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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방안 연구

머 리 말

학령인구의 감소는 세계적인 추세일 뿐 아니라 미래사회를 대비함에 있어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단 한 명의 아이도
낙오되지 않도록 국가적으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지원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기회를 보장하고 학력인정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일은 포용국가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2017년도부터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의 학력인정 및
학습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인증 방안(평가도구 및 인증 추진체제)’을 개발하여
활용함으로써 공교육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학력인정 기회 확대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 내
다양한 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들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인증
대상의 범위, 운영체제, 인증절차 등 종합적 인증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지원 체제의 구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교육계 안팎에서 학교 밖의 교육 지원이 자칫 기존 학생들의 학교 이탈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선이 있습니다. 학습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학교 밖에서도 학습을 지원하고 학력인정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본 사업에 대해 매우
필요하고 의미 있는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이 확대
제공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 연구가 소외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을
지원하고 우리 사회 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지원의 밑거름으로 쓰이기를 바랍니다.
2019. 12.

한국교육개발원
원 장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방안 연구

연 구 요 약

이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인증 방안(평가도구 및 인증
추진체제)’을 마련함으로써, 공교육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질
이 보장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학력인정 기회 확대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 내 다양한 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들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인증 대상의 범위, 운영체제, 인증절차 등 종합적 인증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지원 체제의 구축을 도모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는 ① 현행 시범운영 단계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학력인정 프로그램을 다양한 주체(공공/비영리/민간), 방법 및 영역(프로그램 단위/기관
단위, 출석수업/원격수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데 기준을 제공하고, ② 학교 밖 청소
년 학력인정 프로그램의 질 관리 기준으로 활용하며, 나아가 ③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이드라인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핵심 내용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습지원의 필요
성을 탐색하고, 둘째,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시범사업 결과 분석을 통해 새로운 프로
그램 인증 방안을 개발하는데 시사점을 도출하고, 셋째,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
램 인증 방안(안)을 구안하고, 넷째, 구안한 인증 방안(안)의 실행을 위한 과제를 제언하
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문헌 분석, 전문가 및 연구진 협의회, 델
파이조사(1,2차), 모의평가, 전문가 포럼 등을 연구방법으로 활용하였다. Ⅰ장에서는 이
상 연구 내용과 방법을 종합하여 연구 모형을 제시하였다.
Ⅱ장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을 파악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습지원 실태
를 조사하였다. Ⅲ장에서는 인증평가와 관련된 연구와 인증평가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방안 개발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Ⅳ장에서는 학교 밖 청소
년 학습지원 시범사업의 추진과정과 성과, 학습지원 프로그램 지정심의의 운영 현황과
현안 문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새롭게 개발하는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방안의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Ⅴ장에서는 연구진이 개발한 초안으로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의 방향, 평가도구, 인증의 추진체제를 제안하였다. Ⅵ장
에서는 Ⅴ장에서 제시한 초안을 타당화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평가도구 및 인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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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에 대한 델파이조사(2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초안을 수정하였다. 또한
수정된 초안에 대해 모의평가를 실시하여 내용을 보완하였다. 델파이조사 결과와 모의평
가 결과를 수렴하여,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방안(평가도구, 인증 추진
체제)의 최종안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Ⅶ장에서는 연구진이 제안한 인증 방안(평가도구,
인증 추진체제)의 활용을 위한 앞으로의 해결 과제를 제시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학교
밖 학습자의 요구와 필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이 확보되고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초·중학교 단계의 학력인정이 가능하도록 안정적이고 검증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 셋째,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평가의 엄
정성을 유지하되, 초기 단계에는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
안을 고려한다. 넷째, 평가인증의 지표는 간소화를 지향하며, 중복 지표, 형식적인 지표
등은 축소한다. 다섯째,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학습 내용, 학습관리, 학습자
지원을 포함한다.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의 추진체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증의
목적은 학교 밖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평가하여 초·중학교 학력인정이 가
능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으로 인증하는 것이다. 둘째, 인증의 참여대상은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 및 위탁운영하는 초·중학교 단계에 해당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
로 한다. 셋째, 신청 유형은 출석수업기반과 원격수업기반 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하며, 신
청 시 프로그램 단위 또는 기관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넷째,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내용 영역은 ‘학력보완(교과학습), 직업교육·훈련, 문화예술, 인문교양·시민교
육’의 4영역으로 한다. 다섯째, 인증 평가는 인증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여섯
째, 인증 평가는 서류평가와 실사평가로 실시하며, 서류평가는 1차 기본요건 평가, 2차
프로그램 운영 평가로 구성한다. 필요시 실사평가를 실시한다. 일곱째, 평가 방법은 기본
요건 평가의 경우, 평가지표 중 하나라도 부적합한 지표가 있는 경우 탈락으로 판정한다.
프로그램 운영 평가는 총점 70점 미만의 경우 탈락으로 판정한다.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평가도구(안)은 출석수업기반과 원격수업기반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단위와 기관 단위 신청에 대해 각각의 구분된 지
표를 제안하였다.
출석수업기반의 프로그램 단위 신청에 대한 기본요건 평가에서는 운영기관 특성,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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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및 교‧강사, 교육환경의 세 항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며, 각각 ① 운영기관 특성
항목의 평가지표로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 ‘기관 운영의 안정성’, ‘프로그램 운영
실적’, ② 전담인력 및 교·강사 항목의 평가지표로 ‘전담인력 및 교강사 자격 적합성’, ‘전담
인력 및 강사의 질 관리 적절성’, ③ 교육환경 항목의 평가지표로 ‘교육공간의 적합성’, ‘교
육시설 확보 및 관리 적절성’의 지표를 제시하였다. 프로그램 운영 평가에서는 교육목
표, 교육내용 및 방법, 학습자 및 프로그램 관리의 세 항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며, ①
교육목표 항목의 평가지표로 ‘교육목표의 타당성’, ② 교육내용 및 방법 항목의 평가지표
로 ‘교육 운영계획의 적절성’, ‘교육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③ 학습자 및 프로그램 관리의
평가지표로 ‘프로그램 관리 적절성’, ‘학습자 지원의 적절성’, ‘프로그램 개선 체계의 적절
성’의 지표를 제시하였다.
출석수업기반 프로그램의 기관 단위 신청의 경우, 역시 기본요건 평가와 프로그램 운
영 평가로 구성된다. 기본요건 평가 지표는 프로그램 단위 신청 시의 지표와 동일하다.
프로그램 운영 평가에서는 전년도 운영 실적, 운영계획, 학습자 관리의 세 항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며, ① 전년도 운영 실적 항목의 평가지표로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실적’,
‘전년도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 ② 운영계획 항목의 평가지표로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내용의 적절성’, ‘프로그램 운영 및 결과 관리의 적절성’, ③ 학습자 관리의 평가지표
로 ‘학습자 관리 및 지원의 적절성’의 지표를 제시하였다.
원격수업기반 프로그램의 경우는 출석수업기반의 지표를 기반으로, ‘원격수업 콘텐츠
구현의 적절성’, ‘원격수업 프로그램 운영 실적’, ‘원격교육 설비 확보의 적정성’, ‘플랫폼
확보의 적정성’, ‘개인정보 및 보안관리 체계의 적절성’ 등의 지표를 보완하여 제안하였다.
이상,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추진체제 및 평가도구(안)의 효과적 활
용을 위해 단계적 대상 확대 방안, 인증을 통한 프로그램 다양화와 질 관리 추구의 양립,
다양화를 위한 기 검증된 교육프로그램의 적극적 활용,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
매뉴얼 제작 및 평가위원 연수,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 단위 인증의 확대와 차후
일원화 고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학습경험의 인정과 그에 부합하는 평가체제
도입, 학교 밖 청소년 공교육비 보조금 지원 확대 등을 향후 과제로 제안하였다.
□ 주제어 :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평가도구, 인증 추진체제, 인증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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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방안 연구

Ⅰ

1

서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령기 청소년이 학교부적응, 학교폭력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개인의 성장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인적자원 손실을 가져오며, 나아가 비행 가담, 범죄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우리나라 초·중학교의 학업중단율은 1% 미만, 고등학교는 3% 가
량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8: 54),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에서 보고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15년 기준으로 7세에서 18세 학령기의 학교
밖 청소년 규모는 약 4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결코 적지 않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윤철경 외, 2017).
초·중등단계에서 미취학, 미진학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 학교를 벗어나는 청소년이 지
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들이 학교 밖에서 학업을 지속하고 진로 개발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은 미흡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학
교 밖에서 학업을 지속하고 초·중등단계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와 제도가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정규학교 이외에 학교 밖에서 학력이 인정되는 제도로는 검
정고시가 유일하며, 소수의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하는 학력인정 대안학교가 운영되고 있
는 정도이다.
학교를 벗어나면 ‘학생’이라는 신분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신분으로 바뀌게 되
며, 이후에 학교 밖에서 학교에서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계획적인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
도 법적으로 규정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없다(김병성,
2019). 그러나 한 번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학교로 복귀하는 것은 연령초과 등으로 사실

상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김성동, 2019).
우리나라 교육정책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거의 주목받지 못한 대상으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우며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백혜정·송미경·신정민, 2015). 특히 의
무교육인 초·중학교 단계의 학력을 취득하지 못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사회적 소외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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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가 많아 국가 차원의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김은영·이윤희, 2019). 학교 밖 학생
들의 상당수는 가정환경이 열악하고, 비행경험의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심리·정서
적 측면에서 불안정한 경향을 보이며, 이들을 적시에 발굴 지원하지 않으면 사회적 부적
응으로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김성동, 2019).
미국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정책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정규 교육과정
중에 개입하여 제도권 교육 밖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돕는 예방적 차원의 정책이 주를
이루지만, 이와 더불어 이미 학교를 벗어난 학생들이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안과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 예방적 차원의 정책과 사후 처방적 방안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김지혜, 2019). 영국 및 유럽국가에서는 최근 무업청소년에 대한 현황 파악과 교육·
훈련 지원정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윤철경 외, 2017).
이에 교육부는 2017년 11월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의 학교 밖 학습을 지
원하며 이를 바탕으로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하기 위한 근거법령(「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의2(2017.11.28.개정)」을 마련하고,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
원 시범사업(이하: 학습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① 초·중학교 미취학 및 학업중단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② 교
육감이 심의·지정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자격증, 직업훈련 등 학교 밖 학습
경험을 이수하여, ③ 학력인정 가능한 기준시수를 충족하였을 경우, ④ 평가·심의를 통해
의무교육단계 학력을 인정하고 있다(교육부, 2018b;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8).
2019년 현재 15개 시·도교육청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초·중학교 단계의 학교

밖 청소년 600여명이 학습자로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책 사업이 초기단계에 있어 해결 과제가 산재해 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력인정을 위해 제공되어야 할 프로그램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시
범사업 단계에서는 정부부처·지자체(산하·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프로그램만 우선 대상
으로 제한하고, 그 대상이 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년원학교
등 특정지역의 일부 기관에서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범사업의 조심스러운 행보는 여전히 교육계 안팎에서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지원이
자칫 기존 학생들의 학교 이탈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서 기인한다. 학교 밖
청소년으로 소외된 대상에 대한 포용적 교육 지원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서는 인정하
나, 여전히 학교 밖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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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학습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학교 밖에서도 학습을 지원하고 학력
인정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본 사업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기존의 주
지교과 위주 객관식 시험방식이 아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하고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장점이라 응답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18b). 그러나 학습자들이 선택
가능한 프로그램이 한정되어 있어 진로·직업교육, 체험학습, 온라인학습 등 학교 밖 학습
자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학습 참여를 어렵게 하는
문제점으로 특정지역에 제한된 프로그램 제공으로 인한 접근성의 한계도 지적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2018b). 또한 초등학교 단계의 온라인학습은 시범사업 단계에서 제공

되지 않아 초등단계 학습자들이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학교 밖 학습자를 고려할 때, 향후 지역 내 각종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및 단체, 민간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활용, 온라인 프로그
램의 제공 등 학습자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확대 방안과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미 시범사업의 운영지침에는 지정심의 참여대상의 제약과 함께 추후 단계적 확대를 실시
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사실상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
이다. 이미 3년차 시범운영이 완료되어가는 시점에서 이후 단계의 확대 방안에 대한 명
확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한편, 현장에서의 학습자 요구와 필요성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학교 밖 학습을 바탕으로 학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질적으로 우수하고 안정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아직까지 다양한 학교 밖 프로그램들에 대해
학력인정 프로그램으로 적절한지를 평가하고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 체계적 기준
및 절차가 부재하다. 지자체 및 지역 내 공공기관, 비영리 및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온·
오프라인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선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인정이 가능한 학습과
정으로 확보·제공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적정성과 질을 판단할 수 있는 평가기준, 인
증절차 및 방법 등 종합적 인증 방안 마련이 선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지원 및 학력인증을 위한 프로그램의 인
증 방안(평가도구 및 인증 추진체제)을 마련함으로써, 공교육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
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질이 보장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학력인정의 기회를 확대하
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인증(accreditation)이란 교육기관이나 프로그램이 일정한 표준
이나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가에 대해 전문가들이 평가하여 인정하는 과정으로, 해당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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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 권위를 가진 기관(단체)이 특정 제품, 기관 또는 개인의 수행능력을 공식적으로 인
정(formal recognition)하는 절차를 의미한다(홍선주 외, 2010). 이 연구에서는 학교 밖
학습지원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고, 평가기준, 인증의 주체 및 대상, 인증절차, 운영방법
등 종합적인 인증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상의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밖에서도 청소년에게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
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량 개발이 가능한 양질의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의무
교육단계 학력인정이 가능한 학교 밖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 내 다양한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들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인증대상 범위, 운영체제 및 절차 등 종합적 인증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지원 체제 구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① 현행 시범운영 단계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학력인정 프로그
램을 다양한 주체(공공/비영리/민간), 유형 및 영역(프로그램 단위/기관 단위, 출석수업/
원격수업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데 기준을 제공하고, ② 학교 밖 청소년 학력인정
프로그램의 질 관리 기준으로 활용하며, 나아가 ③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이드라인으로도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실태 조사
◦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및 현황, 유형 및 특성 조사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 현황 및 학습지원 실태 조사

나. 인증평가 관련 연구 및 사례 분석
◦ 인증평가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인증평가의 개념 및 유형 파악, 인증 추진체제,
평가도구 구안의 연구 방법 및 방향 탐색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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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인증평가 사례 분석을 통해 인증 추진체제 및
평가도구의 구성 및 개발 방법 탐색

다.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의 방향 설정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의 추진 과정 및 성과 분석,
시범사업에서 추진 중인 학교 밖 학습지원 프로그램 지정심의 현황 및 현안 분석을
통해 인증평가 개발 및 개선에 대한 시사점 도출
◦ 학습지원 시범사업 지정심의위원, 학교 밖 청소년 정책사업 담당자, 학교 밖 교육프
로그램 운영기관 담당자, 인증평가 담당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
여 인증의 방향 설정
-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지원 및 학력인정에 부합하는 인증의 방향 제시
- 다양한 학교 밖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한 인증평가와 활용 방안 탐색

라.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방안(인증 추진체제 및 평가도구) 구안
◦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유형 분류
-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따른 구분(출석수업(오프라인수업)/ 원격수업(온라인수업))
- 신청대상에 따른 구분(프로그램 단위/기관 단위)
-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내용 고려(교과/진로·직업/예체능 등)

◦ 학습지원 프로그램 유형별 평가기준 및 타당화
- 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평가 판정 방안 제시
- 세부 평가지표 및 방법 구안, 구안내용에 대한 타당도, 중요도 검증

◦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추진체제 개발
- 프로그램 인증을 위한 인증주체, 운영주체, 인증절차, 대상 범위, 인증 유효기간

및 갱신 등 종합적인 인증 추진체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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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학교 밖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의 성공적 현장 안착을 위한 과제 제안
◦ 학교 밖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성공적으로 현장에 안착시
키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 제시
◦ 학교 밖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언

3

연구 방법

가. 문헌 및 자료 분석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선행연구, 문헌 및 통계자료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개념,
규모, 유형 및 특성 조사
◦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실태 파악을 위한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의 각종 자료 분석

2)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시범사업 운영 현황 자료 분석

◦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인정과 학습지원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학교 밖 청소년 학
습지원 시범사업’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정책 추진 경과 및 현황 조사
◦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시범사업’ 의 운영에서 축적된 자료의 재분석을 통한 시
범사업 운영 성과 및 쟁점 분석
◦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지정심의 운영 현황 및 현안 문제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인증 추진체제 개발의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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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문가 협의회
1) 목적

◦ 연구방향 설정, 학습지원 프로그램 평가도구 및 인증 추진체제 개발 방향 설정, 평가
및 인증 세부요소 도출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실시
◦ 학교 밖 학습지원 프로그램 평가도구 및 인증 방안 설정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학교 밖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및 시사점 논의

2) 내용

◦ 해당분야 교육전문가(학계, 연구소 등), 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운영담당자,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담당자(교육부·교육청,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담당자 등), 학
습지원 시범사업 운영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협의회 운영

다. 전문가 의견 조사(델파이조사)
1) 목적

◦ 문헌연구, 사례조사, 전문가 협의회 결과를 통해서 도출된 평가지표 및 인증 추진체
제(안)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그 타당성과 적
절성에 대해 의견 수렴, 향후 인증 방안의 현장적용 및 활용에 대한 근거와 아이디
어를 도출하고자 함.

2) 대상

◦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법 및 교육행정, 교육공학, 평생교육 등 교육학분야 교수·
연구자,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분야 연구자, 정부부처(교육부, 시·도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담당 행정가, 초·중학교 교원,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실무담당자 등 32명의 전문가풀을 구성하여 조사 실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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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 방법 및 내용

◦ 2019년 9월~10월 중 약 1.5개월 기간 동안 e-mail을 통해 조사 실시
◦ 협력진은 학교 밖 청소년 및 교육 분야, 온라인 교육 분야, 인증평가 분야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다양하게 구성함.
◦ 출석수업기반에 대한 델파이 조사를 기본 문항으로 하되, 원격수업기반에 대한 델
파이 조사는 교육공학, 온라인학습 관련 전문성이 있는 협력진을 구성하여 별도로
조사 실시
◦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의 방향, 평가지표의 타당성 및 중요성, 평가 척도의 적합성,
인증 방안에 대한 제언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
◦ 전문가 의견 조사는 2단계로 실시하며, 1차 조사에서는 문항별 타당도와 중요성
평가, 인증 방향과 제언, 2차 조사는 1차 조사 응답을 바탕으로 우선순위 선정 등
구조화된 질문을 위주로 함.

라. 모의평가
1) 목적

◦ 학교 밖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평가기준, 인증 절차 및 방법에 대해 모의평가를 통해
검토·확인함으로써 인증 방안의 최종안 정교화
2) 대상 및 평가자

◦ 대상: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의 학교 밖 학습지원
프로그램 심의에 제출된 실제 자료를 대상으로 모의평가 실시
◦ 평가자: 연구 자문단 및 학습지원 시범사업의 지정심의위원 중 선정
3) 조사 방법

◦ 모의평가위원 선정, 개발된 인증절차 및 방법에 따른 모의평가 진행, 개발된 평가기
준 및 척도로 모의평가 실시, 모의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연구진이 보완사항 수정·
확정의 절차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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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문가 포럼
1) 목적

◦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방안’에 대한 현장
적용 가능성 및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한 검토 및 보완 사항 도출
2) 운영 내용 및 방법

◦ 출석수업기반 및 원격수업기반, 프로그램 단위 신청 및 기관단위 신청 등 유형별로
구안된 인증도구(안)과 추진체제의 타당성에 대한 심층 논의 진행
◦ 현장교원, 교육부 및 교육청 관계자, 교수, 전문연구기관 전문가 등 다양하게 구성
하여 운영
◦ 학교 밖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방안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과제 탐색과 향후 시
범사업 정책 추진의 방향을 조망할 수 있도록 운영
이상 연구의 내용과 방법을 종합하여 연구 모형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Ⅰ-1] 연구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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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및 유형

가.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및 현황
일반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란 정규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청소년을 말하는 것으로 통
용된다. 이러한 정의는 학업중단, 중도탈락, 비진학 청소년, 근로 청소년 등 학업을 유지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외에도 검정고시, 홈스쿨링 등 별도의 과정을 통해 학업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청소년까지 포함되는 광의의 개념이다(백혜정·송미경·신정민, 20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제시된 학교 밖 청소년의 정의
제2조(정의)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
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
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 기본법」 제3조 1호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 중 국가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 3개월 이상 출석하지 않는 모든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백혜정·송미경·신정민, 2015: 14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법률적 정의에 근거하여 학교 밖 학습지원의 대상으로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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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 청소년의 개념을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미취학·미진학하였거나 학업을 중단1)한 청
소년’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2018 교육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학년도 초·중·
고 학생의 학업중단율은 약 0.9%(50,057명)로 전학년도와 비교하여 0.1%p(2,394명)의
상승률을 보인다. 학업중단율은 201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5년 이후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8).
<표 Ⅱ-1> 학년도별, 학교급별 학업중단율
초등학교

구분
재적

학년도

(단위: 명, %)

중학교

학업

학업

중단자

중단율

재적

고등학교

학업

학업

중단자

중단율

재적

학업

학업

중단자

중단율

2010

3,299,094

18,836

0.6

1,974,798

18,866

1.0

1,962,356

38,887

2.0

2011

3,132,477

19,163

0.6

1,910,572

17,811

0.9

1,943,798

37,391

1.9

2012

2,951,995

16,828

0.6

1,849,094

16,426

0.9

1,920,087

34,934

1.8

2013

2,784,000

15,908

0.6

1,804,189

14,278

0.8

1,893,303

30,382

1.6

2014

2,728,509

14,886

0.5

1,717,911

11,702

0.7

1,839,372

25,318

1.4

2015

2,714,610

14,555

0.5

1,585,951

9,961

0.6

1,788,266

22,554

1.3

2016

2,672,843

14,998

0.5

1,457,490

8,924

0.6

1,752,457

23,741

1.4

2017

2,674,227

16,422

0.6

1,381,334

9,129

0.7

1,669,699

24,506

1.5

*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8). 2018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유·초·중등 교육통계편, p.55.

