.parents.go.kr 자료마당-진로교육 자료

여성가족부

예비부모교육 청소년

‧아동학대 예방 및 예비부모 교육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부모

교육 → 강의실 →청소년대상 예비부모교육 프로

그램(청소년 Ⅰ·Ⅱ편, PPT포함) 

‧부모교육 강사 섭외 : 건강가정지원센터홈페이지

(www.familynet.or.kr) → 부모교육 강사 검색 

청소년상담 1388 청소년

‧24시간 365일 익명으로 이용 가능한 청소년 맞춤형 

상담채널 운영

‧학업, 진로, 청소년 근로권익 등 청소년 고민 전문

상담 및 각종 지원과 구호

‧전화상담: 국번없이 110, 1388또는 지역번호 + 1388

‧문자상담: 수신번호에 #1388 입력 후 상담

‧카카오상담: 카카오톡플러스친구 #1388 입력 후 

친구추가 후 상담

‧사이버상담: www.cyber1388.kr

  (채팅·게시판 상담 및 웹 심리검사 지원)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청소년

‧청소년활동진흥원이 운영하는 사이트(www.youth.go.kr)로 

청소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체험활동 인프라 정보 제공

‧내게 맞는 활동 찾기(지역별, 영역별 다양한 체험활동) 활용

환경부

환경교육자료 전국민

‧환경정책 및 교육자료

 -물환경, 환경보건, 자연환경, 기후대기, 자원순환 등

‧www.me.go.kr(알림/홍보, 발행물)

생물다양성 워크북 청소년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워크북

‧www.nibr.go.kr(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

E-learning 자료 청소년
‧생물자원의 유용성 탐색, 나고야의정서와 생물다양성 협약

‧www.nibr.go.kr(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교육자료
청소년

‧테마로 보는 생물, 한반도에 살고 있는 생물

‧species.nibr.go.kr(한반도의 생물다양성 홈페이지)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예술자료 전국민

‧추천여행지, 문화예술공연, 추천도서, 체육행사 등

‧www.mcst.go.kr(문화광장)

고용노동

부

청소년 근로권익 청소년

‧청소년 근로권익교육, 무료상담 및 권리구제

‧전화상담: 1644-3119

‧온라인상담: www.youthlabor.co.kr

‧카카오톡 상담(ID:청소년근로권익센터)

‧www.youtulabor.co.kr

청소년 노동교육 청소년

‧청소년 고용노동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웹툰, 노동법클리닉, 학습교재 등

‧https://youth.koreatech.ac.kr → 청소년배움터

금융감독원 

금융교육

센터

금융교육자료 청소년

‧온라인금융교육, 현장금융교육(1사1교 등), 금융

교육콘텐츠(교과서, 이러닝, 동영상, 보드게임 등)

‧www.fss.or.kr/edu

통일부 
통일교육
연수원

통일교육자료 청소년
‧도서/동영상자료, 청소년 지식사전, 납북합의서/법령/통계

‧www.uniedu.go.kr

보건복지

부

봉사활동 체험처 

안내
청소년

‧자기개발 시기 진로탐색활동과 연계한 봉사활동

‧VMS(보건복지부), 1365나눔포털(행정안전부), 

DOVOL(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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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고교 체육활동 추진 계획

 □ 배경

◦ 고3 수능 이후 학사관리 내실화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체육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추진

◦ 그간 학업에만 충실했던 학생들에게 스트레스 해소,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 등을 위한 체육활동 프로그램 제공 추진

□ 세부 추진 계획

◦ (사업주관) 지역적 여건과 체육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자체 계획수립 후 운영

◦ (사업운영) 학급, 학교,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또는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모든 학생 신체활동 참여 유도

※ 스포츠 관련 체험학습, 심판(자격) 강습회, 체육명사(스포츠스타) 특강 등

◦ (사업기간) 2019. 11월 ~ 2020. 2월

◦ (참가대상) 고 3학생을 원칙으로 하되, 학생 현황 및 학교장 판단

등을 고려하여 고 1,2학생도 참가 가능

◦ (예산지원) 특별교부금 20억 

[단위 : 백만원]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계

604 302 181 121 30 60 30 30 151 121 10 60 60 60 60 60 60 2,000

□ 향후 추진 일정

◦ 고교 체육활동 활성화 추진계획 안내(7~8월) → 시·도교육청 세부

추진계획 수립(9~10월) →사업운영*(11월~’20.2월) →운영결과 보고(’20.2월)

* 시도교육청별 사업운영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

◦ 2019년 고교 체육활동 우수사례 발굴하고, 이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2020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에 반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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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수능이후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 배경