2017학년도 초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은 0.6%(16,422명), 중학생은 전학년도 대비 0.1%

가 상승한 0.7%(9,129명), 고등학생의 경우는 전학년도 대비 0.1%p 상승한 1.5%(24,506
명)로 나타나,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은 초·중학교의 2배에 달한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
원, 2018).

1) 학업중단자란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에는 유예(질병, 장기결석, 미인정 유학)와 면제(질병, 해외
출국)에 해당되며, 의무교육의 범주에 들지 않는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자는 자퇴(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및 기타), 퇴학(품행), 제적, 유예, 면제의 사유로 중도에 학업을 중단학 학생들을 말함(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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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들은 질병, 유학, 검정고시, 홈스쿨링, 직업생활 등 다양한 사유로 정규
학교를 떠나며, 이후 그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국가시스템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
문에 학업중단율, 인구 현황 등의 수치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추정하는 상황이다.
윤철경 외(2017)의 연구에 따르면 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학령기(만7~18세) 학교 밖
청소년 수를 약 40만 명으로 산출하였고, 순출국자를 제외한 국내 거주 학교 밖 청소년
은 약 35만 명, 여기에 외국인 학교 밖 청소년을 제외한 수는 약 32만 명으로 산출하였
다. 한편, 만19~24세의 학교 밖 청소년은 주민등록상 인구에서 초·중·고 과정에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학생을 제외하여 약 37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추산방식에 따르
면 학교 밖 청소년을 최대 약 69만 명 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
백혜정·송미경·신정민(2015)은 학교 밖 청소년의 연령을 청소년 기본법에서 제시한 만
9~24세로 설정하여 주민등록 인구수에서 초·중·고 재학생 수와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등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수를 예측하였다. 예측결과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는 약 57만 명 정도로 예상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대략 60-70만 명 정도의 규모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나.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 및 특성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
사(윤철경 외, 2018)’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대상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내일이
룸학교, 단기 및 이동 쉼터, 소년원, 보호관찰소, 미인가 대안학교에 속해있는 학교 밖
청소년 및 검정고시를 접수한 청소년이며,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연구를 수행
하였다(윤철경 외, 2018). 연구의 주요 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시기와 이유,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실태조사 결과2), 학업을 중단하는 시기는 고등학교 60.5%, 중학교 26.9%, 초등학교
12.4%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조사한 결과와 비교하면 고등학교 시기에 학업중단을

한 비율은 증가하였고, 중학교 시기에 중단하는 비율은 낮아졌다. 특히 비행청소년(소년원,

2) 윤철경 외(2018)의 내용을 발췌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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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에서 조사한 청소년 응답)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업중단을 하는 경우가
78.3%로,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이 범죄로 연결되는 위험성이 감지되었다(윤철경 외, 2018).

청소년들이 밝힌 학업중단 사유는 ‘학교에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서(39.4%)’, ‘공부하
기 싫어서(23.8%)’,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23.4%)’순이다. ‘2016년 행복교육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서는 ‘또래친구와의 관계(41%)’, ‘학교교육 부적응(23%)’, ‘학생의 무기력함
(18%)’, ‘가정환경 문제(5%)’ 등이 학업중단의 원인으로 나타났다(국민일보, 2017.10.23.).

이러한 결과는 학업중단 사유가 또래관계, 학교 부적응, 본인 의지, 가정환경 등 개인,
가정, 학교 전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업중단 이후에 학교 밖 청소년들은 검정고시 준비(75.5%), 진로상담(47.9%), 대안학
교(27.8%) 등을 통해 학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어가고 있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시설 중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88.2%), 청소년상담복지센터(71.5%), 청소
년쉼터(47.3%)와 같이 정부부처에서 공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인식과 활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윤철경 외, 2018).
청소년이 학교를 벗어나는 이유는 다양하며 유학, 대안학교, 진로교육 등의 방법으로
학업을 지속하거나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가정문제, 학교부적응 등으로 학업을 중
단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은둔, 비행, 범죄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따라
서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을 파악하고 유형별 적합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
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5).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을 구분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업중단 이후의 경험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윤철경 외(2015)는 복학, 대안학교, 검정고시 등으로 학업을 지속
하는 학업형, 취업을 하거나 직업기술을 배우는 직업형,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니트
형3), 가출이나 시설 거주의 경우 비행형으로 구분한다. 최동선, 이상준(2009)은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정착형과 시설 수용, 비행과 은둔을 포함하는 비정착형으로 구별하였
다. 김범구, 조아미(2013)에서는 학업중단 이후 향후 계획을 묻는 문항을 통해 미결정형,
미래준비형, 진학준비형으로 분류하였고 이와 유사하게 오은경(2014)에서도 현재 하고 있
는 일을 기준으로 ‘학업유지형’, ‘취업형’, ‘진로탐색형’, ‘니트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해당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Ⅱ-2>와 같다.

3) NEET: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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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결과
구분

유형

김범구, 조아미(2013)
오은경(2014)

미결정형, 미래준비형, 진학준비형
학업유지형, 취업형, 진로탐색형, 니트형

윤철경 외(2015)
최동선, 이상준(2009)
관계부처합동(2015)

학업형, 직업형, 니트형, 비행형
정착형, 비정착형
학업형, 직업형, 비행형, 무업형,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이후 보이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의 방향성을 보인다.
방향성을 구분하는 기준은 사회적 공간으로의 진입 정도로써 사회로의 이탈에 대해 어떠
한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소극형/적극형, 비정착형/정착형, 진로미결정형/진로결정형,
미결정중심형/미래(진학)준비형 등으로 구분된다(백혜정·송미경·신정민, 2015; 성윤숙·
이지혜, 2016; 윤철경·류방란·김선아, 2010; 윤철경 외, 2013; 최동선·이상준, 2009). 소
극형, 비정착형, 진로미결정형, 미결정중심형은 개인적인 영역에 한정된 사회지양적 특
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적극형, 정착형, 미래결정형, 미래(진학)준비형은 사회지향적 특성
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성윤숙·이지혜, 2016).
<표 Ⅱ-3> 학교 밖 청소년의 이행경로에 따른 유형 분류
구분

사회
지양형

사회
지향형

유형

∙
∙
∙
∙

∙
∙
∙
∙

소극형
비정착형
진로미결정형
미결정중심형

적극형
정착형
진로결정형
미래준비형/
취업준비형

정의

- 사회적 존재로 적응하기보
다는 개인 중심형, 가정(부
모) 의존적 특성을 보임
-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준비가
부족함

- 적극적 사회 진입을 준비함
- 학업과 취업 활동에 참여하는
미래지향적 특성을 보임

세부형태

특성

니트형

-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음.
- 인적 교류의 범위가 가족과 친구로 한정됨
- 은둔형, 소일형, 배회형, 유예형, 무업형
등이 포함됨

비행형

- 방치, 가출, 유흥업소 취업 등 문제행
동을 일으킴

보호형

- 장애, 정신질환, 요양 등으로 인한 치료
- 소년원 등의 보호관찰

학습형

- 진학중심형
- 직업훈련과 자기개발

직업형

- 생계를 위한 취업활동

* 출처: 김범구·조아미(2013), 백혜정·송미경·신정민(2015), 성윤숙·이지혜(2016), 오병돈·김기헌(2013), 오은경
(2014), 윤철경·류방란·김선아(2010), 윤철경 외(2013; 2015)의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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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중단 이후 보이는 생활 방식에 따라 적응에 중점을 둔 사회지향
형, 부적응 양상을 나타내는 사회지양형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윤철경 외(2015)가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중단 시점부터 3년 이후 이행 경로를 분석한 결과, 학업형이
50.4%, 직업형이 32.4%, 무업형이 11.1%, 비행형이 6.0%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를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 중 80% 이상이 사회 적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약 17%가 사회 부
적응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학업이나 직업을 찾음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
소속되고자 하는 경향을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한편으로 사회 부적응을
경험하는 일부에 대해서도 그에 합당한 지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
다. 이행경로에 적합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그들의 사회 적응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2

국내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정책 실태

국내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정책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정부 부처별 학교 밖 청소년
을 위한 정책 현황과 각 정책별로 담고 있는 학교 별 청소년 학습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 현황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은 관계부처의 협력에 기반하여 교육부와 여
성가족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청소년이라는 대상의 한정성에도 불구하고 여성가
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종합적 지원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보호와 지원
체계 구축에 대한 범정부적 인식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수립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 현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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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 (교육부·여성가족부, 2013)

교육부, 여성가족부는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학교의 적극적인 대응과 부처 간 협력
을 통한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을 수립하였다.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 추진을 위한 기본방
향은 다음 <표 Ⅱ-4>와 같다.
<표 Ⅱ-4>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 추진 방향
영역

세부내용
학교 부적응 등 위기 징후 조기 발견 및 원인별 맞춤형 지원

학업중단
예방 체계 구축

학업중단 숙려제 내실화 및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 부여
시·도교육청, 학교 등 학업중단 예방 역량 강화

학업중단 실태파악 및
협업·연계 강화

정기적인 학업중단 실태조사 및 결과에 따른 정책 대응
범정부·지역추진체계 구성·운영
학업중단 전·후 복학, 검정고시, 청소년 지원 기관 등 정보 제공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학교 밖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생활·의료, 학업 복귀, 직업훈련·취업 연계 등 지원
지자체의 우수프로그램 발굴·확산

학교-정부-사회 협력을
통한 지원 체제 구축

멘토링, 교육기부, 사회공헌 등 민간 부문의 참여 유도
가족기능 보완 및 관계 개선 지원

* 출처: 교육부·여성가족부(2013).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보도자료, p.4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부는 학업중단 위기학생
에 대한 복귀지원 체제 구축을 추진하였다. 2014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을 줄이기 위하여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하고 있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
도록 2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학업중단 예방활동에 가장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학업중단 결정 이전에 외부 전문가의 심리상담, 학부모상담 외에도 학업중단
이후의 상황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숙려기간 이후 학업복귀나 학업
중단을 결정하게 되고, 해당 선택에 따른 진로를 안내하며 사후관리까지도 진행하고 있다4).
4) 교육부 행복한교육 홈페이지. 학업중단숙려제 도입. https://happyedu.moe.go.kr/happy/bbs/selectHappy
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197&nttId=1937(인출일: 2019.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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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Wee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사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공교육 내 대안교육 기회 확충 및 공립 대안학교 설립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5)를 확대하여 상담, 건강증진 등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관계부처합동, 2015)

정부는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2015년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경찰청의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학업중단학생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으로 정책 연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 강화를 도모하였다(관계
부처합동, 2015).

5) CYS-Net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Net)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을 돕는 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이다. 지역사회 네트워킹을 통해 위기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및 통합지원을 제공하며 건강한 삶과 성장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다(여성가족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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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 추진 과제
중점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학업중단 숙려제 내실화

학업중단
사전예방 강화

다양한 대안교육 프로그램 강화
가족 및 또래 등을 통한 심리·정서적 치유 지원
의무교육 단계의 공적 보호 강화
실태조사 등을 통한 촘촘한 지원기반 마련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강화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제공 및 연계 강화
학교 밖 청소년 발견 시 연계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유형별 맞춤형
진로지도

(학업형) 학력취득을 위한 맞춤형 진로지도
(직업형) 실효성 있는 직업교육 및 안정적인 일자리 연계
(집중형) 찾아가는 서비스로 자립 동기부여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촘촘한 의료·
보호·복지 지원

보호가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위기상황에 놓인 가출청소년 지원
긍정적 사고형성을 위한 활동 지원
수요자 중심의 환류시스템 마련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

범부처-지역-민간 협업체계 구축
가족기능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관계 개선 지원

* 출처: 관계부처합동(20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보도자료. p.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2015)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여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대안교육 강화 및 공교육 체
제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안교육 프로그램의 질 향상 등을 추진하였다. 둘째, 관계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센터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확대하여 유형별 맞춤형 진로지도
를 제공하였다. 넷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사회적응 지원 등
보호・복지를 강화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 자문단을 구성하여 환류시스템을
마련하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를 통해 범부처-지역-민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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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 (법무부, 2018)6)

현재 우리 사회는 환경적 변화로 인해 청소년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인해 학업중단 청소년 증가와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자살 및 가출, 비행 등 소년범죄 발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2010년 10-18세 청소년 인구는 6,141천명에서 2016년 4,910천명으로 20% 이상 감

소하였으나, 소년범죄자의 비율은 2010년 89천명, 2016년 76천명으로 1.5%대를 유지하
고 있다(이승현·이정주, 2018). 이러한 현황은 소년범죄자의 교화와 보호, 위기 청소년
지원 등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법무부(2018)는 「소년비행예방협의회 규정」제6조에 근거하여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해당 규정에서는 소년비행 예방 기본계획 수립 시 연구·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을 명시(소년비행예방협의회 규정, 2018.6.11.)하며 학
교 밖 청소년의 학습 지원 및 진로 확대에 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이라는 비전 하에 ‘예방, 교
화, 피해자 보호, 협력을 통해 청소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의 목표를 가진다.
청소년 비행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청소년의 발달과 비행 발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폭넓게 고려하여 다기관 연계(multi-agency)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
승현·이정주, 2018).
기존의 정책이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에 주목하여 범죄 발생 이
후의 처벌과 대처에 집중하던 방식이었다면, 새로운 기본계획은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원
인을 고려하여 비행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관점으로 전환하였다는데서 정책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이승현·이정주, 2018).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에 따른 4대 핵심가치, 5대 전략 및 16개 추진과
제 및 관련 부처 현황은 다음 <표 Ⅱ-6>과 같으며, 교육부와 관련된 교육적 과제
들이 다수 존재한다. 범죄와 관련 있는 비행청소년의 특성상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교육적 과제는 학습보다는 비행 예방과 교화에 초점이 맞추
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의 내용은 이승현·이정주(2018).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 수립 연구』보고
서를 참고하여 기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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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6>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에 따른 부처간 협력 현황
가치

5대 전략

예방

위기 청소년
비행유입 차단

16개 추진과제
・국민이 공감하는 합리적 법제 개선
・가출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위기

개입 강화
・비행예방교육 통합 프로그램 구축

초기 비행소년
선도 및 진단
강화
교화
소년범 재범방지
역량 강화

보호

협력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개선

소년비행예방
협력체계 구축

관련 부처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초기단계 비행소년 및 보호자 교육 강화
・소년사건 단계별 선도 및 진단 강화
・전문처우를 통한 보호관찰 지도·감독 강화
 ・명예보호관찰관 등 사회자원 활용 활성화
・정신질환 소년범 치료체계 구축
・소년원 등 교화교육 내실화 및 처우 개선
・국민이 함께하는 민영소년원 설립
・지역사회와 연계한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



법무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경찰청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신속한 피해자 통합 지원체계 구축
・피해자 재판참여 권리 확대

・소년비행예방 정책기반 구축
 ・소년비행예방정책 실현을 위한 인프라 확충
・부처 간 협력을 통한 비행예방체계 강화

법무부,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방통위, 경찰청,
산림청)

* 출처: 법무부(2018). 「2019~2023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 수립」보도자료, p.5-6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법무부, 2018)｣은 예방, 교화, 보호, 협력의 목표 하에
법적 제도를 정비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강화하고자 범부처간 협력 강화
체제를 구축하였다. 소년비행예방 협력체계는 소년비행예방협의회 운영 및 청소년 범죄
예방 종합대책 수립과 실행을 추진하며 소년비행을 차단하고 예방 및 강화에 기여한다.
이 계획의 정책 대상인 비행청소년, 위기청소년, 소년범의 경우 학업중단, 학교 밖 청
소년에 포함되거나 또는 비행과 범죄로 인해 학업 중단을 경험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등 학교 밖 청소년과의 관련성이 깊다. 이러한 대상의 확대는 2019년에 제정된 교
육부와 여성가족부의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추세이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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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법무부의 비행 청소년에 대한 정책은 단순한 소년범죄 감소와 관리 차원에서만 머
무르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예방과 관리로 확대될 수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4)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 –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안)｣ 구축(교육부·

여성가족부, 2019)7)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제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사
회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안)｣을 논의하였다. 해당 안은 위기청소년의 문제가 심화·
확대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발굴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공고
화하는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논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Ⅱ-7>과 같다.
<표 Ⅱ-7>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안)｣ 주요 내용
주요 내용
1

위기청소년에 대한 공공의 역할 강화

2

위기청소년을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3

위기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다각화·확대

* 출처: 교육부‧여성가족부(2019).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e-뉴스 정책뉴스(2019.05.17.).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안)｣ 주요 내용을 통해 2013년 교육부와 여성가
족부의 정책이 학업중단과 학교 밖 청소년에 집중된데 반해 2019년 정책은 ‘위기 청소
년’으로 정책의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첫째, ‘지자체 중심의 공적 운영체계(가칭 ’청소년 안전망팀’)를 마련
하였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대부분 민간 위탁 형태를 취하다보니 공공기관과의 서비
스연계가 원활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가 중심이 되는 공적 운영체계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
위원회 산하에 ｢청소년안전망분과｣ 설치를 합의하였으며,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
7) 해당 내용은 여성가족부 e-뉴스 정책뉴스의 ‘교육부‧여성가족부(2019.05.17.).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시스
템 구축,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의 내용을 발췌 정리하여 기술하였음(인출일: 2019.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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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하였다(교육부‧여성가족부, 2019).
‘청소년안전망팀’은 기존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Net:
CYS-Net)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위기청소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

고자 하는 사회서비스이다8). CYS-Net은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 지원서비스
를 통합·연계하여 위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사업
에 대한 인지도 부족, 지방자치단체의 총괄 기능 미흡,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기능
미흡 등의 한계가 지적되며 ‘청소년안전망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여성가족부, 2018).
이를 통해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
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기존의 CYS-Net이 지자체와 상
담복지센터의 연계 수준에 그쳤다면 지자체의 ‘청소년안전망팀’과 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
로 위기청소년 관리를 위한 공적 운영체계가 새롭게 구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둘째, 「청소년 복지지원법」개정을 통해 ‘위기청소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학
교 밖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기관별 통합지원의 한계가 지적되었다(교육부‧여성가족부,
2019; 여성가족부 공식 블로그).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위기청소년중심’ 지원체계 기반

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 사업
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 청소년을 학교밖청소년지
원센터로 즉시 연계하고 공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셋째, ‘고위기 전담 청소년동반자’ 제도를 신설하여 자살, 자해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위기청소년 대응역량을 강화하였다. 청소년동반자는 9~24
세 청소년 중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중·고 위험군으로 선별된 청소년을 우선 지원
하는 프로그램이다. 청소년상담사 및 지도사, 사회복지사 등 검증된 인력이 청소년동
반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 청소년을 찾아가서 맞춤형 서비
스를 제공하며 청소년의 학교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들의 진로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 진로체험버스,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맞춤형 전문 직업훈련 기관(내일이
룸학교)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일자리 발굴 및 지원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교육부‧여성가족부, 2019).
8) 여성가족부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gefkorea/221659804749(인출일: 2019.10.20.)

27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방안 연구

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습지원 사업 현황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습지원 사업은 정책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 여성
가족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 기조의 차이로 인해 학습지
원 사업의 목적과 내용은 상이하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삶과 미래를 위해
학습 영역에 관한 지원이 포함된다는 방향성은 동일하다. 정부 부처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습지원 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관련 사업9)

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1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
여 운영되고 있다. 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11)에게 적절한 상담, 교육,
진로, 자립 지원 등을 통해 그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고 유관 기관과의 연계 강화,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과 관련된 사업
이 주로 운영된다(여성가족부, 2018).
세부 서비스 영역은 상담, 교육, 진로, 자립, 건강으로 생활 전 영역이 포함되며, 상세
서비스 내용은 상담지원 – 청소년 심리, 진로, 가족, 친구관계 등, 교육지원 – 학력취득
(검정고시) 지원, 복교(재취학, 재입학)지원, 대학 입시 지원, 학업중단 예방 지원(학업중

단숙려 상담), 학업동기 강화 및 학업능력 증진 프로그램 등,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 직
업탐색 및 체험 프로그램,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취업훈련 연계지원 등, 자립지원 – 경
제지원, 자기계발프로그램, 기초 소양교육 등, 건강검진 – 건강검진, 생활관리지원, 체력
9)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황은 여성가족부(2018)『2018 청소년백서』와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홈페이지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홈페이지(인출: 2019.7.26.)의 자료를 발췌
정리하여 기술하였음.
10) 꿈드림은 ‘꿈=드림(Dream)’, ‘꿈을 드림’의 중의적 표현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새로운 꿈과 희
망을 드림’이라는 의미를 지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법정(法定)
명칭인 ‘학교 밖 청소년센터’와 함께 사용되고 있음(여성가족부, 2018).
11) 꿈드림은 의무교육단계에서 3개월 이상 결석을 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미진
학 청소년, 고등학교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학업중단 숙려 대상 등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학교 밖 청소년 모두를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음(꿈드림 홈페이지, http://www.kdream.or.kr/user/
sub01_2_1.asp)(인출일: 2019.7.26.)

28

Ⅱ.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실태 분석

관리지원 등 이다(꿈드림 홈페이지).
이외에도 학교, 경찰서, CYS-Net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 연계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그 수는 2014년 14,953명에서 2017년 68,459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여성가족부, 2018).
나)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 특별지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의거,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
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에게 생활, 학업, 자립 등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는 사업이다(여성
가족부, 2018).
청소년 특별지원은 생활, 건강, 학업, 상담, 법률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제공되고
있지만, 구체적 활동이나 관리보다는 경제적 지원이 주를 이룬다. 이 때문에 ‘9세 이
상~18세 이하 위기청소년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72% 이하인 자(단, 생활지원
및 건강지원은 중위소득 65% 이하인 자)’의 경제적 지원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12). 청소
년 특별지원의 세부 내용은 다음 <표 Ⅱ-8>과 같다.
<표 Ⅱ-8> 청소년 특별지원 종류 및 내용
종류

지원 내용

생활지원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비용 지원

건강지원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
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비용 지원

학업지원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 지원

자립지원

취업을 위한 지식·기술·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
요한 훈련비 지원

지원 금액
월 50만원 이내
연 200만원(220만원 한도)
월 15만원 이내(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내(검정고시)
월 36만원 이내

12) 정부24 홈페이지의 ‘청소년 특별 지원(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WII000001600
(인출일: 2019.10.20.))’ 내용을 발췌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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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상담지원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
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월 20만원 이내(심리검사비 연
25만원 별도)

법률지원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담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연 350만원 이내

활동지원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비용

월 10만원 이내

기타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
규모 결정

* 출처: 여성가족부(2018). 2018 청소년백서, p.192

다) 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및 청소년복
지지원법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에 의해 운영되는 청소년 상담·주거·학업·자립
시설이다(여성가족부, 2018).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가출예방, 상담 및 선
도활동, 가정 및 사회 복귀, 직업훈련 지원, 자립지원 등을 위해 일시쉼터(30개소), 단기
쉼터(62개소), 중장기쉼터(38개소) 총 130개의 쉼터를 운영한다(여성가족부, 2017). 쉼터
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수도 2010년 9,350명에서 2018년 32,109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나
며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
청소년쉼터에서는 청소년 보호, 상담, 예방, 교육활동 등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중단
이후에도 정서적 안녕감을 바탕으로 학습, 진학, 진로 등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
도록 개인 위주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부 지원 내용은 다음 <표 Ⅱ-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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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9> 청소년쉼터 지원내용
지원영역

지원내용

보호활동

의식주 무료제공, 건강검진, 의료서비스, 법률지원서비스, 생활지도 등

상담활동

방문/전화/인터넷 상담, 개인/집단상담, 부모/가족상담, 진로/취업상담, 심리검사 등

문화여가활동

문화관람 및 체험학습, 캠프활동, 취미생활지원 등

예방활동

거리상담/가출예방캠페인, 멘토링 프로그램, 위기예방 교육프로그램 등

교육활동

-

직업지원(진로탐색, 적성검사, 취업훈련 및 지도)
학업지원(통학 및 검정고시 지원, 개인학습지도)
자격증 취득 지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성, 금연,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등)

* 출처: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홈페이지. 청소년지원정책-가출 청소년 지원-서비스내용
https://www.cyber1388.kr:447/new_/helpcall/helpcall_n_02_2.asp?id=top_simter(2019.12.30. 인출)

2) 교육부의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및 학력인정 관련 사업

가)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방송통신중학교는 정규학교 학력을 취득하지 못한 성인,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
로 정규학교 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체제의 학교
이다(금지현·양희인·김동심, 2015).
방송통신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하여 2013년에 설립된 공립 중학교로, 정규
중학교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성인, 학업중단 청소년 등 교육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2019년 현재 전국 24개교에 10대부터 80대까지 총 4,726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운영

형태는 출석 수업(월 2회)과 원격수업으로 구분되며, 정규 교과 이외에도 기초학력 지원,
자기이해 프로그램, 진로·진학 컨설팅 등 학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한국교육개
발원, 2018d).
방송통신고등학교는 1974년에 설립되어 전국 42개 공립 고등학교 부설로 운영되는 이
러닝 기반 3년제 정규 고등학교이다. 10대부터 70대까지 약 9,880여명의 학생이 재학하
고 있으며, 유능한 직업인 양성, 고교 교육 기회 제공, 국민 교육 수준 향상의 목표를
갖는다(한국교육개발원, 2018c).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서는 ‘학습경험인정제’를 통해 재학생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교
과목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학습경험인정제’는 방송통신중·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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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의 학교 외 학습경험13)에 대한 심의를 통해 교과목 이수여부를 판단하며, 인
정 여부에 따라 입학 시 학년 결정,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이 가능한 제도이다.
이와 같이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교육방법의 다양화, 교수학습 환경의 자율성, 맞춤
형 교육 제공, 학습경험인정제 시행 등 학습자의 상황과 편의에 맞는 교육 제공이 가능하
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평생학습의 이념 하에 정규 중등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학력취
득의 기회를 제공한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규 교육과정 이수와 학력 취득의 두 가
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학습지원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
은 검정고시나 대안학교를 더욱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여성가족부, 2018). 따라서 학
교 밖 청소년의 학업 지속의 선택권 확대 및 학력 취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내 청소년 학습자를 위한 운영체제 개선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초·중·고 졸업학력 검정고시
검정고시는 ‘학교의 입학자격 또는 특정한 자격에 필요한 지식·학력·기술의 유무
를 검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14)’으로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들에게 학력
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검정고시는 초·중등교육법
제27조2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장 학력 및 자격인정 제1절 학력인정의 제96
조, 제97조, 제98조에 의거하여 초·중·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13)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서 학교 외 학습경험으로 인정하는 범위는 평생학습계좌제, 학력인정 평생
교육시설, 학력인정 대안학교, 검정고시, 자격증(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공인민간자격), 공
공직업훈련시설, 내일이룸학교, 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중학교 학력인
정 문해교육, 국가무형문화재,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기술자, 시·도교육감 개설

및 지정 운영 학습과정 등으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습경험 인정기준」 개정
을 통해 학습경험 인정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 출처: 방송통신고등학교 홈페이지. 학습경험인정제 안내. http://www.cyber.hs.kr/intro/forward.do?page
=%2Fintro%2Fschool_class%2Fschool_class5)(인출일: 2019.7.26.)
1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홈페이지(https://encykorea.aks.ac.kr/)에서 검정고시 정의를 인용함.
(인출일: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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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61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①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초등학교·중
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험 중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
는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③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3. 27.>
④ 교육감은 상급학교 학생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시험
에 합격한 자의 합격증명과 성적증명 자료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5. 3. 27.>
⑤ 제4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30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감"으로 본
다. <신설 2015. 3. 27.>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게 되면 정규 교육과정으로의 복귀, 고등교육으로의 진
학 등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개인적 차원에서는 학업 지속과 자아실현, 사회적 차원에
서는 학업중단 학습자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 진출을 위한 기반이 되어준
다는 의의가 있다(정채관 외, 2017).
검정고시 관련 정책개발, 법령구축, 학력인정의 기준 설정 등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시
도교육청은 시행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시험문제 출제와 관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서 담당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 2010). 시험과목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6과목(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및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선택), 고등학교는
7과목(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및 도덕, 기술과정, 체육, 음악, 미술 1과목

선택)이며, 결시과목 없이 평균 60점 이상(과목별 100점 만점)을 취득해야 합격으
로 처리된다.15)
2012년 검정고시 지원자들 현황 분석 결과, 중·고등학교 응시자의 경우 지원자의
88.9%와 70.7%가 19세 이하로 나타나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력취득을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수단임을 알 수 있다(백혜정·송미경·신정민, 2015). 2019년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한 최근 3년간 검정고시 현황 자료16)에서도 초, 중, 고졸 검정고시 응사지 중 19세
이하 연령의 지원자가 2016년 56%(7,958명), 2017년 58%(6,974명), 2018년 60%(7,104
1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http://www.kice.re.kr/sub/info.do?m=010605&s=kice
(인출일: 2019.10.29.)
16) 서울시교육청(2019). 2019년도 제1회 검정고시 시행 공고문(공고 제2019-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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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비율을 보인다. 윤철경 외(2013: 182)의 연구에서도 학업중단 학생의 67.9%가 검
정고시 준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력취득을 위해 검정고시
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백혜정·송미경·신정민, 2015). 검정고시 의존
도가 높다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유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다는 한계를 보여준다. 미래 사회를 주도하는 인재 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역량이 개발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지원 제도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다) 친구랑
교육부(2014a)는 학업중단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학업 또는 사회 복귀를
위하여 학습, 상담, 진로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학업중단학생 도움센터 ‘친구랑’을 설치
하였다.
친구랑은 학업중단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2014년 8월 개소한 이래 ‘멘토링
플랫폼’이 주축이 되어 학업, 진로, 정서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박기식, 2018). 운
영 형태는 현장형 wee센터로 돌봄, 상담, 어울림 기회를 제공하는 카페 형식의 공간으
로, 현재 서울과 대구, 강원 교육청에서 운영되며 학업중단학생 지원에 목적을 두는 만큼
학업, 진로, 정서 지원에 중점을 둔다(교육부, 2014a).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친구랑의 지원 내용은 다음 <표 Ⅱ-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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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0> 서울특별시교육청 ‘친구랑’ 지원내용
학업 지원
∙ 학업상담
- 학습계획 및 수준 진단

진로 지원
∙ 진로상담
- 진로탐색검사
- 원하는 직종 직업체험 지원

정서 지원
∙ 개인 상담
- 대상자 욕구 파악 및 심리상담

∙ 대학생 멘토와 함께하는 1:1 학습
∙ 지역 기관 연계
멘토링
- 꿈드림, 내일이룸학교
- 학교 복귀를 위한 교육지원
- 지역청소년도움기관
- 검정고시 교육지원

∙ 지역 기관 연계
- 꿈드림, 내일이룸학교
- 지역청소년도움기관

∙ 재입학, 편입학을 위한 컨설팅
- 학업복귀를 위한 정보제공

∙ 진로탐색캠프
- 멘토멘티의 1박 2일 체험

∙ 대학 진학정보안내
- 학습 멘토링 참여자에 한함

∙ 진로탐색캠프
- 멘토멘티의 1박 2일 체험

∙ 꿈지락 프로그램
- 타로 상담, 요리 만들기,
네일아트, 보드게임 등

* 출처: 박기식(201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업중단학생도움센터 ‘친구랑’을 소개합니다. p.158

라) 대안교육 지원17)
대안교육 지원 형태는 대안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학교 내 대안교실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라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
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 정의된다.
기존 학교교육과는 다른 다양한 교육 실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학교로 초･중･고 통합과
정이나 무학년제 운영 등이 가능하고 수업연한, 교육과정 등에서도 일반학교에 비해 자
율성이 보장된다(이수광 외, 2008).
대안교육을 하는 학교는 ‘대안학교(각종학교)’와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로 분류한다. 대
안교육 특성화학교는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와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로 구분된다.
2019년 기준 대안학교(각종학교)는 공립 13교, 사립 28교로 총 41개가 운영 중이며, 대

안교육 특성화중학교는 17개교(공립 5교, 사립 12교), 특성화고등학교는 26개교

17) 꿈지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학업중단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
(https://www.gotoschool.re.kr/modedg/contentsView.do?ucont_id=CTX000008&srch_menu_
nix=Fz6492I5)의 내용을 발췌 정리하여 기술하였음(인출일: 2019.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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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5교, 사립 21교)이다18).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8,276명이며, 졸업

자에 한해 학력을 인정해주는 인가형 대안학교에 대한 통계이다(교육통계서비스,
2018)19).

인가형 대안학교와 같이 대안교육을 통한 학력인정 대상자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공립 대안학교의 경우, 다문화
나 탈북 등의 특수한 배경을 가졌거나 학교 부적응 문제를 보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즉,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 정규 교육과정과 학교 현장에서 벗어나 대
안교육을 받는 형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안학교를 통한 학력인정 정책은
정규학교를 대신하는 의미보다는 학업중단의 예방과 복귀를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백혜정·송미경·신정민, 2015).
둘째,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서는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정규 교육과정에 관
심이 부족하여 다른 영역에 흥미를 보이는 학생들을 위탁받아 운영한다(꿈지락 홈페이지).
<표 Ⅱ-1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 절차
절차

1

2

3

4

내용

학생위탁운영 및 학생
위탁

위탁교육기관 지정 및
위탁학생 배정

위탁 학생관리 및 교육
실습

학교에 위탁 학생 출결
등 생활 기록 보고

주체

학교

교육청

위탁교육기관

위탁교육기관

* 출처: 꿈지락 홈페이지. 정책소개: 대안교육지원20).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 절차’ 그림 인용

위탁교육기관에서는 교과 수업의 비중은 최소로 배정하고 대안교과의 비중이 높기 때
문에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대안교육 위탁교
육기관 운영 프로그램은 <표 Ⅱ-12>와 같다.

18) 교육부 홈페이지 자료. 2019년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현황. https://www.moe.go.kr/boardCnts/
vi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77266(인출일:
2019.7.26.)
19) 교육통계서비스 공식블로그. 2018 대안학교,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현황(교육통계서비스). http://blog.naver.com/
PostView.nhn?blogId=kedi_cesi&logNo=221533303594&categoryNo=29&parentCategoryNo=15(인출
일: 2019.7.26.)
20) https://www.gotoschool.re.kr/modedg/contentsView.do?ucont_id=CTX000008&srch_menu_nix=Fz6492I5
(인출일: 201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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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프로그램 예시
프로그램
자기성찰
상담 및 치유

내용
자아탐색활동,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관계 개선 프로그램, 비전 찾기 등
음악, 미술, 연극 등을 활용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문화활동

역사탐방, 독서활동, 텃밭가꾸기, 영화/음악/미술 감상, 미디어 교육 등

학습지원

학습코칭 프로그램, 자기주도적 학습 등

진로, 직업

직업인 인터뷰, 직업현장방문, 인턴십, 자격증 취득, 창업 등

* 출처: 꿈지락 홈페이지. 정책소개: 대안교육지원21).

셋째, 학교 내 대안교실은 ‘정규 교육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여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는 별도의 학급’으로 공교육 내 대안교육 확대를 위해 2013년에
처음 운영이 시작되었다(교육부, 2014b). 학교 내 대안교실은 다양한 교육을 원하는 학
생들에게 대안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학급으로 일반학급과 구분하여 별도로 운영된다. 학
생수준과 교육목적에 따라 교육과정, 학습방법 등을 자유롭고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꿈지락 홈페이지).

대안교실 운영을 위해서는 대안교실 참여가 필요한 학생을 발견하고 선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후 대안교실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학급을 편성하고 교
육 운영 프로그램 개발 작업이 이어진다(꿈지락 홈페이지).

21) https://www.gotoschool.re.kr/modedg/contentsView.do?ucont_id=CTX000008&srch_menu_nix=Fz6492I5
(인출일: 201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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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3>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프로그램 예시
프로그램 유형

치유중점

공동체 체험 중점

학습·자기계발 중점

진로·직업 중점

내용
∙
∙
∙
∙

예술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연극치료: 상황극, 역할극 등
신체활동을 통한 치료: 댄스, 명상, 숲 치료 등
전문가 치료 및 상담치료

∙ 또래관련: 캠프, 뒤뜰 야영 등
∙ 교사관련: 사제동행 (등산, 영화관람 등)
∙ 학부모관련: 부모-자녀 관계증진 프로그램, 부모-자녀 동반 캠프 등
∙ 기초교육 신장 및 수준별 수업
∙ 교사 및 또래 학습 멘토링
∙ 문화·예술 및 창작활동 프로그램
∙
∙
∙
∙

진로상담:
직업탐방:
직업체험:
창업체험:

진로검사를 활용한 상담 및 자기발견
경찰서, 기업체, 방송국 등 탐방
바리스타, 제과 · 제빵반, 목공예반 등
기업가 정신, 창업 교육 등

* 출처: 꿈지락 홈페이지. 정책소개: 대안교육지원22).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부 부처별 학습지원 사업은 여성
가족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대상이 위기청소년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는 경향과 소년범죄자의 연령이 14-18세에 집중되어 있
는 현황(이승현·이정주, 2018)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지원은 비행·범죄 청소년까
지 포함되는 학업중단의 청소년 전체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행되는 정부 부처별 학습지원 사업
현황을 분석하면 다음 <표 Ⅱ-14>23)와 같다.

22) https://www.gotoschool.re.kr/modedg/contentsView.do?ucont_id=CTX000008&srch_menu_nix=Fz6492I5
(인출일: 2019.9.30.)
23)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세부 사유는 학교 부적응, 유학(인정/미인정), 질병 및 장애, 대안교육,
범죄 및 비행 등 다양함. 이런 측면에서 학업중단 청소년, 위기청소년, 가출청소년,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학습지원 내용을 중점으로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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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4>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부부처별 학습지원 사업 현황 종합
부처

대상

학교 밖 청소년

주요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지원 내용

운영기관

학업, 상담,
학교 밖 청소년 교육
교육, 취업,
지원센터
지원
자립, 건강 지원

여성
가족부

위기 청소년

가출청소년

청소년
특별지원

자립·자활 지원

청소년쉼터

주거 및
생활지원

청소년상담복지
센터

청소년쉼터

교육 지원 내용
학업형

- 학습동아리, 멘토링, 검정고시, 대학입시설명회 등을 통한
상급학교 진학 지원 서비스 제공

직업형

- 직업역량강화사업, 진로교육활동, 직장 체험 등을 통한 진로
설정 지원
- 전문직업훈련기관(내일이룸학교)과의 연계 서비스 통한 직업
훈련 및 취업 지원

비행형
은둔형
무업형

- 동기부여, 1:1 심층상담 등을 통해 학업과 진로에 대한 미
래 설계 지원

학업지원

-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 지원
- 월 15만원 이내(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내(검정
고시)

교육활동

-

직업지원(진로탐색, 적성검사, 취업훈련 및 지도)
학업지원(통학 및 검정고시 지원, 개인학습지도)
자격증 취득 지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성, 금연,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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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부처

대상

학업중단
청소년

주요사업

지원 내용

운영기관

방송통신
중·고교

교육 및
학력취득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
연구센터

검정고시

학력취득

한국교육
과정평가원

친구랑

학업복귀
지원

교육제공

- 사이버학습, 출석수업 등

학력취득

- 일반계 정규 중·고등학교의 졸업장 취득

학력취득

- 공식적인 교육활동 없이 시험을 통해 학력 취득이 가능함

학업지원

- 학업상담, 대학생 멘토와 함께하는 1:1 학습 멘토링, 재입학·
편입학을 위한 컨설팅, 대학 진학정보 안내 등

진로지원

- 진로상담, 지역 기관 연계, 진로탐색 캠프

대안학교

교육과정

- 학습자의 수준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대안교육위탁교육
기관

교육
프로그램

- 학습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 제공

학교 내 대안교실

교육
프로그램

- 학생 수준과 목적에 맞는 대안교실 프로그램 제공

wee 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
센터

학력지원

- 상담, 치료 등의 심리정서활동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교육활
동 운영을 통한 학업중단 예방

관할교육청

교육부

(잠재적)
학업중단·복귀
청소년

대안교육
지원

학업중단
숙려제

학업중단 예방,
복귀지원

학업중단 예방

교육 지원 내용

부처

대상

주요사업

지원 내용

운영기관

교육 지원 내용
- 찾아가는 법교육 확대

준법교육

소년비행예방
정책

법무부

비행·범죄
청소년

소년범
사회복귀
역량강화

중간처우
전문화

보호자교육

법교육

법무부
교육부

- 위기청소년대상 체험형 법교육 확대,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 비행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보호자 교육

- 소년범의 일탈 방지 및 문제행동 개선을 위한 보호자 특별교육

교사 멘토링
사업

교사
멘토링

- 보호관찰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및 재범방지를 위한
(담임)교사 멘토링 실시
- 보호관찰 청소년 상담기법, 우수지도사례 등 전문 교육과정 신
설·운영을 통한 교사 멘토링 역량 강화 도모

교과교육 강화

교과교육 및
교사 지원

- 소년원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 소년원생 교과교육 강화를 위해 교원자격 소지자 채용 및 교육

법무부
교육부
진로교육 강화

학업 지속 지원

진로교육

법무부
교육부

교과학습 평가

- 맞춤형 직업 훈련 직종 개편
- 지역사회 인력 및 자원 활용 직업체험, 진로탐색 실시
- 출원 예정 소년원생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취업 지원
- 감호위탁 처분(1호, 6호) 소년의 학업 지속을 위한 교과학습
평가

* 출처: 백혜정·송미경·신정민(2015: 66) <표 Ⅲ-10> 및 이승현·이정주(2018)를 참고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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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지원 정책 분석 결과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국가적 정책을 살펴보면 ‘보호 – 상담 – 교육 – 직업 – 자립’으
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발견된다. 청소년 개인의 생활 전반, 삶의 전 영역을 지원하
고 있으며, 지원 영역도 기본적인 상담, 교육, 진로 외에 법률, 경제, 의료 등 실생활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체제가 조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정책의 목표는 교육적 측면보다는 개인의 회복과 성
장을 바탕으로 자주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된다. 이런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통합지원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
는 것이며, 이를 위해 청소년안전망팀과 같은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운영에 중점을 둔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 체계적, 종합
적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학습 지원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
진다는 특징이 있다. ‘학습’이라는 단편적 영역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종합적 지원을 지
향하는 정책의 방향성이 기관 중심의 정서, 학습, 경제, 생활 지원의 형태로 실행되고 있
는 것이다.
법무부는 청소년의 비행예방체계 강화에 목적을 둔다. 소년범죄자는 학교 밖 청소년에
속하므로 비행예방체계는 거시적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
다. 이에 따라 법무부의 비행·범죄청소년을 위한 지원 사업은 교육부와의 협력 하에 이
루어진다. 각종 사업에서 학습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포함되지만 학업 지속의 목적보다는
청소년 범죄의 예방과 안정적 사회 적응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성이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범죄 예방 – 학업 복귀 – 사회 복귀’의 목적 하에 수용시설에서도 학업을 지속
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교육수준 평가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서 ‘학습’이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습지원만으
로는 학교 밖 청소년의 불안정한 환경과 정서적 어려움을 지원할 수 없기에 각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학교 밖 청소년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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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와 법무부의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정책은 ‘안정적인 삶’을 지향하며 상담,
부모, 학습, 건강, 법률, 경제 등 삶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자
립에 목적을 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교육부의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정책은 학력취
득과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복귀 지원의 두 가지 관점에서 실행되고 있다.
학력취득을 위한 학습지원, 즉 학교 밖 학력인정이 가능한 제도는 방송통신중·고등학
교와 검정고시가 있으며,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복귀 지원 사업은 친구랑, 대안교육 지원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방송중·고의 경우는 성인 학습자가 90%이상을 차지하며, 인가형
대안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에서의 학업내용이 학력인정 기간으로 산정되나 정규학교를
대신한 학력인정이라기 보다는 학업중단의 예방과 복귀를 위한 과정의 의미가 더 크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학교 밖의 학력인정은 지금까지는 검정고시가 거의 유일한 제도
였다고 볼 수 있다.
각 사업에서는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지원 제공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습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같이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을 중심으로 최근 다양한 정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회복과 성장을 목표로 학습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의 정책이
교육의 본질적 목표 구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에 비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와 교육을 주로 관장하는 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는 개인 삶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
취업이 함께 강조되는 경향을 보인다. 법무부 역시 부서의 특성상 소년 범죄와 비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예방과 사후관리 차원에서 교육적 지원에 주의를 기울이는 양상
이 발견된다.
특히, 2018년부터 수립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들의 대상이 위기청소년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대상은 확대되고 있
으나, 이들의 학교 복귀와 안정적 삶을 지원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학교 밖에서 학력인정
을 받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경로가 검정고시, 방송통신중·고등학교로 지극히 제한적
이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경우 대부분이 성인 재학생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이용률
이 낮게 나타나 검정고시 의존률이 높은 상황인 것이다.
관계 부처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제공되는 학습지원이 센터나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교육을 받되 수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한계가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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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함께 관련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기관이나
프로그램별 인증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
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학력인정, 정규 교육과정 이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
로 정책이 전환되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습지원의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맞춤형 교육
및 학력인정 관련 종합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지원도 부재한 상황이다.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학교 밖에서도 학업을 지속하고 학력을 인
정받을 수 있도록 부처별로 산재된 교육프로그램의 정보를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의 능력 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발굴과 제공을 활성화시킴으
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맞춤형 학습지원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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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증평가 연구 및 사례 분석