◦ 범부처 및 민간기관 협업을 통해 수능이후 심리적 이완 등으로

인한 학생 안전사고 예방 필요

□ 개요

◦ (내용) 범부처 협업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 (대상) 수능이후 고3 및 학기말 초·중·고 학생

◦ (기간) ’19.11.14.(수능일) ~ ’11.30., 17일간

□ 운영방법

◦ (안전교육 강화) 음주, 흡연, 약물 오남용, 언어·사이버·물리적 폭력,
성범죄 등 각종 일탈행위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 강화

⇒ 교육부 및 관계부처, 자체 교육자료 등을 활용하여 학교에서 안전

사고 예방교육 실시

◦ (학생 안전망 구축)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부처 관할 기관 및

업소 등에 대한 계도 및 점검 실시

⇒ 중앙단위(교육부) 및 지역단위(교육(지원)청) 협조체계 구축

【중앙단위 기관별 역할(안)】
v (경찰청)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선도․보호 활동
v (국토교통부) 카셰어링, 렌트카 등 차량 대여업소 관리 강화
v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민박 관리 강화
v (문체부) 문화시설, 숙박업소(호텔, 콘도, 펜션) 관리 강화
v (보건복지부) 의약품 오남용 예방, 숙박업소 위생 관리
v (여성가족부) 음주·흡연 예방 캠페인 및 유해환경 점검, 성범죄 예방
v (식품의약안전처) 음식점 등의 미성년 주류 판매 예방
v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예방 캠페인 및 감염병 발생 시 신속대응

□ 향후일정

◦ 범부처 협업 「학생 안전 특별기간」운영계획 발표 (’19.11월 초)



- 30 -

붙임 3  학사운영 다양화 모델(예시)

◦ 수능이후 학생의 자기개발 활동 확대를 위한 학사운영 모델

1. 6학기 내단위수조정, 탄력적인교육과정편성을통해고3 2학기이수단위최소화
- 1학년부터 학기별 이수 단위수를 조정하여 운영
- 2학년부터 학기별 이수 단위수를 조정하여 운영
- 3학년 단기계획을 수립하여 고3의 학기당 이수단위수를 조정하여 운영

[예시] 3학년 2학기 이수단위 최소화 모델

방법
학기별 이수단위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 일반적인 운영

- 학기 당 교과 30․창체 4단위

교과 30 30 30 30 30 30 180
창체 4 4 4 4 4 4 24
계 34 34 34 34 34 34 204

○ 1학년부터 교육과정 편제 조절

- 1, 2, 3학년(1학기) 교과 증
- 3학년(2학기) 교과 감

교과 31 31 31 31 31 25 180

창체 4 4 4 4 4 4 24

계 35 35 35 35 35 29 204

○ 2학년부터 교육과정 편제 조절

- 2, 3학년(1학기) 교과 증
- 3학년(2학기) 교과 감

교과 30 30 31 31 31 27 180

창체 4 4 4 4 4 4 24

계 34 34 35 35 35 31 204

○ 3학년 교과, 창체 시간 조절

- 3학년(1학기) 교과 증, 창체 감
- 3학년(2학기) 교과 감, 창체 증

교과 30 30 30 30 33 27 180

창체 4 4 4 4 2 6 24

계 34 34 34 34 35 33 204

[예시] 탄력적 이수단위 조정 학교현황
- (세종 아름고) 1학년(35, 35), 2학년(35, 35), 3학년(35, 29)
- (부산 기장고) 1학년(35, 35), 2학년(35, 35), 3학년(34, 30)
- (대전 가오고) 1학년(34, 35), 2학년(35, 34), 3학년(34, 32)
- (울산 대송고) 1학년(36, 36), 2학년(36, 36), 3학년(30, 30)

2. 학기 내 수업 시간 조정, 수능이후로 창체 시간 최대 운영
- 수능이전 창체 시간을 최소화하고, 그 시간에 수능이후의 교과 수업 운영
- 수능 이후 줄어든 교과수업 대신 창체 시간을 최대로 운영, 그 외 전일제
창체(진로체험활동, 진로동아리 과제 발표) 등으로 운영
[예시] 3학년 1, 2학기 단위수 및 시간 조정(1학기 35단위, 2학기 33단위)

구분

3학년 주당시간

1학기
2학기

수능 이전(12주) 수능 이후(5～6주)

교과 33 35 21

창체 2 1 3

계 35 3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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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세종 아름고 시간표(2018년)
<3학년 1학기>
월 화 수 목 금

1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2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3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4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5 창체 교과 교과 교과 교과
6 교과 교과 교과 교과 창체
7 교과 교과 교과 교과 창체