인증평가 개념 및 유형

가. 인증의 개념 정의
인증(accreditation)이란 교육기관이나 프로그램이 일정한 표준이나 자격요건을 충족
시키는가에 대해 전문가들이 평가하여 인정하는 과정으로(오성삼·권순달, 2010), 해당
분야에 권위를 가진 기관이 특정 제품이나 기관 또는 개인의 수행능력을 공식적으로 인
정(formal recognition)하는 절차를 의미한다(홍선주 외, 2010). 따라서 “인증 제도란 정
부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이 제품의 품질 또는 시스템의 품질보증 능력에 대
하여 일정한 기준으로 평가하여 규정된 기준과의 적합성 또는 그 품질의 우수성을 증명
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최환용, 2010: 22). 산업 분야에서는 주로 적합성평가라는 용
어로 인증의 개념이 사용되며, “적합성 평가란 제품, 프로세스, 시스템, 사람 또는 기관 등에
대한 규정된 요구사항의 충족여부를 실증하는 활동을 말한다(최환용, 2010: 22 각주 7).”
Eaton은 국가가 주관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인증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Eaton, 2006: 4-5). 첫째, 질 보장(Assuring quality)의 역할로, 인증은 교육 프로그램

등이 학생들과 국민들로부터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요 방법이다. 둘째, 정부 예산 지
원을 위한 기반(Access to federal and state funds)이 되는데, 인증은 정부 예산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도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사립 기관이 자부심을 갖게 하는 역할로
(Engendering private sector confidence), 인증을 통해 사립 기관들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또한, 인증을 활용하는 수요자의 이동에 도움(Easing
transfer)을 줄 수 있다. 즉 기관을 옮길 때, 인증 받은 기관에서 얻은 점수나 크레딧이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인증 제도는 ①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
여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제고하며, ② 계획 수립 및 지속적인 자체 개발 노력을 통한 개
선을 촉진하며, ③ 프로그램이 명확하게 정의된 목표와 적절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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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력과 시설을 유지하고 있는지, 목표 달성을
했는지,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지 등을 외부 기준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며,
④ 인증 과정에서 새 프로그램 및 기성 프로그램에 대한 조언을 제공받기도 한다. ⑤ 또
한, 프로그램이 충분한 지원을 받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Lubinescu et al., 2001: 6).

인증제도는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며(짧게는 몇 년, 길게는 10년에 한 번), 인증 기준에
맞추어 프로그램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의 리뷰를 받게 되는데, 서류
평가와 실사평가가 포함된다. 이후, 인증기관에서 인증 또는 인증거절을 결정하게 되며,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절차로 운영된다(Eaton, 2006: 6-7).

나. 인증평가의 유형
인증의 유형은 크게 해당 기관이 정해진 기준을 충족시키는지 평가하는 기관 인증
(institutional accreditation)과 특정 분야의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프로그램 인

증(specialized or program accreditation)으로 구분된다(Fitzpatrick, Sanders &
Worthen, 2004: 서경혜 외, 2013: 29 재인용). 따라서 인증평가를 운영할 때에는 기관

인증과 프로그램의 인증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서경혜 외, 2013).
교육프로그램이란 정해진 기간 동안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프로그램을 구성 및 계획하거나 학습자가 의도적인 학습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과정 등을 포함한다(김이연, 2016: 27). 프로그램 인증은 프로그램 평가의 한 유형으로
제시되며, 프로그램 평가란 특정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사
과정으로, 프로그램의 계획이나 실행과정, 결과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의미한다(김창대 외,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학습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적,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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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zpatrick, Sanders와 Worthen(2004)은 프로그램 평가의 5가지 접근 모형으로 목표

중심 평가, 운영중심 평가, 소비자중심 평가, 전문가중심 평가, 참여자중심 평가를 제시
하였다(김이연, 2016: 28-30 재인용). 각각을 살펴보면, 첫째, 목표중심 평가는 목표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의 결과를 평가하는 접근을 하는데, 목표라는 확실한 기준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결과만을 강조하는 단점이 제기된다. 둘째, 운영중심
평가는 평가자에게 평가 단계별 해결 과제를 제시하고 계속적인 평가를 통해 피드백을
제공하며 의사결정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운영이 의사결정자의 가치 판단
에 의해 좌우되며 평가자 역할이 축소된다는 비판이 있다(김이연, 2016: 28-29; 박일수,
2009: 230-231).

셋째, 소비자중심 평가(Scriven, 1967)는 교육을 하는 행동도 하나의 서비스로 보고,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받는 학습자가 소비자로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중점을 둔 평가
접근 방법을 말한다. 주로 교육프로그램 평가에 체크리스트를 고안하여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장점이 있으나, 학습자를 소비자로 둔갑시켜 철저한 평가준거에
얽매이게 한다는 비판점이 제기되기도 한다(김이연, 2016; 박일수, 2009).
넷째, 전문가중심 평가(Eisner, 1979)는 해박한 지식과 능력을 가진 전문적인 평가자
또는 전문적 심의체가 평가 자료를 판단함으로써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공정성이나 주관적 평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김이
연, 2016; 박일수, 2009).
다섯째, 참여자중심 평가(Stake, 2004)는 평가기준을 정하거나 행할 때 참여자가 결정
에 참여해야 한다는 접근을 말한다. 단방향이 아닌 공정성을 고려했다는 점과 유연한 평
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참여자가 비전문가일 경우의 문제점, 선입견 반영 등의
비판점이 있다(김이연, 2016; 박일수, 2009).
본 연구에서는 인증의 방향 설정을 위해 소비자중심 평가 방식을 반영하였다. 이에 따
라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목적과 필요를 고려하여 방향을 설정하고, 참여자중심 평가를
반영하여 평가기준의 구안 단계에서 현장 의견수렴, 모의평가를 통한 검토 및 보완 과정
을 거치고자 하였다. 또한, 평가의 운영에 있어서는 전문가중심 평가를 중심으로 하여
전문적 심의체 중심의 평가로 운영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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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평가 관련 연구의 방법 및 활용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지원 및 학력인정 인증 평가도구의 개발을 위해 국내 교육프로
그램 인증체제 개발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교육프로그램 인증
도구 개발의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및 활용 영역을 구분하여 본 연구에서 반영
하여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고, 본 연구 수행에 적합한 연구의 설계안 및 인증 개발 체제
를 도출하였다.

가. 교육프로그램 인증평가 관련 선행연구
1) 연구 목적

인증의 목적은 프로그램의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인증하는 체제를 구축하는데 있
다(서경혜 외, 2013). 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통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제도의
기반 하에 프로그램의 질을 보장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해당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뿐 아니라, 프로그램 활성화 및 확산에도 기여한다(맹
영임 외, 2011; 서경혜 외, 2013; 전인식 외, 2006).
교육프로그램 인증을 위해 개발되는 인증 지표와 모형 등은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의
매뉴얼로 활용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단순 평가의 차원을 넘어선다. 인증기준은 우수한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인 동시에, 프로그램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기준
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서경혜 외, 2013; 장명희 외, 2008).
본 연구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방안을 구안하여 교육프로그램
들의 질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침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침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 및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도
활용하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관리,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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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국내에서 이루어진 교육프로그램 인증 도구 개발 관련 연구는 김동석 외(1999), 맹영
임 외(2011), 서경혜 외(2013), 장명희 외(2008), 전인식 외(2006), 정미경 외(2016), 최
상덕 외(2006) 등이 있다.
김동석 외(1999)는 교원연수기관 평가인증 방안 도출을 위하여 문헌분석과 전문가 협
의회, 정책 세미나의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연수기관 운
영 현황 및 연수제도의 문제점 분석, 외국의 교원연수 동향 및 시사점 분석과 같은 선행
연구를 분석하였다. 전문가 협의회와 정책 세미나를 통해서는 교원연수기관 관계자, 학
계 전문가, 업무 담당자 등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증 방향 설정과 방안 탐색, 인증제
도입 방안 논의, 인증제 평가 기준 검토 등을 수행하며 인증 방안을 도출하였다.
최상덕 외(2006)의 교육계좌제 시행을 위한 평생학습 인증체제 구축방안 연구에서도
문헌연구, 설문조사, 전문가(현장 관계자) 협의회를 통해 인증 기준과 실행방안을 탐색하
였다. 선행연구 문헌자료 분석을 통해 교육계좌제의 정의, 법적 근거, 외국 운영 사례,
제도 등을 조사하였다. 이후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계좌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 기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협의회, 현장 관계자 협의회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계좌제 시범운영에 필요한 체계, 기준, 실행방
안 등을 탐색하는 과정을 거쳤다.
김동석 외(1999), 최상덕 외(2006)의 연구와 유사한 형태로 이러닝을 통한 중등 학력
인정 프로그램의 품질 인증 방안에 관해 연구한 전인식 외(2006)의 연구에서도 문헌분석
과 조사연구, 관계자 면담, 전문가 협의회를 실시하였다. 문헌분석과 조사연구를 통해
EBS 인터넷 수능 강의, 사이버 가정 학습 서비스 등 기존 국내 중등 교육 분야의 이러닝

교육 현황, 외국 이러닝 중등교육 과정 서비스 사례, 이러닝을 통합 학력 인정 유형 등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이후 관계자 면담을 실시하여 운영 여건과 실태를 파악하
고, 이러닝 프로그램 운영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문제점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해당 과정을 통해 1차적으로 도출된 인증 방안에 관해서는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이러닝
을 통한 중등 학력 인정 프로그램의 품질 인증 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발전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한국형 마이스터고 운영 및 인증시스템 모형 개발 연구를 수행한 장명희 외(2008)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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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시스템 모형 개발을 위해 문헌연구와 전문가 협의를 실시하였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한국형 마이스터고 선정 방안 마련의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
증절차 및 인증기준을 종합하여 인증시스템을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개발된 인
증시스템에 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시도교육청 직업교육 담당관 및 관련 전문
가 협의회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 받았다. 이후 검토 의견에 따라 수정 후 최종 개발안을
제시하였다.
김동석 외(1999), 전인식 외(2006), 장명희 외(2008), 최상덕 외(2006)의 연구는 주제
와 내용은 다르지만 ‘문헌연구(조사연구) – 전문가 협의회’의 공통된 연구과정이 발견된
다. 문헌연구(조사연구) 과정은 인증문항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탐색하고, 정책 방안
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분석한다는 의미가 있다(맹영임 외, 2011).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증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평가 영역, 지표 등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 협의회는 인증시스템에 대한 의견 수렴, 연구 실행 과정의 검토, 연구 내용
의 타당성 확보 차원에서 연구 전 과정에 걸쳐 실행되었다. 이를 통해 ‘문헌연구(조사연
구) – 전문가 협의회’는 인증 방안 개발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이라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인증 지표를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전문가들의 최종 검토를 통해 타당성과
중요도에 관해 검증을 받는 것이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좋은 수단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추후 이루어지는 연구들에서는 ‘연구의 타당성과 중요도 확보’과정을 위해 개
최되었던 전문가 협의회를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와 타당성 검증을 위한 ‘전
문가 델파이’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맹영임 외, 2011; 서경혜 외, 2013; 정미경 외,
2016).

맹영임 외(2011)는 청소년수련시설 인증방안을 개발하였다. 연구에 적용된 방법은 문
헌분석, 전문가 협의회, 조사 연구, 전문가 델파이, 정책자문회의 등이다. 청소년수련시
설인증제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의 의미, 의의와 유
형, 국내외 주요 인증제도를 분석하고, 이후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관련 요구조사를 위
해 청소년과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견(설문조사와 면담)을 수렴하였다.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인증 방안을 도출하고 관계부처, 학계 전문가, 현장 관련 전문
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협의회와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 도입 관련 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활성화 방안
모색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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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혜 외(2013)와 정미경 외(2016)의 연구에서도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서경혜 외(2013)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 방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문헌분석을 통해
평가 기준의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평가도구(초안)에 관한 델파이 조사를 2차 수행하
여 타당도를 검증 받고,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정미경 외(2016)도 인성교육정책 성과평
가 모형을 통해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선행연구 분석으로 교육정책 성과평가의 이론적
배경을 탐색하고,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평가 기준 및 지표의 초안을 구성하였다. 이후
질문지와 협의회 총 2차의 델파이 조사를 통해 평가 기준 및 지표 초안의 타당성과 보완
성을 검토 받았다.
맹영임 외(2011), 서경혜 외(2013), 정미경 외(2016)의 연구 모두 전문가 델파이 방법
을 활용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전문가 델파이 수행 유형은 질문지, 협의회 등 연구의
특성, 전문가 참여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되고 있었다. 앞서 기술하였듯,
전문가 델파이는 연구 결과에 관한 전문가의 검토, 검증 과정이므로 연구의 타당성과 신
뢰도 확보 차원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서경혜 외(2013)와 정미경 외(2016)가 수행한 연구에서는 전문가 델파이 이후 모의평
가가 수행되고 있다. 모의평가는 개발 지표와 체제를 정교화 하고 실현 가능성을 실제적
으로 검증하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서경혜 외, 2013; 정미경 외, 2016). 이를 위해
전문가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실제 평가가 가능한 보고서를 수집하여 모의평가 자료로
활용하였다(정미경 외, 2016).

3) 연구 결과 및 활용

김동석 외(1999)가 개발한 교원연수기관 평가인증의 기준은 ‘평가영역 – 평가항목 –
평가지표’로 제시되어 각 지표별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교원연수기관 평가인증 방안
개발을 위해 1차적으로 평가인증제 도입의 전제와 기본방향을 설정하였고, 그러한 방향
성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평가 방법과 절차, 결과 활용 방안 등을 제시하며 교원연수기관
평가인증의 큰 체제를 구안하였다. 실질적 평가를 위해 평가인증 영역을 하드웨어 영역
(교수여건, 연수여건), 소프트웨어 영역(교육과정, 질 관리), 산출 및 수요자만족도 영역
(연수성과, 수요자만족도)으로 구성하고, 각 영역별 구체적인 평가 기준(평가항목, 평가지

표)을 개발하였다. 해당 인증 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인증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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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할 수 있도록 평가내용, 평가 근거자료, 평가항목별 가중치 등 세부 사항에 관한 가이
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평가인증 결과는 교원연수기관이 기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 및 관리하고 있음을 보
여주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즉, 교원연수기관 평가 인증을 통해 해당 기관의 전문성과
공신력이 인정되는 효과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실시되는 연수에 관해 위
탁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등의 혜택도 제공되었다.
최상덕 외(2006)는 교육계좌제 시행을 위한 평생학습 인증체제 개발 연구를 위해 평생
교육시설 ‘운영 여건’ 평가 영역을 ‘공통지표’로 설정하고, ‘프로그램’ 평가 영역을 ‘개별
지표’로 설정하여 설립 목적에 따라 프로그램을 평가할 수 있는 차별화된 평가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교육계좌제 시행을 위한 평생학습 인증체제 구축방안 연구를 위해 1차적으로 평가인
정의 목적과 주체, 대상기관을 설정하고, 이후 평가인정 내용과 절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안내하였다. 그리고 평생교육기관 운영 목적에 따라 ‘학력 인정’과 ‘학력비인
정’ 프로그램으로 구분하고, 각 프로그램 특성에 따른 ‘개별지표’를 설정하였다. 학력인
정 프로그램의 평가영역으로는 교육목표, 교·강사, 교육과정, 교재 및 수업, 학습자 지도
및 교육성과 등 실제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여되는 편성, 운영, 관리, 성과에 관한
종합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반면 학력비인정 프로그램 평가영역은 학습
자, 교·강사, 프로그램 목적, 프로그램 및 방법, 프로그램 운영관리로 설정하여 학습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과 만족도, 관리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차이가
있다.
이외에도 평생교육기관의 시설 운영 여건에 관한 지표를 ‘공통지표’로 설정하여 학력
인정·비인정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에 관한 평가는 필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
하였다. 공통지표의 영역은 기관운영의 안정성, 행정체제, 학습자 지원체제, 교육지원체
제, 정보지원체제 등 학습 여건 마련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체계, 시설구비 상황 등을 평
가하고 있다. 각 지표별 세부 평가기준은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지표’로 구성하여
교육계좌제 운영에 필요한 핵심 평가내용들을 포함한다.
최종 평가는 평생학습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생학습 인증 및 표준화 운영위원회(평
가인정위원회, 학습결과인증위원회)가 실시하며, 인증 결과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평생
교육센터에서 ‘교육계좌제 프로그램평가인정서’를 교부하며 정부 차원에서 평생교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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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적합성을 인증 받는다. 이러한 조치는 기관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과도 연결된다.
전인식 외(2006)는 이러닝을 통한 중등 학력 인정 프로그램의 품질 인증 방안 연구에
서 구체적인 인증 평가의 지표를 제시하기보다는 이러닝 학력 인정 추진 체제 구축과
제도 도입의 거시적 관점에서 인증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닝 학력 인정 추진의 효율적
인 연구, 개발, 관리를 위한 ‘학력 인정센터(가칭)’설치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정부(교육인
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을 주축으로 민간 교육기관과 회사,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
술정보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각급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 모형
을 구성하였다. 특히, 학력인정심의·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학력인정프로그램의 심의·인
증 및 자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닝 학력 인정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평생교육법에 의거한 원격 대학 시설·설비 기
준을 준용해야 하나, 현행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한 한계를 지적하였다. 그와 관련한 개선
점도 제시하며 학력 인정을 위한 학점 단위 인정 제도의 필요성, 학력인정센터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방향과 내용, 이러닝 학력인정 운영 기관의 인가 기준 및 지도
감독 규정 신설 등에 관한 내용 등 이러닝 학력 인정 법과 제도 정비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맹영임 외(2011)는 청소년수련시설 인증방안 개발을 위해 공통기준(지표)과 개별기준
(지표)으로 인증요소를 구분하였다. 공통기준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을 위해 기본적으

로 갖추어야 하는 요소를 바탕으로 경영관리, 자원관리, 프로그램, 서비스의 4개 영역으
로 설정하였다. 각 영역별 인증요소와 인증기준 내용을 제시하여 인증을 위한 지표로 활
용하였다. 개별지표 영역은 청소년 수련시설을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으로 구
분하고, 각 기관에서 수행해야 하는 전문적인 역할을 중심으로 인증요소와 인증기준 내
용을 구성하였다.
인증의 절차로는 5단계(인증신청 – 인증시설개선 – 현장실사 – 인증심의 – 인증확정
및 사후관리) 과정을 제시하며 인증준비부터 인증심사의 실제, 인증결과의 통보, 사후 관
리 등에 관한 세부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인증의 결과는 청소년수련시설의 대외적인 신
뢰성 확보 및 제고의 근거자료 뿐 아니라,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서경혜 외(2013)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 평가도구를 프로그램 목적, 프로그램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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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프로그램의 효과성, 프로그램 확산지원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각 영역에
따라 평가요소와 평가지표를 제시하며 김동석 외(1999), 최상덕 외(2006) 등의 인증도구
에서 제시된 ‘평가영역 – 평가요소 – 평가지표’의 평가기준과 동일한 형태를 나타낸다.
‘프로그램 목표’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목표 타당성, 명료성, 학습자의 요구 반영, 학습

자의 특성 고려의 네 가지 지표가 포함된다. ‘프로그램 구성’은 목표와 내용의 부합성,
교수·학습 방법의 적절성, 프로그램 구성의 계열성, 독창성, 학습자의 흥미 유발, 체험
중심 활동, 학습자의 성찰 지원, 프로그램 실행의 효율성 등 프로그램의 계획과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 효과성’은 프로그램 실행 사례의 충
실성, 효과성, 효과성 검증의 타당성, 자체 평가 여부 등을 평가하며 프로그램의 질과 효
과성 관리에 중점을 두는 영역이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확산지원’에서는 매뉴얼과 학
습자료, 프로그램 지원 등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현황에 대한 평가가 이루
어진다. 이와 같은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방안 마련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질 관리,
우수 프로그램의 확산과 보급 및 개발로 이어질 것이다.
정미경 외(2016)가 개발한 인성교육정책 성과평가 모형에서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차
원의 추진과제별 평가방법과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평가 기준에 따른 세부 지표를 제시
한다. 추진과제(평가영역)는 인성교육 계획 수립,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지도자료 개발·보급·인증, 추진체계 구축, 홍보를 공통요소로 지정하
였다.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는 특색사업을 평가영역에 추가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인성교육 실시 정도도 평가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정미경 외(2016)의 연구는 다른 연구들에 비해 평가방법을 정량 또는 정성 등으로 표
시하여 정량지표 평정방법, 정성평가 검증자료 등 평가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적인 평가방법이 제시되면 평가주체별 평가의 결과가 상이하여
평가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인증도구 개발 연구는 기관과 프로그램 두 가지 차원에서 실행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평가도구의 체제는 ‘평가영역 – 평가요소 – 평가지표’
의 형태를 나타내지만, 기관 중심의 평가의 경우 기관운영 제반사항에 관한 기본요건 평
가를 공통지표로 설정하고 이후 단계로 프로그램에 관한 개별지표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프로그램 평가와의 차별성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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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프로그램 인증평가 연구 분석의 시사점
국내 교육프로그램 인증평가 연구의 분석 결과, 연구의 설계와 인증 도구 개발 체제에
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한 본 연구의 체
제는 연구의 전체 과정을 포함하는 ‘연구 설계’와 인증도구를 개발하는 ‘연구 개발’의 두
가지 측면에서 기술할 수 있다.

1) 연구 설계

국내 교육프로그램 인증평가 관련 연구 방법을 분석한 결과, 평가도구의 개발을 위한
연구 방법으로 ‘문헌연구(조사연구) - 전문가 협의회 – 전문가 델파이 – 모의평가’의 방
법이 주로 활용되고 있었다. 모두 동일한 연구의 과정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
수행 과정에서 각 방법들이 주제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맹영임 외
(2011)는 정책자문회의를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정책 관련 협의는 연구 개발된 과제 실

행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의 목적을 가지므로,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문헌연구(조사연구) - 전문가 협의회 – 전문가 델파이 – 모의평가’의
기본적인 연구수행 방법 이외에도 정책적 기반 마련을 위한 과정으로 마무리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연구를 설계하고자 한다.
<표 Ⅲ-1>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방안 연구 절차
연구 절차

연구 내용

1.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학습지원 ∙ 학교 밖 청소년 현황 조사
실태 조사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현황 조사
2. 프로그램 인증 사례 조사

∙ 인증의 개념 및 유형
∙ 국내 교육프로그램 인증 사례 조사·분석

연구 방법
∙ 문헌연구
(선행연구, 통계자료,
보도자료 등)
∙ 문헌연구
(프로그램 인증 사례)

3.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 ∙ 현행 학습지원 시범사업 현황 및 성과
그램 인증 방향 탐색
∙ 지정심의의 운영 현황 및 현안 분석

∙ 자료조사
∙ 전문가협의회

4. 인증 추진체제 및 평가도구(초안)
∙ 연구진 인증 방안(초안) 구안
구안

∙ 연구진 협의회
∙ 전문가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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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절차

연구 내용

연구 방법

5. 인증 추진체제 및 평가도구의
타당화

∙ 델파이 조사지 개발
∙ 전문가 자문단 인력풀 구성
∙ 전문가 델파이 실시(2회)

∙ 전문가 델파이

6. 평가도구 최종안 구성

∙
∙
∙
∙

∙ 모의평가

7. 평가도구 최종안 검토

∙ 평가도구의 확대 및 인증 활성화를 위한 실행
∙ 전문가 포럼
과제 제안

모의평가 대상, 평가위원 구성
모의평가 실시
평가도구의 현장 적합성 검토
평가도구 수정, 보완

2) 인증 도구 개발 체제

지금까지 이루어진 인증 관련 선행연구의 결과와 활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
개발 체제를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증 평가도구의 구성은 ‘평가영역 – 평가항목 – 평가지표’로 평가하고자 하는
영역, 영역별 관련 항목, 그에 따른 세부 평가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정미
경 외(2016)의 연구에서는 다른 연구들에 비해 평가방법, 점수부여 방식 등에 관해 자세
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특이점이 있다. 이러한 방식은 평가대상, 평가주체 모두에게 인증
준비와 심의의 체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평가영역
– 평가항목 – 평가지표’와 함께 ‘평가방법’에 관해 제시하여 평가의 용이성과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편, 최상덕 외(2006)와 맹영임 외(2011)에서는 인증도구에서 제시된 ‘공통지표’와
‘개별지표’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의 주체와 신청유형에 따라 그에 적합한 평가기준

을 적용함으로써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지표의 차별화는 프로그램 특
성에 적합한 평가지표를 제공할 수 있게 하며, 이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리 등 질적 우
수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평가의 주체는 교원연수기관 평가인증(김동석 외, 1999) 평가인증위원회, 교육계좌제 시행을 위한 평생학습 인증체제(최상덕 외, 2006) - 평생학
습 인증 및 표준화 운영위원회, 이러닝을 통한 중등 학력 인정 프로그램의 품질 인증(전
인식 외, 2006) - 학력인정심의·자문위원회 등 인증 심의 관련 위원회가 다수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인증절차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증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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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인증심의위원회(가칭) 구성을 통해 평가를 진행하였다.
셋째, 연구 결과 활용 면에서 연구를 통해 개발된 인증 평가도구는 ① 각 프로그램(또
는 기관)에 대한 전문성과 책무성 강화, ② 프로그램 질 관리, ③ 우수 프로그램 확산,
④ 우수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것이라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평가도구 개발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지원 체제를 구축할 수 있
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상 시사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신청유형의 특성에 따라 공통된 지표와 특성화
된 지표를 구분하여 평가도구를 개발하였다. 한편 단계별 평가를 실시하여 1차에는 공통
사항 즉 기본요건을 평가하고, 2차에는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을 평가하도록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실사를 실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겠다. 인증 단계별로 배점 및 평가방법
을 제시하여 평가주체와 평가대상자의 인증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3

인증평가 사례 조사·분석

여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지원 및 학력인정 인증의 방향과 내용을 구안하기
위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인증 사례들을 조사·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다양한 인증 사례 중에서도 정규학교를 벗어난 교육 프로그램,
초·중등교육 단계와 관련성이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가.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24)
☐ 주관부처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운영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4) ‘평생학습계좌제 홈페이지(https://www.all.go.kr/center/common/main/mainForCenter.do 2019.12.30.
인출)’와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a), 제15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설명회 자료
집’에서 학습과정 평가인정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요약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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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법령 :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근거 법령]
평생교육법 제23조(학습계좌) [평생교육법, 법률 제16337호(2019.04.23. 일부개정)]
① 교육부장관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
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인정할 수 있다.

☐ 평가인정 목적 : 학습계좌에서 등록 및 관리할 학습과정을 평가인정하여 평생
교육 프로그램의 질 관리 강화 및 평생교육 촉진25)
☐ 평가인정 주기(유효기간)
◦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은 연 1회 실시함.
◦ 유효기간은 평가인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임.
※ 단 평가면제의 경우 해당 평가인정의 유효기간을 따름.
☐ 신청 대상26)
◦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평생교육법」제16조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수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산하·소속기관 등 포함)
※ 평생교육기관의 세부 유형은 [붙임1]을 참조하되 해당 유형에 적합한 평생교육기관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근거 법령에
(평생)교육 관련 조항 내용 확인이 가능한 기관(해당 법령에 의해 인가·등록·신고 등을 완료한 기관)만
신청 가능
※ 「평생교육법」 제26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한 기관만 신청 가능

25)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a). p.49
26)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a).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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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
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평생교육법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
여야 한다.
②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③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제21조에 따른 시·군·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
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제22조 관련)]
배치대상

배치기준

1. 진흥원, 시·도진흥원

∙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2. 시·군·구평생학습관

∙ 정규직원 20명 이상: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 정규직원 20명 미만: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3. 법 제30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
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시설·법인 또는 단체
* 출처: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a). 제15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설명회 자료집.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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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인정 기준
<표 Ⅲ-2> 평가인정 유형별 신청 요건 개요
개별 학습과정 단위

평가인정
유형
신청대상
기관

유형별
신청요건

온라인

오프라인 학습과정

학습과정

전체 학습과정 단위
기관 단위 평가인정

평가면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 또는 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수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등 포함)
(학습과정)
기간 및 운영 시간 요
건 충족, 운영 종료한
학습과정

(기관)
최근 1년 이상, 학습
과정을 연간 45시간
이상 운영한 기관
(학습과정) 차시 또는
운영 시수 요건 충족,
운영 종료한 학습과정

(기관)
평생학습
계좌제 평가인정 학습
과정을 최소 3개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
관

(학습과정)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소속 기관)에서 평가
인정 받은 학습과정

평생교육법 제23조,
평생학습계좌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0조제2항
* 출처: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a). 제15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설명회 자료집. p.52
법적 근거

 개별 학습과정 단위
① 오프라인 학습과정 평가인정27)
◦ (신청요건) ‘최소 2주 이상 + 총 15시간 이상’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고 운영을
종료한 오프라인 학습과정
- (신규평가)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을 최초 신청하는 학습과정 또는 평가인정 유

효기간이 만료된 학습과정
※ 학습과정 평가인정 시, 기 불합격된 학습과정은 신청 불가
◦ (신청규모) 신규 기관의 경우 최대 10개, 기존 운영 기관의 경우 최대 15개 학습과정
신청 가능
◦ (신청서류) 평가인정(신규평가/재평가) 신청서, 학습과정 기술서, 평가지표별 작성
내용 증빙 서류, 평생교육기관 증빙 서류
◦ (평가방법) 분야별 관련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온라인으로 서면평가를 진행
하며, 합격 학습과정에 한해 최종 평가 인정
◦ (평가기준)
27)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a).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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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결과

기관 적합성 평가*

→

부적합 시 평가 제외

→

가/부 평가(‘부’ 판정 시 불인정)

→

가/부 평가(‘부’ 판정 시 불인정)


영역 적합성 평가**

① 교육시설 및 설비
② 학습과정 목표
③ 학습과정 구성 및 세부 내용
지표
평가

④ 교·강사

→

⑤ 교재 및 교수방법

인정

②∼⑦ 평가항목에서 항목별 배점 대비 70%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

예비
인정

②∼⑦ 평가항목 중 4개 또는 5개 항목에서 항
목별 배점 대비 70%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

⑥ 평가
⑦ 학습자 지원 및 관리 체제

불인정

인정과 예비인정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

*

기관 적합성 평가 기준 : 신청요건 충족 여부
영역 적합성 평가 기준 : 학습과정 영역과 학습과정명, 목적, 학습대상과의 적합성 여부
* 출처: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a). 제15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설명회 자료집. p.53
**

<표 Ⅲ-3> [기초문해교육영역] 평가인정 지표
평가항목(배점)
1. 교육시설 및 설비(가/부)
2. 학습과정 목표(10)

평가기준
1.1 기관 운영주체의 적합성
1.2 교육공간의 적합성
2.1 학습과정 목표의 타당성
2.2 학습과정 명칭의 명확성
3.1 학습과정 목표와 내용과의 연계성

3. 학습과정 구성 및 세부내용(25)

3.2 학습자특성을 고려한 학습과정 내용
3.3 학습과정 목표 대비 교육기간 및 시수의 적절성

4. 교·강사(15)
5. 교재 및 교수방법(20)
6. 평가방법(10)

4.1 교·강사의 전문성(학력, 연수, 경력)
4.2 교·강사 지원 및 관리 체계 적절성
5.1 학습과정 목표에 부합한 교재 선정의 적절성
5.2 학습과정 내용과 학습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교수방법의 적절성
6.1 학습과정 평가 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6.2 학습과정 평가 결과 관리의 체계성
7.1 학습자 관리체계(출석, 과제물 관리 등)의 적절성

7. 학습자지원 및 관리체제(20)

7.2 학습자 상담체계의 적절성
7.3 강사 1인당 학습인원의 적절성

* 출처: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a). 제15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설명회 자료집.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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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학력보완교육영역] 평가인정 지표
평가항목(배점)

평가기준
1.1 학습과정 운영에 필요한 강의실/실험·실습실 확보 여부

1. 교육시설 및 설비(가/부)

1.2 학습과정 운영에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 여부
2.1 학습과정 목표의 실현가능성

2. 학습과정 목표(10)

2.2 학습과정 목표의 구체성
3.1 학습과정명, 학습과정 목표와 학습과정 내용의 연계성

3. 학습과정 구성 및 세부내용(30)

3.2 학습과정 내용 구성의 적절성
3.3 교육기간, 차시, 시수의 적절성
4.1 교·강사의 위촉 기준 및 채용과정의 적절성

4. 교·강사(20)

4.2 교·강사의 전문성 확보 정도
4.3 교·강사 지원 및 관리 정도
5.1 교재와 학습과정 내용과의 부합성

5. 교재 및 교수방법(15)

5.2 학습과정 내용의 특성을 반영한 교수방법의 적절성
5.3 학습대상의 특성을 반영한 교수방법의 적절성
6.1 학습성취도 평가의 적절성

6. 평가방법(10)

6.2 학습자 만족도 평가의 적절성
6.3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7.1 학습자 수업 참여 제고를 위한 지원 정도

7. 학습자지원 및 관리체제(15)

7.2 학습자 지원 및 관리 정도
7.3 학적 관리의 체계성

* 출처: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a). 제15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설명회 자료집. p.27

<표 Ⅲ-5> [직업능력교육영역] 평가인정 지표
평가항목(배점)
1. 교육시설 및 설비(가/부)

평가기준
1.1 학습과정 운영에 필요한 강의실/실험·실습 공간 확보 여부
1.2 학습과정 운영에 필요한 관련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 여부
2.1 학습과정 목표의 구체성

2. 학습과정 목표(15)

2.2 학습과정 목표의 달성 여부 판단 가능성
2.3 학습과정 목표의 사회적 요구 반영 노력 정도
3.1 학습과정명, 학습과정 목표, 학습과정 내용의 연계성

3. 학습과정 구성 및 세부내용(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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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평가기준
3.3 차시별 학습과정 구성의 계열성
3.4 학습과정 내용을 고려한 교육기간, 차시, 시수의 적절성
4.1 교·강사의 위촉 기준 및 채용과정의 적절성
4.2 학습과정에 적합한 교·강사 학력, 경력, 자격증 등 전문성 확보
정도

4. 교·강사(18)

4.3 교·강사 지원 및 관리 정도
5.1 교재와 학습과정 내용과의 부합성
5. 교재 및 교수방법(15)

5.2 학습과정 내용의 특성을 반영한 교수방법의 적절성
5.3 학습대상의 특성을 반영한 교수방법의 적절성
6.1 학습과정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의 적절성

6. 평가방법(15)

6.2 학습자 만족도 평가(계획)의 적절성
6.3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7.1 학습자 수업 참여 제고를 위한 지원 정도

7. 학습자지원 및 관리체제(13)

7.2 학습자 지원시설 및 지원체제 확보 정도
7.3 학습자의 취업 등 사후관리를 위한 노력 정도

* 출처: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a). 제15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설명회 자료집. p.28

<표 Ⅲ-6>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교육영역] 평가인정 지표
평가항목(배점)
1. 교육시설 및 설비(가/부)

2. 학습과정 목표(10)

평가기준
1.1 학습과정 운영에 필요한 강의실/실험·실습실 확보 여부
1.2 학습과정 운영에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 여부
2.1 학습과정 목표의 실현가능성
2.2 학습과정 목표의 구체성
3.1 학습과정명, 학습과정 목표와 내용의 연계성

3. 학습과정 구성 및 세부내용(20)

3.2 대상별, 수준별 학습과정 내용의 적절성
3.3 교육기간, 차시, 시수의 적절성
3.4 차시별 학습과정 내용의 구체성

4. 교·강사(20)

4.1 교·강사의 전문성 확보
4.2 교·강사 지원 및 관리 정도
5.1 교재와 학습과정 내용과의 부합성

5. 교재 및 교수방법(20)

5.2 학습과정 내용의 특성을 반영한 교수방법의 적절성
5.3 학습대상의 특성을 반영한 교수방법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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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평가기준
6.1 학습성취도 평가의 적절성

6. 평가방법(10)

6.2 학습자 만족도 평가의 적절성
6.3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7.1 학습자 지원 정도

7. 학습자지원 및 관리체제(20)

7.2 학습자 관리 정도
7.3 평생교육 전담인력(평생교육사 등) 확보 정도

* 출처: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a). 제15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설명회 자료집. p.28

② 온라인 학습과정 평가인정28)
◦ (신청요건) 기관의 운영 및 학습과정 운영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기관) 최근 1년 간 학습과정을 45시간 이상 운영한 기관
- (학습과정) ‘1차시당 20분 이상(±5분) + 총 15차시 이상’ 또는 1개 학습과정을
‘300분 이상’ 운영하여 종료한 온라인 학습과정

※ 온·오프라인 혼합(Blended) 형태의 학습과정인 경우 총 수업시수의 40% 이내
에서 출석 수업방법으로 운영한 학습과정은 신청 가능함
◦ (신청규모) 신규 기관의 경우 최대 10개, 기존 기관의 경우 최대 15개 학습과정
신청 가능
◦ (신청서류) 평가인정(신규평가/재평가) 신청서, 학습과정 기술서, 평가지표별 작성
내용 증빙 서류, 평생교육기관 증빙 서류
◦ (평가방법) 분야별 관련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온라인으로 서면평가*를 진행
하며, 합격 학습과정에 한해 최종 평가 인정(*필요 시 현장평가 실시)
◦ (영역별 세부 평가지표)

28)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a). p.53

66

Ⅲ. 인증평가 연구 및 사례 분석

평가항목
기관 적합성 평가*

평가결과
→

‘가/부 평가’(부 판정 시 평가 제외)


① 학습과정 목표
② 학습과정 구성 및 세부내용
③ 교·강사
서면 ④ 교재 및 교수방법
평가 ⑤ 평가방법

→

⑥ 학습자 지원 및 관리 체제
⑦ 교육시설 및 설비(가/부)
⑧ (위탁)운영 관리 역량(가/부)

인정

①∼⑥ 평가항목에서 항목별 배점 대비
70%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

예비
인정

①∼⑥ 평가항목 중 4개 또는 5개 항
목에서 항목별 배점 대비 70%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

불인정

인정과 예비인정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

→

‘가’ 판정 시 인정

*

기관 적합성 평가 기준 : 신청요건(기관 및 학습과정 요건) 충족 여부
* 출처: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a). 제15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설명회 자료집. p.54

 전체 학습과정 단위
① 기관 단위 평가인정29)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학습자 지원 등에 우수한 역량을 갖춘 평생교육기관을 선정하여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전체를 평가인정함

◦ (신청요건)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최소 3개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관
◦ (신청규모) 학습과정 수 제한 없음
◦ (신청서류) 평가인정 신청서 및 해당 증빙서류, 평생교육기관 증빙서류
◦ (평가방법)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 및 현장평가* 진행
* 필요 시 현장 평가 실시, 현장평가 일정 및 세부내용 등은 별도 통지

◦ (평가기준) 기관 요건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평가지표별 배점 대비 70%이상인
경우 최종 합격
② 평가면제 신청
교육부 또는 타 부처 등에서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의 경우 평가인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별도의
후속 평가 절차 면제

29)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a). p.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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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요건)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
◦ (신청규모) 학습과정 수 제한 없음
◦ (신청서류) 평가면제 신청서, 학습과정 기술서, 평가인정 증빙 서류*, 평생교육기관
증빙서류
* 정부부처 및 지자체(각 산하·소속 기관 포함)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평가방법) 분야별 관련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 및 현장평가 진행
※ 필요 시 현장 평가 실시, 현장평가 일정 및 세부내용 등은 별도 통지
※ 「평생학습계좌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 제1∼3호에 해당하는 학습과정은 증빙서류
확인 후 별도의 평가 절차 면제

<표 Ⅲ-7> 평가인정 절차
주체
교육부

상세 내용
∙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공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설명회 개최


평생교육기관

∙ 평생학습계좌제 온라인 평가인정 신청시스템(apply.all.go.kr)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1단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평생교육기관 및 평가 면제 관련 서류 검토
- 서류 보완사항 안내
- 보완서류 제출 및 등록


2단계 평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단)

∙ 학습과정 서면평가
- 학습과정 영역 평가 및 지표 평가
- 예비인정 학습과정 재평가
◦온라인 학습과정 현장평가
◦평가 면제 적합성 심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평가 결과 교육부 보고


교육부

∙ 평가 결과 최종 승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평가인정서 교부

* 출처: 교육부(2018a). 제14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공고문.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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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30)
☐ 주관부처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운영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근거 법령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등
☐ 평가인정 목적 : 교육훈련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이 학습내용, 시설·설비, 교·
강사 자격 등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31)
☐ 평가인정 주기(유효기간)32)
◦ 학접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은 연 1회 실시함.
◦ 학습과정 평가인정 유효기간은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은 4년, 원격수업기반 학습
과정 및 K-MOOC 학습과정은 3년으로 함
※ 평가인정 유효기간 개시일은 매월 1일 중 신청인이 선택 가능
☐ 신청 대상33)
◦ 신청대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훈련기관
◦ 신청자격은 최근 2년간 표준교육과정 학습과정에 준하는 학습과정을 90시간 이상
(매년 45시간 이상) 직접 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관

※ 신청 학습과정 관련 과목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 직접 운영
하거나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운영실적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신청 시 평가인정의 유형은 다음과 같음.