<3학년 2학기, 수능 전>
월 화 수 목 금

1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2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3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4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5 창체 교과 교과 교과 진로
6 교과 교과 교과 교과 창체
7 교과 교과 창체 교과 창체

<3학년 2학기, 수능 후>
월 화 수 목 금

1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2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3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4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5 창체
6 창체
7 창체

[예시] 부산 기장고 시간표(2019년 예정)
<3학년 1학기>
월 화 수 목 금

1 창체 교과 교과 교과 교과
2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3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4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5 교과 교과 공강 교과 교과
6 교과 교과 교과 창체 교과
7 교과 교과 교과 창체 교과

<3학년 2학기, 수능 전>
월 화 수 목 금

1 창체 교과 교과 교과 교과
2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3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4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5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6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7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3학년 2학기, 수능 후>
월 화 수 목 금

1 창체 교과 교과 교과 교과
2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3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4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5
6
7

[예시] 대전 가오고 시간표(2018년)
<3학년 1학기>
월 화 수 목 금

1 창체 교과 교과 교과 교과
2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3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4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5 교과 교과 창체 교과 교과
6 교과 교과 창체 교과 교과
7 교과 창체 교과 교과

<3학년 2학기, 12.12.까지>
월 화 수 목 금

1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2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3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4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5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6 교과 교과 창체 교과 교과
7 교과 교과 창체 교과 교과

<3학년 2학기, 12.12.이후>
월 화 수 목 금

1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2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3 교과 교과 창체 교과 교과
4 교과 교과 창체 교과 교과
5
6
7

[예시] 울산 대송고 시간표(2018년)
<3학년 1학기>
월 화 수 목 금

1 창체 교과 교과 교과 교과
2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3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4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5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6 교과 교과 창체
7 창체

<3학년 2학기, 수능 전>
월 화 수 목 금

1 창체 교과 교과 교과 교과
2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3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4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5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6 교과 교과 창체 교과 교과
7 교과 교과 창체

<3학년 2학기, 수능 후>
월 화 수 목 금

1 창체 교과 교과 교과 교과
2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3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4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5
6
7

3. 여름방학 축소, 겨울방학 확대

- (경북 포항동성고) 여름방학 0일, 겨울방학52일(’19.12.7.～’20.1.27.), 졸업식 ’20.1.31.

- (울산 현대고) 여름방학 4일, 겨울방학59일(’19.12.7.～’20.2.3.), 졸업식 ’20.2.5.

- (광주 성덕고) 여름방학 9일, 겨울방학47일(’19.12.14.～’20.1.29.), 졸업식 ’20.1.31.

- (세종 세종국제고) 여름방학 9일, 겨울방학47일(’19.12.14.～’20.1.29.), 졸업식 ’20.1.31.

4. 혼합형(월별 또는 분기별 휴업, 그 외 학년별 학사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반
영하여 2개 이상의 모델을 혼합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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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모델

v 교과연계 프로그램 운영 모델

주제 관련 교과(군) 장소

∘국민의 권리 및 의무
- 노동인권교육, 금융(납세)교육

∘사회, 교양(진로와 직업), 성공
적인 직업생활 등

교내·외

∘미래역량 신장 교육
- 경제․국제관계 특강, 외국어 교육

∘사회, 영어, 제2외국어 등 교내

∘사회와 문화 현상의 이해
- 지역사회 탐방, 대중매체 활용 교육

∘국어, 사회 등 교내·외

∘생활 속의 교과 원리
- 컴퓨터 교육

∘기술․가정(정보), 정보․통신(컴퓨터
보안, 컴퓨터시스템일반) 등 교내·외

∘자아 존중감 향상
- 장점 발견, 취미․특기 찾기 ∘교양(진로와 직업, 보건 등) 교내

∘진로․진학 준비
- 면접 준비

∘국어, 영어,1 수학, 사회, 과
학, 체육, 예술 등 6교내

v 창의적 체험활동 중심 교육과정 운영 모델

주 제 관련 영역 장소

∘예비사회인 교육
- 운전(안전)․컴퓨터 교육, 노동인권
교육, 금융(납세)교육 등

∘자율, 동아리, 진로 교내·외

∘대학교 탐방 및 입시 설명회 참여 ∘자율, 동아리, 진로 교내·외

∘문화 예술 체험 ∘자율 교내·외

∘스포츠 클럽 대회 ∘자율, 동아리 교내

∘재능 나눔 한마당(동아리 발표회) ∘자율, 동아리, 진로 교내

∘나의 대학․사회생활 그려보기 ∘자율, 진로 교내

∘지역사회 봉사 활동 ∘봉사 교외

∘아름다운 마무리 사진전 ∘진로 활동 교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