30)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https://www.cb.or.kr/creditbank/base/nMain.do
2019.12.30. 인출)의 ‘학점은행제 소개’ 내용과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b), 2019년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신청편람’의 학습과정 평가인정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함.
31)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b). p.3
32)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b). p.6
33)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b).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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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8> 평가인정 유형
구 분
학습과정

내 용

출석수업기반

출석수업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

원격수업기반

원격수업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

* 출처: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b). 2019년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신청편람. p.3

☐ 평가인정 기준
<표 Ⅲ-9> 기본운영여건 및 학습과정 평가 결과 판정기준
평가영역

평가결과 판정기준

기본·운영여건

[가/부 평가] 기본·운영여건 평가지표 중 부적합으로 판정된 항목이 있는 경우 신청 전체
학습과정 부적합

학습과정

① [가/부 평가] 학습과정 평가지표 중 부적합으로 판정된 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학습
과정 부적합
② [점수 평가] 학습과정 평가영역 100점 만점의 70%(70점) 미만인 경우 해당 학습
과정 부적합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는 종합사정 단계 평가위원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 현장평가는 신규 신청 기관, 기본·운영여건 탈락기관, 실험·실습 학습과정 신청기관, 서면평가 시 현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실시함.
* 출처: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b). 2019년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신청편람. p.16

<표 Ⅲ-10> 신청 가능 학습과정 수(「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구 분

최근 2년간

신규기관
1년차 기관

2년차
이상 기관

신청 가능 학습과정 수

학습과정 개설실적
20개 이내

15개 이내

90% 이상

(만료된 학습과정
수+20개)×100% 이내

(만료된 학습과정
수+15개)×100% 이내

70% 이상
~ 90% 미만

(만료된 학습과정
수+20개)×90% 이내

(만료된 학습과정
수+15개)×90% 이내

50% 이상
~70% 미만

(만료된 학습과정
수+20개)×70% 이내

(만료된 학습과정
수+15개)×70% 이내

50% 미만

(만료된 학습과정
수+20개)×50% 이내

(만료된 학습과정
수+15개)×50% 이내

* 출처: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b). 2019년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신청편람.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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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인정 신청 학습과정 정원34)
- 출석수업기반은 400명 이내(한 학급당 정원은 최대 40명)
- 원격수업기반은 800명 이내(한 학급당 정원은 최대 200명)

※ 원격수업기반 주당 수업시간은 40명을 한 학급으로 산정
※ 단,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실습 학습과정의 학급당 정원은 30명 이내
◦ 출석수업기반 기본·운영여건 평가영역(가/부 평가)
<표 Ⅲ-11> 출석수업기반 기본운영여건 평가영역(가/부 평가)
평가영역

평가항목

1.1 인적자원

1.1.1 인적자원 확보의 적정성

평가지표
1.1.1.1 평생교육사 배치 여부
1.1.1.2 운영조직 확보 여부
1.2.1.1 행정실 확보 여부

1.2 학습시설·설비

1.2.1 학습시설·설비 확보의 적정성

1.2.1.2 교·강사 지원시설 확보 여부
1.2.1.3 학습자 지원시설 확보 여부

1.3 기관운영

1.3.1 기관운영의 체계성

가/부

적합
/
부적합

1.3.1.1 기관운영 관련 규정 수립 여부
1.3.1.2 상담창구 운영 여부

※ 평가지표 중 부적합(부) 해당 항목이 있을 경우 신청 전체 학습과정 탈락
* 출처: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b). p.14

◦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 평가영역(가/부 평가)
<표 Ⅲ-12>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 평가영역(가/부 평가)
평가영역
2.1 운영 실적

평가항목
2.1.1 과정운영 실적의 적합성

평가지표

가/부

2.1.1.1 교육과정 운영 실적의 적합성
2.2.1.1 교·강사 결격 여부

2.2 인적자원

2.2.1 인적자원 자격의 적법성

2.2.1.2 교·강사 자격의 적법성
2.2.1.3 교·강사 교수시간의 적정성

2.3 학습시설·설비

2.3.1 학습시설·설비 확보

2.3.1.1 강의실·실헙 실습실 확보의 적절성
2.3.1.2 학습설비 확보의 적절성

적합
/
부적합

2.4.1 학습과정 운영시수의 적합성 2.4.1.1 표준교육과정 시수와의 적합성
2.4 학습과정

2.4.2 학습과정 총 정원의 적합성

2.4.2.1 학습과정별 총 정원의 적합성

2.4.3 학습과정 교재의 적합성

2.4.3.1 학습과정 교재의 적합성

※ 평가지표 중 부적합(부) 해당 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학습과정 탈락
※ 해당 학습과정에만 해당되며, 전공별 실험 실습 기자재 기준에 따름
* 출처: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b). p.14
34)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b).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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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 평가영역(점수평가)
<표 Ⅲ-13>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 평가영역(점수평가)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3.3 학업 만족도
평가

방법

배점

3.1.1 학습목표 및 수업계획의
적절성

3.1.1.1 학습목표의 적절성

점수

10

3.1.1.2 수업계획의 적절성

점수

20

3.1.2 수업내용의 적절성

3.1.2.1 수업계획서 및 교재 내용의
적절성

점수

30

3.1.2.2 수업방법 및 수업자료의 적절성

점수

10

3.2.1 학업 성취도 평가의 적절성 3.2.1.1 평가요소의 적절성

점수

10

3.2.2 학업 성취도 평가의 엄정성 3.2.2.1 평가문항 관리의 적절성

점수

10

3.3.1 강의평가의 만족도

점수

10

3.1 수업

3.2 학업 성취도
평가

평가

3.3.1.1 학습자 강의평가 만족도
총점

100

※ 평가지표 중 총점(100점)의 70%(70점) 이상인 경우 해당 학습과정 합격
* 출처: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b). p.14

◦ 원격수업기반 기본·운영여건 평가영역(가/부 평가)
<표 Ⅲ-14> 원격수업기반 기본운영여건 평가영역(가/부 평가)
평가영역
1.1 인적자원

평가항목
1.1.1 인적자원 확보의 적정성
1.2.1 학습시설 확보의 적정성

평가지표

가/부

1.1.1.1 평생교육사 배치 여부
1.1.1.2 운영조직 확보 여부
1.2.1.1 행정실 확보 여부
1.2.2.1 원격교육 설비 확보 여부

1.2 학습시설·설비

1.2.2 학습시설·설비 확보의 적정성

1.2.2.2 관리자 및 교수자용 플랫폼
확보 여부
1.2.2.3 학습자용 플랫폼 확보 여부
1.2.2.4 개인정보 관리 여부

1.3 기관운영

1.3.1 기관운영의 체계성

1.3.1.1 기관운영 관련 규정 수립 여부
1.3.1.2 상담창구 운영 여부

※ 평가지표 중 부적합(부) 해당 항목이 있을 경우 신청 전체 학습과정 탈락
※ 학습시설·설비 기준은 ‘2019년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신청편람’에 명시
* 출처: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b). 2019년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신청편람.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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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 평가영역(가/부 평가)
<표 Ⅲ-15>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 평가영역(가/부 평가)
평가영역
2.1 운영 실적

평가항목

평가지표

2.1.1 과정운영 실적의 적합성

가/부

2.1.1.1 교육과정 운영 실적의 적합성
2.2.1.1 교·강사 결격 여부

2.2 인적자원

2.2.1 인적자원 자격의 적법성

2.2.1.2 교·강사 자격의 적법성
2.2.1.3 교·강사 교수시간의 적정성

2.3.1 콘텐츠 구현
2.3 학습과정

2.3.1.1 콘텐츠 제작 현황(50% 이상)

2.3.2 학습과정 운영시수의 적합성

2.3.2.1 표준교육과정 시수와의 적합성

2.3.3 학습과정 총 정원의 적합성

2.3.3.1 학습과정별 총 정원의 적합성
2.4.1.1 콘텐츠 개발 및 대면수업(시험)의
적합성

2.4 대면교육
학습과정

적합
/
부적합

2.4.1.2 대면교육 학습과정 운영정원의 적정성
2.4.1 대면교육 학습과정 운영

2.4.1.3 대면교육 학습과정 교·강사 운영의
적합성
2.4.1.4 대면교육 학습과정 강의실 확보의
적합성

※ 평가지표 중 부적합(부) 해당 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학습과정 탈락
※ 대면교육 학습과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한 대면학습과정에 해당하는 지표임
* 출처: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b). 2019년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신청편람. p.15

◦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 평가영역(점수평가)
<표 Ⅲ-16>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 평가영역(점수평가)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3.3 학업 만족도
평가

배점

3.1.1 학습목표 및 수업계획의
적절성

3.1.1.1 학습목표의 적절성

점수

10

3.1.1.2 수업계획의 적절성

점수

20

3.1.2 콘텐츠 구현의 적절성

3.1.2.1 수업계획서 및 콘텐츠 내용의
적절성

점수

30

3.1.2.2 콘텐츠 사용의 편의성

3.1 수업

3.2 학업 성취도
평가

평가
방법

점수

10

3.2.1 학업 성취도 평가의 적절성 3.2.1.1 평가요소의 적절성

점수

10

3.2.2 학업 성취도 평가의 엄정성 3.2.2.1 평가문항 관리의 적절성

점수

10

3.3.1 강의평가의 만족도

점수

10

3.3.1.1 학습자 강의평가 만족도
총점

100

※ 평가지표 중 총점(100점)의 70%(70점) 이상인 경우 해당 학습과정 합격
※ (예비) 평가인정 통보 후 평가인정 유효기간 개시 30일 전까지 콘텐츠 개발 완료 보고 후에 최종 평가인정 확정
* 출처: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b). 2019년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신청편람.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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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인정 절차35)
◦ 출석수업기반

◦ 원격수업기반

35)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b).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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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36)
☐ 주관부처 : 교육부
☐ 운영기관 : 대한상공회의소 인증사무국
☐ 근거 법령 : 진로교육법 및 진로교육법 시행령
☐ 인증 목적 : 자유학기제-일반학기 연계 운영 확대 등 학교 현장의 진로교육이 강화
됨에 따라 보다 다양한 진로 체험처 발굴이 필요하고, 학생에게 무료로 양질의 진
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을 인증하여 진로체험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또한, 인증제를 통해 다양한 기관의 진로체험 지원 참여 유도 및 진로체험 제공 기
관의 사기 진작을 도모함.37)
< 인증제 추진 법령상 근거>
∙ ｢진로교육법｣ 제19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에게 무료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체험기관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9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진로체험기관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 진로체험기회 무료 제공, 인력 및 시설 갖춤, 체험 프로그램 충분, 구체적인 교육운영계획 구비 등

☐ 인증 주기(유효기간)38)
◦ 진로체험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함.
◦ 인증 유지조건
- 연 4회 이상 교육기부(무료) 진로체험 프로그램 의무적 운영
- 매 년 12월 말까지 당해 연도 진로체험 무료 지원 실적 ‘꿈길’에 입력
-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적절성, 유의미성 및 교육적 중립성 유지
- 체험활동 공간·시설의 비유해성, 쾌적성 및 안전성 유지

36) ‘교육부‧대한상공회의소 인증사무국(2019a), 2019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사업 설명회 자료
집’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함.
37) 교육부‧대한상공회의소 인증사무국(2019a). p.22
38) 교육부‧대한상공회의소 인증사무국(2019a).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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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대상39)
◦ 중앙행정기관(소속 행정기관 포함) 및 산하기관,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소속 행정기관 포함) 및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 대학, 학교, 청소년단체(시설), 민간단체(비영리법인)
◦ 민간기업, 개인사업자* 등
*

개인사업자: 작가, 프리랜서 등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 제외

◦ 신청조건은 신청일 기준, 지난 1년 간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체험비(참가비)를
일체 받지 않고 교육기부(무료) 형식1)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실적2)이 있
는 기관
1) 진로체험기관이 교육청(학교), 지자체, 기업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체험프로그램

운영 경비를 지원 받아 무료로 제공한 경우는 신청 가능
2) 운영실적의 경우 ‘학교’ 단위에서 운영한 실적만 인정되며, 첨부2 ‘교육기부 진로

체험활동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함
※ 진로체험망 ‘꿈길(www.ggoomgil.go.kr)’에 등록된 실적 연동 가능
☐ 인증 기준40)
◦ 인증심사 지표
- 체험처 성격 및 의지, 체험처 환경 및 안전, 체험프로그램의 운영과 질 등
- 3개 영역, 10개 지표

39) 교육부‧대한상공회의소 인증사무국(2019a). p.22-23
40) ‘교육부‧대한상공회의소 인증사무국(2019b), 2019년 2차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사업 공고문
(2019.05.20.), p.3-4’의 내용을 발췌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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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7> 인증지표 기본구조
구 분

주 요 내 용

배 점

◦ 체험처 성격 및 의지
- 비영리성 및 교육적 중립성 확보(3)
- 기관의 이해 및 의지, 임직원의 지원분위기(3)
- 체험기관과 체험프로그램과의 연관성(3)

9점

+

+

◦ 체험처 환경 및 안전
- 체험활동 공간·시설의 건전성(3)
- 체험활동 공간·시설의 쾌적성(3)
- 체험처의 안전관리 및 지원태세(3)
인증
지표

9점

+

+

◦ 체험프로그램의 운영과 질
- 체험프로그램의 구체성 및 현실성(3)
- 학교 및 지역센터와의 협력도(3)
- 체험프로그램의 지속성(3)
- 체험프로그램 지원 인력(현장 멘토 등) 확보(3)

12점

계
◦ 인증기간 중 교육기부 횟수(재인증기관)
- 12회 이상(+3)

30점
총점에서 가점
부여

* 출처: 교육부‧대한상공회의소 인증사무국(2019b). 2019년 2차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사업 공고문. p.3

※ 인증기간 만료에 따라 재인증을 신청하는 기관의 경우, 인증기간내 교육기부 프로
그램 제공 실적을 인증심사 지표로 반영
◦ 인증지표 총점(30점) 기준 심사점수가 20점 이상이고, 전 영역에서 부적절한 지표가
하나도 없는 경우 인증
※ 학교로 찾아가는 체험프로그램(강연 등)만 제공하는 기관의 경우 ‘체험처 환경 및
안전’ 영역 지표 심사 제외(심사점수가 14점 이상인 경우 인증)
◦ 무료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고, 기관 인증 후 3년간 교육기부(무료)로
프로그램을 총 12회 이상 운영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기관(운영 법인 및 소속기관)은 신청불가하며, 사후 발견 시 인증심
사 대상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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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절차41)
◦ 1단계 심사: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 심사
- 인증신청 기관이 꿈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기재·제출한 법정 신청서, 운영

실적, 확인서, 향후운영계획 등이 양식에 맞게 제출되었는지 확인
※ 신청기관이 현재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바람
∙ 센터 직원, 교육청 지원인력, 자원봉사자 등으로 현장실사단을 구성하여 서면 및
현장심사 후 인증심사 지표에 따라 인증시스템을 통한 결과표 작성
※ 현장실사단이 제출하는 결과표는 1장만 제출(2명 이상이 심사한 경우 평균
점수 기재)
◦ 2단계 심사: 권역별 인증심사단 심사
- 1단계 심사결과를 토대로 2단계 심사 후 진로체험기관 인증 후보기관 선정

※ 심사: 체험처 성격, 안전 및 쾌적성, 체험프로그램의 질, 지속성 등
- 진로체험지원센터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만으로 인증 후보기관 선정이 곤란

하다고 판단할 경우, 현장실사 재실시
◦ 진로체험기관 인증위원회 심의·의결
- 권역별 인증심사단에서 제출한 인증 후보기관을 대상으로 인증 여부를 최종심의·의결

[그림 Ⅲ-1] 인증심사 흐름도
* 출처: 교육부‧대한상공회의소 인증사무국(2019a). 2019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사업 설명회 자료집. p.26

◦ 선정결과 확인 및 관리
- 신청기관은 선정결과 공고일 이후부터 교육부·꿈길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

진로체험지원센터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 명의의 인증서 수여

41) ‘교육부‧대한상공회의소 인증사무국(2019a). p.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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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사무국은 인증서 발급대장 및 인증기관별 인증서 대장 작성·관리

※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4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탈락기관은 심사결과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서

를 접수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통해 이의신청
-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이의신청 사항을 검토한 후 경미한 경우는 처리결과를 신

청기관으로 직접 안내
- 인증여부를 다시 판단할 중대한 사항인 경우, 이의신청기관에 대한 재심사(현장실

사 등) 후 검토의견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사무국으로 제출(권역별 인증
심사단을 거쳐 인증위원회에서 인증여부 결정)

[그림 Ⅲ-2] 이의신청 처리 흐름도
* 출처: 교육부‧대한상공회의소 인증사무국(2019a). 2019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사업 설명회 자료집. p.26

라.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42)
☐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 운영기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근거 법령 :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인증제 운영규정43)
☐ 인증 목적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수련활동이 갖는 일정기준
이상의 형식적 요건과 질적 특성을 갖춘 청소년 활동이 상당한 절차로 성립되었을
공적기관에 의해 중명하는 제도로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음. 첫째, 청소년이 안전하
42)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7),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매뉴얼’에서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함.
43)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7).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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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유익한 활동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둘째, 청소년
에게 안전하고 질적 수준이 담보된 다양한 청소년 활동 정보 제공, 셋째, 참여한
활동내용을 국가가 기록·유지·관리하여 자기계발과 진로모색에 활용하도록 자료
제공, 넷째, 건전한 청소년 활동 선택의 장을 조성하고 청소년 활동 전반에 대
한 국민적 신뢰 확보44)
☐ 인증 주기(유효기간)45)
◦ 인증신청 시 인증신청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유효기간을 4년 이내로 설정 가능
- 인증 유효기간을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다양한 청소년들의

활동 욕구를 수시로 수용하고,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기대되는 운영 여건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신청 대상46)
◦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위탁운영단체
- 청소년이용시설
- 개인·법인·단체 등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려는 자

◦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대상(위탁·재위탁 포함)
- 청소년 참가 인원이 150명 이상인 청소년수련활동
-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 인증신청 제외대상
- 그 밖에 인증위원회가 심의를 통하여 판단하는 경우
- 단순 기능습득을 위한 훈련 내지 강좌
- 운영시간 최소기준 미 충족 활동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나 축제 등

☐ 인증 기준47)
44)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7). p.3
45)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7). p.21
46)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7). p.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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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준 영역구분 : 국내청소년활동, 국제청소년활동
◦ 각 영역별 인증기준은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으로 구성
- 공통기준은 활동프로그램, 지도력, 활동환경 등 3가지 영역, 개별기준은 숙박형과

이동형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Ⅲ-18> 인증 기준(공통기준)
프로그램

청소년의 발달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체계를 마련하며 자원의 효율
적인 운영계획 수립

지도력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에 적합한 자를 선정, 청소년 참여 인원 수 대비 지도자 배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에는 유자격자 등 배치

활동환경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적합한 활동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간과 설비, 사용여건, 보험가입
등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

* 출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7).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매뉴얼. p.17

<표 Ⅲ-19> 인증기준 영역 구분
국내청소년활동 인증기준
구 분

공통
기준
인
증
기
준

개별
기준
특별
기준

국제청소년활동 인증기준
확인

영역/유형

기준

1. 활동 프로그램

2

9

2. 지도력

2

8

3. 활동환경

2

7

소 계

6

24

숙박형

3

5

이동형

5

7

위험도가 높은 활동

2

4

학교단체 숙박형

1

3

활동
유형

요소

구 분

공통
기준
인
증
기
준

개별
기준
특별
기준

기준

확인 요소

(국내/해외)

(국내/해외)

1. 활동 프로그램

2/2

11/11

2. 지도력

2/2

9/9

3. 활동환경

2/2

7/8

소 계

6/6

27/28

숙박형

3/2

5/3

이동형

5/4

7/5

위험도가 높은 활동

2

4

학교단체 숙박형

1

3

영역/유형

활동
유형

※ 국제청소년활동에서 ‘국내’라 함은 외국의 청소년들이 입국하여 대한민국 청소년들과 함께 교류하는 활동을 말
하며, ‘해외’라 함은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해외에서 독자적으로 행하는 활동 또는 현지 청소년들과 함께 교
류하는 활동을 말한다.
※ 특별기준은 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에 추가로 적용한다.
* 출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7).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매뉴얼. p.17

47)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7). p.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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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준별 구성항목

[그림 Ⅲ-3] 인증기준별 구성항목
* 출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7).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매뉴얼.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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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절차
◦ 참가자모집 혹은 활동개시 45일 이전에 기준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인증신청 접수

[그림 Ⅲ-4] 인증 절차
* 출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7).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매뉴얼. p.14

마. 인증평가 연구 및 사례 조사·분석 결과 종합
인증(accreditation)이란 교육기관이나 프로그램이 일정한 표준이나 자격요건을 충족
시키는가에 대해 전문가들이 평가하여 인정하는 과정으로(오성삼·권순달, 2010), 프로그
램 인증은 프로그램의 계획이나 실행과정, 결과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의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이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학습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적,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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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리한다.
Fitzpatrick, Sanders와 Worthen(2004)은 프로그램 평가를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목표중심 평가, 운영중심 평가, 소비자중심 평가, 전문가중심 평가, 참여자중심 평가로
제시하였다(김이연, 2016 재인용; 박일수, 2009: 229-235).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는 인증의 방향 설정을 위해 소비자중심 평가 방식을 반영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목적과 필요를 고려한 방향을 설정하고, 참여자중심 평가를 반영하여 평가기준의 구안
단계에서 관계자 의견수렴, 모의평가를 통한 검토 및 보완 과정을 거치고자 한다. 또한,
평가의 운영에 있어서는 전문가중심 평가를 반영하여 전문적 심의체 중심의 평가로 운영
하고자 한다.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인증의 사례를 조사·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첫째, 국내에 있는 학습과 관련한 인증 사례들은 대부분 시행을 위한 근거법령을 토대
로 하여 인증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 제도는 주체, 대상, 인증 주기,
평가기준 및 지표, 인증 절차 등의 체제로 구성되어 있었다.
둘째, 인증 대상(참여 대상)은 인증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다. 대학 학점인정이 가능한
학점은행제의 경우 법령에 근거한 교육훈련기관이면 민간기관까지 모두 참여 가능하다.
또한 자유학기제 등 정규학교의 진로교육을 위한 인증제인 ‘꿈길 진로체험 인증제’에서
는 정부 및 산하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및 출자기관, 지방공기업, 대학, 학교, 청소년단
체 및 민간단체(비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개인사업자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처럼 인증제가 목적에 부합하는 평가기준과 엄정한 절차를 거쳐 운영된다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인정을 위한 인증에서도 단계적인 대상 확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신청 유형의 구분은 인증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는데, 개별 학습과정
단위 & 전체 학습과정 단위, 개별 프로그램 단위 & 전체 단위(여러 개 프로그램 운영
기관)의 구분과 오프라인(출석수업) & 온라인(원격수업)의 유형 구분이 많이 나타났으며,
그 밖에도 교육영역별 구분(기초문해, 학력보완, 직업능력, 문화예술, 인문교양, 시민참여
의 5개 평생교육영역), 국내 & 국제 등과 같은 구분 형태가 조사되었다. 인증 목적에 맞
도록 적절한 유형의 구분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넷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인증의 평가지표는 주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관의 환
경 여건(교강사 인력, 시설, 기관안정성 등), 프로그램의 내용(계획, 교육과정, 평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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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가지표에는 공통기준과 개별(특별)기준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었다.
다섯째, 다수의 인증 사례들에서 서류심사 이외의 대면평가 또는 실사평가가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신규참여 기관 및 학습과정, 체험관련 프로그램 등의 경우
는 실사를 통해 질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프로그램의 질을 보장하고자 하는 경
우가 많았다.
여섯째, 각 인증 사례에서는 인증에 참여하는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되,
기존 참여 기관으로 신뢰할만할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증빙자료 제출을 감해주거나(학
점은행제), 기존에 인증 받은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을 경우 기관 단위 인정을 허용하
거나 또는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이미 인증된 프로그램일 경우는 평가를 면제해 주기
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평생학습계좌제).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
그램 인증에서도 기관 단위 평가를 인정해주고 신뢰할만한 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참여를 독려하는 측면에서 일부 평가를 면제하거나 제출서류 및 평가절차를 간소화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곱째, 평가 간소화 경향은 최근 평가인증제가 추구하는 개선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
으며, 수업 영역의 평가 배점을 강화하는 대신 평가항목과 지표를 통합하거나 간소화하
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학점은행제의 경우, 2018년 지표간소화를 추진하여 43개
지표에서 23개 지표로 축소하고, 그 과정에서 유사항목 통합, 재정지표 삭제, 특성화지표
삭제 등을 단행하였다. 평생학습계좌제의 경우에도 지표간소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많은 사례에서 인증이 승인된 이후에도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 대한 점검 및
피드백, 결과 보고, 자기평가 등 지속적인 질 관리에 대한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
속적인 질 관리 방안은 인증 체제의 주요한 부분으로 어떤 방식이 가장 적합할지 고려하
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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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지원 시범사업 운영 현황 분석

학습지원 시범사업 추진 과정 및 운영 성과

가. 학습지원 시범사업 추진 과정
미취학 또는 학업중단 등의 사유로 학교를 벗어난 학령기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도
학습을 지속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무교육단계 학력 취득이 가능하도록 제도
적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사업인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은 2017년 출범 이래 3년차를 맞고 있다. 그 동안의 정책 사업의 추진 과정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학습지원 시범사업의 시작은 2016년 8월 29일 정부의 ‘의무교육단계 교육기회 균등을
위한 미취학·학업중단학생 안전 확보 및 학습지원 방안’이 발표되면서부터이다. 교육부
는 정책추진을 위해 시범사업의 시행을 표명하고 참여 시·도교육청을 모집·선정하였다.
이에 2016년 12월 서울, 부산, 대구, 강원, 전남, 제주 총 6개 시·도교육청이 정책사업의
시범운영에 참여를 확정하였다. 2017년 3월, 6개 시·도교육청에서 학습지원 시범사업이
출범하면서 시·도교육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사업이 진행되었다(한국교육개
발원, 2018a).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지역에 속한 소년원학교와 협약을 맺고 파견교사를
배치하여 학습지원 및 학력인정 사업을 추진하였다. 전라남도교육청의 경우, 3개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협업하여 장기간 학업중단 상태에 있는 은둔형 청소년을 발굴
하고 방문지도사를 통해 면대면 학습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소속의 친구랑, 평생교육관을 중심으로 직접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습을 지원하는 등
지역별 특색이 반영되어 운영되었다. 한편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못함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2017년 11월 28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29조, 제96조, 제97조, 제98조2항을 개정

하면서 미취학하거나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감이 인정한 학습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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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학습하고 초·중학교 단계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근거
법령이 마련된 이후, 시범사업의 추진이 본격화되었다. 2017년 12월 학습지원 시범사업
공식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정책홍보와 학습자등록이 이루어졌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방
송중학교 온라인학습과정이 개설·제공되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 참여의 기회가 확
대, 지원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지원과 학력인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2018년 2월에
는 학습지원 시범사업 시·도 공통운영 지침이 마련되었다(교육부, 2018b). 또한 7개 시·
도교육청으로 시범사업 참여가 확대되면서 정책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었다. 시범운영 참
여의 시기 차이로 인해 지역별로 완료 시기의 편차는 있으나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
감 산하의 학력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해 해당 시·도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의 초·
중학교 학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시·도 공통운영 지침에는 학습지원 시범사업의 참여대상, 참여제한 조건, 학습지원 프
로그램의 범위, 학력인정 기준 등 정책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 규정이 제시되었다. 특히,
학교 밖에서 학력인정이 가능하도록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지정심의
실시,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학력인정평가 실시를 위한 근거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2018b). 이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시범사업의 위탁운영기관인 한국교육개발

원의 주관으로 ‘학력인정평가위원회’와 ‘지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학력인정평가
(연 2회)’와 ‘학습지원 프로그램 지정심의(연 3회)’ 가 실시되었다. 2018년도 7개 시·도교

육청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242명의 학습자가 등록되었으며, 학력인정평가와 강
원도교육청의 자체 학력심의를 통한 학력인정자 6명을 포함하여 2018년 한 해 동안 총
14명의 중학교 학력인정자가 배출되었다. 또한, 학교 밖에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100여개의 학습지원 프로그램이 지정·승인되었다(한국교육개발원, 2018b).
2018년의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2019년에는 15개 시·도교육청으로 시범사업이

확대·운영되었다. 전북과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가 학습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 학습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9년도 학습지원 프로그램
지정심의 실시, 학력인정평가 실시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확충, 학교 밖에서의 교육감 인정 중학교 학력인정자 배출이 꾸준히 추진되
고 있다. 이상 주요 추진 과정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 Ⅳ-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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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추진 과정
일시

추진 과정

2016.08.29

∙ 정부의 ‘의무교육단계 교육기회 균등을 위한 미취학·학업중단학생 안전 확보 및
학습지원 방안’ 발표

2016.12

∙ 교육부의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력인정 및 학습지원 시범사업’시행 발표 및 6개
참여 시·도교육청 선정

2017.03

∙ 서울, 부산, 대구, 강원, 전남, 제주 지역 시·도교육청의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
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출범

2017.11.28
2017.12
2017.12~현재

∙ 학습지원 시범사업 근거법령 개정 완료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29, 96, 97, 98조2항 개정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방송중 온라인학습과정 개설·운영

공식홈페이지 개설 및

∙ 시·도교육청별 학력심의위원회 규정 개정
- 학교 밖 청소년 학력인정 및 학습지원 프로그램 개설에 대한 규정 마련

2018.02

∙ 2018년도 학습지원 시범사업 시·도 공통 운영지침 발표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2018.03

∙ 학습지원 시범사업 2차년도 출범 및 7개 시·도교육청 확대 운영(서울, 부산, 대구,
강원, 전남, 제주, 충남)

2018.04

∙ 학습지원 시범사업 전문위탁기관(한국교육개발원) 주관, 학력인정평가위원회, 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2018.05, 2018.10

∙ 제1,2차 학력인정평가 실시
- 14명의 중학교 학력인정자 배출(강원도교육청 소년원학교 학력인정자 포함)

2018.05, 2018.11

∙ 제1,2차 학습지원 프로그램 지정심의 실시
- 105개 프로그램 교육감 인정 프로그램으로 선정

2018.12

∙ 2018년도 학습지원 시범사업 성과발표회 개최
- 학습자 242명 등록, 만족도조사 결과 발표

2019.02

∙ 2019년도 학습지원 시범사업 시·도 공통 운영지침(개정안) 발표(교육부 교육기회
보장과)

2019.02

∙ 15개 시·도교육청으로 시범사업 참여 확대

2019.02, 2019.05

∙ 제3차, 4차 지정심의 실시
- 152개, 220개 프로그램 교육감 인정 프로그램으로 선정

2019.04

∙ 제3차 학력인정평가 실시 및 2명 중학교 학력인정자 배출

2019.10

∙ 제4차 학력인정평가 실시 및 13명 중학교 학력인정자 승인 신청 중

2019.11

∙ 제5차 지정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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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습지원 시범사업 운영 성과 및 쟁점
1) 학습지원 시범사업 운영 성과

학습지원 시범사업은 출범 3년차를 맞이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운영 성과가 나타나
고 있다. 먼저, 참여 규모의 측면에서는 6개 지역에서 15개 지역의 시·도교육청이 참여
하는 사업으로 확장되었으며, 2018년 12월 신청학습자 누적인원수 242명에서 2019년
11월 기준 누적인원수 670명의 전국 학교 밖 청소년이 학습자로 등록되어 학습을

지속하고 있다48). 정책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측면에서는
시행령 개정, 시·도 공통운영지침 마련, 교육감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 그
리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심의·지정하는 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설치, 학교 밖 청소년의 초·중학교 학력인정 자격기준 및 이수기준 충족여
부를 평가하는 학력인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설치가 이루어졌다.
운영 결과의 측면에서 볼 때, 2017년 11월 법령근거가 마련된 이후 2018년과 2019년
상반기 운영기간 동안 서울, 강원, 전남, 충남 4개 지역에서 19명의 중학교 학력인정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내었다. 2019년 10월 4차 학력인정평가에는 올해 시범사업에 처음 참
여한 경기, 경남을 포함하여 5개 지역의 13명의 학력인정 예정자가 신청을 마쳐, 3차년
의 시범사업을 통해 학력인정을 받게 되는 청소년의 총 누적인원은 30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한국교육개발원, 2019a).
숫자상으로 학력인정을 받은 청소년은 매우 소수에 불과하지만, 한 명의 청소년도 낙
오시키지 않고 학습을 지속하도록 지원하고 학력인정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매
김 하는 발판을 마련해 준다는 사업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학업중단으로 학교를 벗어나 비행에 빠지고 취약계층
으로 전락할 경우 그 부작용과 향후 사회적 비용은 증대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할 때 그 성과는 더욱 의미 있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개설과 지정심의를 통해 승인된 프로그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
으며, 2018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2년간 1~4차의 지정심의 실시를 통해 총 477개의
학교 밖 프로그램이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력인정 가능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으로 승인되

48) 한국교육개발원 학습지원 시범사업 운영시스템 통계자료(내부자료)를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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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한국교육개발원, 2019a). 지정심의를 통해 승인된 프로그램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해당 기간 내에 학교 밖 청소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운영 결과 측면에서 2018년 학습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조사 결과를 통해 시범사업 및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의 성과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설문대상은 시범사업에 등록한 학습자로서 그 중 11명은 학력인정을 받은 학습자
도 포함되었다. 설문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49).

∎ 학습지원 시범사업 학습자 설문조사 개요
∙ 참여대상: 학습지원 시범사업에 등록한 학습자(의무교육단계에서 미취학 및 학업중단으로 학적이 없거나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자) 총 69명
- 학력인정자: 11명(학력인정평가 및 학력심의를 통해 학력인정을 받은 자)
- 학습자: 58명(학습지원 시범사업 등록학습자)
∙ 조사기간: 2018년 11월~12월
∙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5점척도(리커트척도) 조사

학습지원 시범사업의 전반적 운영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학력인정자와 학습자들은 학
교 밖의 학습을 통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하고 있었으며(4.45점/5점
만점) 주변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다(4.2점/5점만점)고 응답하였다.

[그림 Ⅳ-1] 학습지원 시범사업의 전반적 운영만족도 결과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8b). 2018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성과발표회 자료집Ⅰ,
p.12-13

49) 2018년 학습지원 시범사업 참여자 대상 만족도조사 결과는 ‘한국교육개발원(2018b), 2018 의무교육단
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성과발표회 자료집Ⅰ, p.10-19’의 내용을 발췌,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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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교 밖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였던 학습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어떠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며(전체평균 3.95점), 개인역량 향상에도 도움(전체평
균 3.75점)이 된 것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밖 학습자들은 학업에 대한 관심(전체평균
3.65점)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관계가 친밀해진 점(전체평균 3.8점)을 학습지원 프로그램

참여의 성과로 응답하였다는 점도 주목해 볼 점이다.

[그림 Ⅳ-2] 학습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결과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8b). 2018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성과발표회 자료집Ⅰ, p.13-15

학습자들은 학습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느낀 장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으로,
1위는 다양한 주제(진로, 경제, 문화예술 등)로 학습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점

을 가장 큰 장점으로 들었다. 2위로는 시험이 없어 평가에 대한 학습자의 부담이 감소되
는 점, 3위 방송중학교 온라인학습을 제공하여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다는 점, 4위 학교에서 들었던 수업뿐만 아니라 자격증 등 학교 밖의 학습경험이 인정
된다는 점을 장점으로 응답하였다. 그 밖에도 설문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다양한 프로그
램, 다양한 활동(체험, 실험실습 등), 친구들과 소통, 선생님들의 열정, 선생님들의 관심
과 배려 등을 학습지원 시범사업의 장점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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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학습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힘든
점이 없었다는 응답과 함께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아 선택의 폭이 좁았다는 점을 꼽았
다. 그 밖에도 먼 거리, 교통의 문제로 인해 학습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교육기관에
방문이 어려웠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응답하였다. 그 밖에도 정책사업과 수업 내용에 대
한 상세한 설명이 부족한 점, 체험, 실험 등 활동 중심의 학습시간이 많았으면 하는 점,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프로그램도 제공되었으면 한다는 점, 학교 밖 청소년이 문제아라
는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었으면 한다는 점 등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그림 Ⅳ-3]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장점 및 힘들었던 점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8b). 2018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성과발표회 자료집Ⅰ, p.15-16

학습자들은 학습지원 프로그램에서 추가로 제공하였으면 하는 프로그램으로 1위 직업
체험, 2위 자격증 및 예체능 관련 프로그램, 3위 문화체험 순으로 응답하여 교과 중심이
아닌, 진로직업 및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와 필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의 선호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요구가 크다 하겠다.

[그림 Ⅳ-4] 추가 개설이 필요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8b). 2018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성과발표회 자료집Ⅰ,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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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지원 시범사업 주요 쟁점

이처럼 학습지원 시범사업이 추진되면서 정책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학교 밖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지원을 곱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으며, 시범사업의 확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논의
의 핵심 쟁점은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차원의 교육
적 지원이 자칫 “기존 학생들의 이탈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이다(김성동, 2019).
본 사업의 취지는 포용국가 및 교육복지의 가치를 지향하는 차원의 필요성에서 출발하
였다. 연간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해외출
국, 질병, 미인가 대안교육 선택이라는 명확한 목적과 사유로 인해 학교를 떠나게 된다.
이들은 학교 밖에서도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실행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정환경, 경제적 문제, 학교폭력 및 교우관계 등으로 학교생활에 부적응하여 학
업을 중단하는 경우 은둔형, 무업형 등으로 지내며 학력을 취득하지 못하고 취약계층으
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학교를 벗어난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
려운 경우가 많으며, 우리사회의 학력과 사회적 지위 사이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학력
미취득으로 이어져 각종 불이익에 노출되기 쉽다(김성동, 2019).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학교 밖 학력인정 제도는 이들을 위한 대안적 학력인정 경로로서 학교 밖 학생들의 미래
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김성동, 2019).
이러한 정책의 취지와 지향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한편으로 학교 이탈의 우려에 대응하
기 위해, 시범사업에서는 여러 단계의 제약 기준을 두고 있다. 청소년이 학교 밖 학습지원
을 받으려면 먼저 시범사업 홈페이지 또는 해당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습자로 등록되어야
한다. 학습자 등록 시 자격기준은 의무교육단계의 미취학(미진학) 또는 학업중단자로 학적
이 없거나 정원 외로 관리되는 만 24세 이하인 자에 한한다(교육부, 2019b). 또한, 연령제
한과 학습기간 제한에 관한 기준도 두고 있다. 학교 밖 학력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교육과정 졸업 연령을 초과해야만 하며, 학력인정을 위한 필수 이수 기간으로
정규교육과정 학습기간을 포함하여 초등학교는 4년, 중학교는 2년의 학습기간을 충족하여
야 한다(교육부, 2019b). 즉 정규학교의 학생보다 이른 나이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초·중학교 단계의 학력을 취득하지 못한 대다수의 경
우 학교 부적응, 학교폭력, 범죄,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적 소외계층인 경우가 많았으며,
한번 학교를 이탈한 이후에는 연령초과, 심리적 부적응 등으로 학교복귀가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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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았다. 사실상 상당한 기간의 학습과정과 시수이수를 충족시켜야 하는 제도가 학교
이탈을 조장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에, 시범사업 참여자 중 학교 밖에서 중학교 학력
을 인정받았으나 또래와 같은 연령으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데는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아 학교복귀를 포기하고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선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학교 밖 학력인정제도인 검정고시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검정고시 합격자가 또
래와 같은 연령으로 상급학교 진학이 가능하여 본 사업 참여자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불공
정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학교를 벗어난 학력인정이라는 측면에서의 우려로 인한 제약은 학습자와 학력인정 기
준 뿐만 아니라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제공 대상에 대해서도 설정되어 있다. 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과 학습을 통해 학력을 인정해 준다는 점 때문에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 가능한 대상기관을 일부 제한적인 기관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학습자의 참여를 어렵
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절의 지정심의 현황 및 현안 분석에
서 보다 자세히 다룬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인정이 필요하지만 검정고시라는 제도가 있으므로 중복되
는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검정고시 제도가 이미 존재함에도 학교 밖
학력인정 및 학습지원 사업이 추진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즉 교과
지식을 중심으로 한 객관식 시험인 검정고시와 달리 학습자가 원하는 진로직업, 문화예
술 등의 다양한 분야를 선택하여 학습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김은영·이윤희, 2019;
김성동, 2019).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학력인정을 받기 위
해 상당기간 교육기관과 관계를 맺으며 상담, 체험을 아우르는 다양한 학습에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에게 사회에 대한 신뢰를 심어줄 수 있다(김성동, 2019).
시범사업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선생님들의 배려와 관심, 친구들과의 관계로 인해 긍정적
인 인식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대상범위 확대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한편, 소수의 학교 밖
학습자를 위해 교육예산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학습지원 시범사업은 학교 밖의 학력인정과 학습지원을 다룬다는 점에서
교육계에서 그 동안 관심 받지 못한 영역으로 아직까지 초기단계의 정책 사업으로서, 그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나 사업의 확대, 제약의 완화, 예산지원 등의
방향에 대해서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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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지원 시범사업 지정심의 운영 현황 및 현안 분석

가. 학습지원 시범사업 지정심의 운영 현황
학습지원 시범사업의 목적은 의무교육단계의 학업을 중단하거나 미진학·미취학한 청
소년에게 학교 밖에서도 학습을 지속하도록 지원하고 그 결과로 초·중학교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의 최종 성과는 학교 밖의 초·중학교
학력인정자를 배출하여 상급학교로 진학·복귀하거나 직업을 가지는 등 진로를 개발하여
사회성원으로 함께 소속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시적 성과에 앞서 학습지원 시범사업의
궁극적인 지향점을 추구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이 초·중학
교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설·제공
하는 것이다. 사정책 사업의 명칭에서 ‘학력인정’이 아닌 ‘학습지원’ 사업이라 명명한 것
은 학력인정이라는 결과에 중점을 두기보다 소외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교 밖에서도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한다는 교육적 목적을 표명하는 것이라 하겠다(김
은영·이윤희, 2019).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하고 개별적인 여건 속에서도 접근가능하고 선택 가능하도록 프
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며 학교 밖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학습지원
시범사업에서는 지역 내 다양한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초·중학교
학력인정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운영이 가능한지 심의하여, 교육감이 인정한
학교 밖 학습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시범사업에서는 이를 ‘학
습지원 프로그램 지정심의’라고 명명하고 운영 중에 있다.
학습지원 시범사업 시·도 공통 운영지침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시범사업 위탁운영기
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개설하고 연2회(시범운영 기간 동안
은 횟수 변경 가능) 지정심의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과 2019년 11월까지 시범사업 기
간 동안 총 5차에 걸친 지정심의가 이루어졌으며, 2019년 11월까지 총 719개의 프로그
램이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학습지원 프로그램으로 승인되었다. 차수별로 살펴보면
1차에서 4개 지역, 41개 프로그램이 학습지원 프로그램으로 승인받은데 비해, 4차와 5차

에서 각각 9개 지역 220개 프로그램, 8개 지역 242개 프로그램이 승인받아 지정심의에
참여한 기관과 프로그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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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 프로그램 지정심의 운영 규정(한국교육개발원, 2019)’을 중심으로 지정심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정심의 정의 및 목적, 심의주기, 신청 대상, 평가기준, 지정심의 절차
등 전반적인 운영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시범운영되고 있는 학습지원 프로그램 지
정심의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주관부처 :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 운영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 지정심의 목적 : ‘지정심의’란 의무교육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취학·학업중단학생들의 학습지원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심의하는 절차를 의미함. 이를 통해 초·중학교 학
력인정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정함으로써 미취학·학업중단학생의 의무교육단계 학습지원을 목표로
함. 즉, 지정심의는 지역 내 당양한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하여 초·중학교 학력
인정이 가능한 학교 밖 학습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지정심의 주기(유효기간)
◦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지정심의는 연 2회(5월, 11월) 실시함.
◦ 지정심의 승인 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3년임.
※ 단 평가면제의 경우 해당 평가인정의 유효기간을 따름.
☐ 신청 대상
◦ 지정심의 대상 프로그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제공되는 교육 및 훈련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2.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제공되는 상담⋅복지 및 자
립 지원 프로그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지정을 받은 평생교육기관에서 제공되는 교육 및
훈련 (평생학습관)
4.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6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직업훈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제공되는 교육 및 훈련 (소년원)
6.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청소년 수련 활동의 인증 절차에 따라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
동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국립수련시설, 창의체험학습장 등)
7. 기타 교육감이 지정 대상 교육·훈련프로그램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직업훈련
※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공공기관 중심의 프로그램만을 우선 대상으로 지정 운영하며, 이후 단계적으로 지정심의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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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심의 평가기준 및 방법
 프로그램 개별 단위
◦ 기본요건 평가영역
평가영역

세부지표
1.1 운영기관 자격

기본요건

1.2 전담인력 및
교·강사 자격
1.3 교육시설·설비

평가기준

배점

1.1.1 운영기관 자격 적합성
1.1.2 운영실적
1.2.1 교원의 자격 적합성
1.2.2 전담인력 및 강사의 자격 적합성

가/부

1.3.1 교육 공간의 적합성
1.3.2 교육 기자재 확보

※ 평가지표 중 부적합 해당 항목이 있을 경우 평가인정에서 제외
◦ 운영여건 평가영역
평가영역

세부지표
2.1. 기관 특성 및
운영 여건

기관 및
자원 운영
2.2 인적자원
2.3 교육환경

평가기준

배점

2.1.1 기관 설립 목적 및 운영 주체 적합성

10

2.1.2 기관 운영의 안정성

5

2.1.3 교육 프로그램 지원의 적절성

5

2.2.1 전담인력 및 교·강사 적합성 및 전문성

10

2.2.2 전담인력 및 교·강사 질 관리 방안

10

2.3.1 교육시설 확보 및 유지 관리의 적절성

10

◦ 교육과정 평가영역
평가영역

세부지표
3.1 교육목표

교육과정
운영

3.2 교육내용 및 방법

3.3 학습자관리
3.4 기타 수업 지원

100

평가기준

배점

3.1.1 교육목표의 학습자특성 반영

5

3.1.2 교육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

5

3.2.1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10

3.2.2 교육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10

3.3.1 교육과정 관리 및 피드백 제공

10

3.3.2 학습자 상담 관리 체계

10

3.4.1 기관의 특성화 프로그램 및 기타 지원 제공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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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심의 승인 기준
- ‘기본요건’ 평가영역의 각 지표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인정 신청한 기관에 대하여 부적합으로
판정함.
- ‘기관 및 자원 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 평가영역 총합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경우 전체 학습과정에
대하여 적합으로 판정함
- 지정심의 면제 프로그램은 위탁 기관이 제시한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지정심의위원회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함.
 영역별 프로그램 일괄 신청
◦ 지정심의 대상 프로그램 운영 기관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영역별로 구분하여 일괄적으로 지정심의를 신청
할 수 있음.
◦ 기본요건 평가영역
평가영역

세부지표

평가기준
1.1.1 운영기관 자격 적합성

1.1 운영기관 자격
기본
요건

배점

1.1.2 운영실적

1.2 전담인력 및 교·강사 1.2.1 교사의 자격 적합성
자격
1.2.2 전담인력 및 강사의 자격 적합성

가/부

1.3.1 교육 공간의 적합성

1.3 교육시설·설비

1.3.2 교육 기자재 확보

※ 평가지표 중 부적합 해당 항목이 있을 경우 평가인정에서 제외
◦ 운영여건 평가영역
평가영역

세부지표

평가기준

2.1. 기관 특성 및 운영
여건
기관 및
자원 운영
2.2 인적자원
2.3 교육환경

배점

2.1.1 기관 설립 목적 및 운영 주체 적절성

10

2.1.2 기관 운영의 안정성

5

2.1.3 교육 프로그램 지원의 적절성

5

2.2.1 전담인력 및 교·강사의 전문성

10

2.2.2 전담인력 및 교·강사 질 관리 방안

10

2.3.1 교육시설 확보 및 유지 관리의 적절성

10

◦ 교육과정 평가영역
평가영역

세부지표
3.1 전년도 운영 실적

프로그램
운영

3.2 운영 계획
3.3 학습자 관리

평가기준

배점

3.1.1 기관 규모에 따른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실적

5

3.1.2 전년도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

5

3.2.1 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10

3.2.2 교육내용의 구체성 및 적절성

10

3.2.3 이수기준 및 결과 관리의 구체성 및 적절성

10

3.3.2 학습자 관리 방안의 적절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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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심의 승인 기준
- ‘기본요건’ 평가영역의 각 지표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인정 신청한 기관에 대하여 부적합으로
판정함.
- ‘기관 및 자원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 평가영역 총합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경우 전체 학습과정에
대하여 적합으로 판정함
- 지정심의 면제 프로그램은 위탁 기관이 제시한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지정심의위원회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함.
☐ 지정심의 절차
◦ 지정심의 신청
- 지정심의 공모 및 심의는 연 2회* 실시함(*시범사업 기간에는 조정 가능)
- 프로그램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지정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요건 서류 제출
◦ 지정심의 평가
-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지정심의를 위한 기준 및 평가지표는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설정하고, 그 결과를 지정심
의위원회에서 최종 검토·승인함.
- 지정심의 기준 설정을 위한 평가 지표는 다음 내용을 준용하되, 세부사항은 해당 회기의 지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지정심의 과정
- 지정심의 과정은 다음과 같음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9b).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지정심의 운영 규정.

나. 학습지원 시범사업 지정심의 현안 분석
현행 학습지원 시범사업의 지정심의 운영에서 나타난 주요 현안 문제를 정리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지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
록 인증 대상의 범위 확대에 대한 방향 및 방안 설정이 필요하다. 현행 시범사업 운영
근거가 되는 시·도 공통 운영지침(교육부, 2019b)에 따르면, 정부부처·지자체(산하·소속
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만 대상으로 지정 운영하며, 학교 밖 청소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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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평생학습관, 소년원학교,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 등 일
부 기관을 지정하여 학습지원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정하고 있다(앞 페이지 현
황 부분 참조).
따라서 학력인정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기 위한 심의절차인 지정심의 신청 대
상이 매우 제한적이고, 대상의 지정이 체계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의무교육단계의 학교 밖 학력인정 시범운영이 초기 단계에서 혼란을 가
져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을 제한한 것으로, 앞서 본 정책사업의 쟁점에서도 논의
된 바 있듯이 제도의 악용소지에 대한 우려로 시작된 제약이었다.
대상의 제약으로 인해 학습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받거나 또는 전국 지역에 산
재한 학습자들이 원하는 학습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참여 학습자들은 학습 참여를 어렵게 하는 문제점으로 희망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한 점,
특정지역에 제한된 프로그램 제공으로 인한 접근성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한국교육개
발원, 2018b).
실제로 지정심의 실시 결과를 살펴보면, 시범사업 동안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기관의 유형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년원학교’, 서울
시교육청의 ‘친구랑’에 국한되어 있다(학습지원 시범사업 홈페이지50)). 해당기관마
저도 본 사업내용이 복잡하고 초·중학교 학교 밖 청소년 대상자가 많지 않으며 지정
심의 신청과 운영 절차,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지원 및 학력인정을 위해 복잡한 절
차와 과정을 이해해야 하는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 참여를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시범사업 운영 규정 상, 참여 대상 기관의 제약으로 인해 지정심의에 참여하
고자 하였던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기관들이 탈락하는 사례도 발생하
였다(지정심의 내부자료). 일부 지정심의위원들은 참여 가능한 대상으로 포함되는
기관의 경우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이 부실하지만 탈락시키기 어려우며, 시범사업
지정심의 신청대상 제약 조건으로 인해 탈락 대상이 되는 기관의 프로그램 운영 계
획이 더 충실하게 작성되기도 하여 제도상의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시범사업의 운영지침에는 지정심의 참여대상의 제약과 함께 단계적 확대에 대한 방향
도 제시되어 있으나, 사실상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미

50) 학습지원 시범사업 홈페이지 https://www.educerti.or.kr/intro/cityLearn.do#(인출일: 20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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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시범운영이 완료되어가는 시점에서 이후 단계의 확대 방안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한편, 현장에서의 학습자 요구와 필요성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
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시·도 공통 운영지침(일부 발췌)]
※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공공기관 중심의 프로그램만을 우선 대상으로 지정 운영하며, 이후 단계적으로 지정심의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함
* 출처: 교육부(2019b).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시·도 공통 운영지침.

다른 여러 프로그램 인증의 사례를 참고하여 볼 때, 고등교육의 학점은행제,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위한 꿈길 등 정규학교 교육과정으로 인정받는 학습과정에서 이미 영리기
관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사업에서도 정부·지자
체 및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출연기관, 대학, 학교 및 청소년단체, 비영리기관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하
며 장기적으로 어떤 기관까지 확대해나갈지,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 전문
가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점검과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다양한 기관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인증 체제가 마련되어야 하므
로 전문가 숙의의 과정을 거친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인증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인증 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를 벗
어난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경향이 강하며, 은둔형, 무업형, 비행형 등 지속적이
고 개별적인 보호와 학습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또한 학교 밖에서 학업이나 진로에
관한 정보를 얻기 힘든 점을 감안한 학습 정보 제공 등의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학습자 관리 방안 등이 보장되어
야 할 것이다.
셋째, 학습지원 시범사업에서 주요 해결과제의 하나는 초등학교 단계의 온라인학습이
제공되지 않아 초등단계 학습자들이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 밖 청소
년의 특성상 한 곳에 일정한 시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학습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많은 학교 밖 학습자들이 온라인학습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범사
업에서 방송중 정규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학습이 무상으로 제공되며, 유일하게
학력인정 가능한 온라인 학습지원 프로그램으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지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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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으로 출석기반 프로그램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온라인학습과정은 제외되어 있어,
향후 온라인 학습과정에 대한 인증 기준과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학교 밖 학습자의 과도한 온라인학습 의존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시범사업에서 학력인정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모두 중학교 학습자로 학교 밖
에서 학력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할 이수시수가 상당한 편인데, 현재 출석기반
학습지원 프로그램이 학습자의 가까운 지역, 하나의 교육기관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
는 실정으로 방송중 온라인학습으로 대부분의 이수시수를 채우는 경향이 강하다. 온라인
학습의 특성상 대리수강, 불성실 학습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일반적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온라인학습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기관 단위 인증 신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는 학교 밖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시범사업 운영의 법적근거는 「초·중등교
육법 시행령」 제98조의2에 의거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을 이수
한 자’로, 시범사업 지정심의에서는 법령에 제시된 프로그램 단위로 인증 신청 및 평가를
운영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18e). 그러나 시범운영 2차년이 되면서, 학교 밖 청소년
의 특성상 연초에 사전 계획된 프로그램에 맞추어 학습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연중 실제로
학습자가 발생한 시점에 해당 학습자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으로 나타났다. 시범운영에 참여했던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관 담당자들의 사례
를 들어 보면, 당초 지정심의를 신청하던 시점에는 학교 밖 학습자를 위한 미용실습 자격
증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으나 막상 학교 밖 학습자가 찾아온 시점에 해당
학습자들은 컴퓨터그래픽 자격증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가 높아 부득이하게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이들을 위해 마련된 학습지원 프로그램이 제한적이어서 이기도 하다. 현재 시범운영에서
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습 지원의 법적근거가 분명
하고 신뢰할만한 기관으로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프
로그램을 묶어서 영역별로 일괄 신청하는 방식(기관 단위 신청)을 마련하고 있다. 즉 심
의 공고 시점에는 실적을 제출하고 프로그램 개설 시점에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과 운
영방법에 대해 보고하는 방식을 일부 채택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9b).
국내 프로그램 인증 사례에서도 기관단위 신청을 인정하고 있어 참고가 필요하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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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다른 인증 시스템에 의해 이미 인증된 프로그램, 최근 해당
인증제에서 인증 받았던 기관의 프로그램, 그 밖에 신뢰할만한 기관의 프로그램에 대해
서는 기관 단위 인증을 통해 운영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해당 기관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는 어느 정도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뢰할만
한 교육기관의 참여를 높이고 학습자들에게는 어느 시점에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겠다.
다만, 본 사업에서 특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예외조항이 아닌 기관 단위 프로그램 인정
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이 체계적으로 마
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법적근거의 적합성에 관한 검토도 함께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중복지표 통합 및 지표 간소화를 통해 인증평가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 지정심의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신청자격에 대한 평가인
가/부평가로 기본요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 다시 기관자원 운영 및 프로
그램 운영에 대한 정성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평가 방법이 다르게 시행되는 이
유로 기본요건 평가지표와 기관자원 운영의 기관여건에 관해 평가할 때 중복된 지표까지
포함되어 평가하도록 설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다만, 평가지표 및 절차
를 간소화하되, 프로그램의 내용 및 질 관련 지표의 배점을 높이는 등과 같이 학습의 질
에 관한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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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추진체제 및 평가도구(안) 구안

인증의 방향 설정

가.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방안(안) 구안 절차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방안(안)을 구안하기 위하여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를 포함한 학습지원 시범사업 지정심의위원 협의회, 인증평가제 운영담당자 협의
회, 청소년정책 및 인증평가 전문가 협의회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및 인증평가 관련 선행연구 조사, 인증 사례 조사, 학습지원 시범사
업의 추진 과정 및 쟁점, 지정심의 운영 현황과 현안 문제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안)의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진의 숙의 과정을 거쳐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인증의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체제 및 평가도구 연구진 초안을 구안하였다.

나.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방향
연구진에서 제안한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은 다음의 방향에 초점을
두고 개발하고자 하였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인정과 학습지원을 목적으로 하므로, 학교 밖 학습자의
요구와 필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이 확보·제공될 수 있는 방향을 탐색
하고자 하였다.
둘째, 초·중학교 단계의 학력이 인정되는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것이므로, 안정적이고
검증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였으
며, 프로그램 단위 신청을 기반으로 하되 신뢰할만한 기관에 대해서는 자율적 운영이 가
능한 기관 단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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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학습 내용과 학습관리·지원(정보 제공, 학습안
내)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평가인증의 지표는 간소화를 지향하며, 중복 지표, 형식적인 지표 등은 축소하
는 방향으로 운영하였다.
여섯째,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현장평가를 포함하되, 초기 단계에
는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고자 하였다.

2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추진체제(초안)

학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방향을 고려하면서 연구진이 구안한 인증 추진체제(초안)의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인증 추진체제는 인증의 목적, 운영주체, 참여대상, 신청
유형 및 내용 영역 구분, 추진절차, 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등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다.
인증 추진체제(초안)의 내용은 학습지원 시범사업 지정심의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되, 학
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참여를 확대하고, 신청유형 및 프로그램 내용을 다양화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인증 목적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2항을 근거로, 학교 밖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평가하여 초·중학교 학력인정이 가능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으로 인증함
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의 기반 조성함.
2) 인증 방식

⚪ (운영주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이 제정한 학습지원 사업 운영지침을 기반으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프로그램 인증 평가를 실시함.
- 학교 밖 청소년의 초·중학교 학력인정 및 학력인정 가능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인정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으며, 교육감 위탁운영기관인 전문기관(한국교육개발
원)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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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대상)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에 참여 가능한 대상은 정부·지
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또는 위탁운영)하는 초·중학교 단계에 해당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함.
- 참여 대상은 먼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하되, 비영리단체, 민간기관 등 단계적으

로 확대 가능하도록 함.
⚪ (신청유형)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은 출석수업 기반과 원격수업 기반
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하며, (1) 프로그램 단위와 (2) 기관 단위로 신청할 수 있음.
(1) 프로그램 단위

(2) 기관 단위

출석수업 기반 프로그램

(조건) 프로그램 단위로 인증받은 학교 밖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최소 2개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관

원격수업 기반 프로그램

⚪ (프로그램 내용 영역)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내용 영역은 ‘학력보완(교
과학습), 직업교육·훈련, 문화예술, 인문교양·시민교육’의 4영역을 포함함.

3) 추진 절차
자료작성 및

인증평가 공고
▶
전문운영기관,
시·도교육청

▶

전문운영기관

전문운영기관

▶
전문운영기관,
시·도교육청

및 결과보고

평가 실시
전문운영기관

프로그램 운영

운영 모니터링
▶

▶

▶

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인증결과
통보 및 보고

인증평가 신청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신청 접수

예산지원 등 사후대응
▶

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시·도교육청
→ 교육기관

4) 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 (구성)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과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함.
- 심의위원은 초·중등교육 분야 전문가, 유관기관 전문가, 학교 현장 전문가, 평생교육

분야 전문가 등으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
- 당연직 운영위원은 교육부 및 주관교육청 담당자, 한국교육개발원 사업책임자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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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하에 프로그램 심의를 위한 지정심의단(그룹별 3~4인) 구성 가능

⚪ (역할)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프로그램 인증 평가를 실시함.
- 지역 내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심의하여 학력인정이 가능하도록

지정
- 지정심의위원회는 학습지원 프로그램 지정심의를 위한 평가지표 및 기준을 심의·

의결하고, 지정심의단의 프로그램 평가 결과를 최종 검토 및 승인

5) 인증 평가 절차 및 방법

⚪ 인증 평가는 서류평가와 실사평가로 실시함. 서류평가는 1차 평가는 기본요건 평가로,
2차 평가는 프로그램 운영평가로 실시함.

⚪ 기본요건 평가의 경우, 정량 또는 정성평가하여 지표별 등급평가로 실시하며, 평가
지표 중 미적합 등급이 있는 경우, 부적합(탈락) 판정을 하는 것으로 함. 이때, 부적
합(탈락) 판정 등급은 프로그램 단위 신청은 E등급, 기관 단위는 D등급 이하로 함.
⚪ 프로그램 운영평가는 기본요건 평가 실시 후, 적합 평가를 받은 프로그램(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총점 70점 미만의 경우, 부적합(탈락) 판정을 함.
⚪ 실사 평가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서류평가 내용의 점검, 확인 평가를 위해 실시함.

1차평가

기본요건
평가

지표별 등급평가
(A~E 등급)
(정량 또는 정성평가)

➜

평가지표 중 미적합 등급*이
있는 경우, 부적합(탈락) 판정

2차평가

프로그램 운영
평가

100점 만점 평가
(정성평가)

➜

총점 70점 미만
부적합(탈락) 판정

➜

영역별 70점 미만
부적합(탈락) 판정

서류
평가

* 2차평가 결과에 따라 3차평가 실시여부 결정

실사
평가

3차평가

서류평가 내용의 점검,
확인 평가
(기본요건, 프로그램
운영)

평가영역별
100점 만점 평가
(실사, 정성평가)

[그림 Ⅴ-1] 인증 평가 절차 및 방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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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평가는 프로그램의 운영 유형에 따라 출석수
업기반 프로그램과 원격수업기반 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하며, 각각은 프로그램 단위로 신
청하거나 기관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인증 평가도구는 각 유형에 따라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도구(안)을 구분하여 구안하였다.

가. 평가도구(안)
1) 프로그램 단위 신청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의 평가 영역은 크게 기본요건 영역과 프로그
램 운영 영역의 2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또한 출석수업과 원격수업의 운영형태 모두 각
각으로 신청 가능하다.
먼저, 출석수업기반 프로그램의 기본요건 영역에서는 운영기관, 전담인력 및 교·강사,
교육환경의 3개 항목에 대해 각각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 전담인력 및 교·강사 자격
적합성, 교육 공간의 적합성 등 7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프로그램 운영 영역에서는
교육목표, 교육내용 및 방법, 학습자 관리의 3개 항목에 대해 각각 교육목표의 타당성 및
구체성, 수업운영 계획의 적절성, 수업 관리 및 피드백의 등 6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원격수업기반 프로그램 역시 기본요건 영역과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2개 영역으로 구
분되어 평가하며, 평가지표는 출석수업의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하되 원격수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부 지표를 조정하여 설정하였다.
원격수업 기본요건 영역에서는 운영기관, 전담인력 및 교·강사, 교육환경의 3개 항목
에 대해 동일하게 평가하되, 원격수업 프로그램 운영 실적, 원격교육 설비 확보의 적정
성, 플랫폼 확보의 적정성, 개인정보 및 보안관리 체계의 적절성 등 8개 지표에 대해 평
가한다. 프로그램 운영 영역에서는 교육목표, 교육내용 및 방법, 학습자 관리의 3개 항목
에 대해 각각 교육목표의 타당성 및 구체성, 원격수업 콘텐츠 구현의 적절성, 학습자 지원
방안의 적절성 등 6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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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단위 신청의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연구진 초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Ⅴ-1> 프로그램 단위: 기본요건 영역(연구진 초안)
영역

평가항목

운영기관

기본
요건

전담인력 및
교·강사

교육환경

평가지표(출석수업)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

기관 운영의 안정성

기관 운영의 안정성

프로그램 운영 실적

원격수업 프로그램 운영 실적

전담인력 및 교강사 자격 적합성

전담인력 및 교강사 자격 적합성

전담인력 및 강사의 질 관리 방안

전담인력 및 강사의 질 관리 방안

교육공간의 적합성

원격교육 설비 확보의 적정성

교육시설 확보 및 유지관리 적절성

플랫폼 확보의 적정성

교육목표

교육내용 및 방법

프로
그램
운영

개인정보 및 보안관리 체계의 적절성

교육목표의 타당성 및 구체성

교육목표의 타당성 및 구체성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교육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교육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

학습자 관리

평가지표(원격수업)

원격수업 콘텐츠 구현의 적절성

교육과정 관리 방안의 적절성

교육과정 관리 방안의 적절성

학습자 지원 방안의 적절성

학습자 지원 방안의 적절성

프로그램 만족도 제고 노력

프로그램 만족도 제고 노력

또한, 각 평가지표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먼저 기본요건에 대한 출석
수업의 평가지표별로 평가기준을 설정하였다. 원격수업의 경우,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기
준 역시 출석수업의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하되 원격수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기준을
설정하였다.
<표 Ⅴ-2> 프로그램 단위(출석수업): 기본요건 영역, 평가지표별 평가기준(연구진 초안)
항목

1. 운영
기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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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평가기준

1.1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

1.1.1 기관의 설립목적 및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학교 밖 청소년에게
의미있는 양질의 교육을 기획, 제공하기에 적절한 기관인지 평가
1.1.2 기관의 비영리성 및 교육적 중립성 확보 여부 평가

1.2 기관 운영의
안정성

1.2.1 기관의 사업 규모, 인력 현황, 재정 지원 등을 고려할 때, 학교 밖 청
소년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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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평가지표

평가기준
1.2.2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평가
- 제공 프로그램에 대해 적정한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가, 강사비, 교
재비, 기타 학습자를 위한 지원금이 책정되어 있는지 등

1.3 프로그램 운영
실적

2.1 전담인력 및
교·강사 자격
2. 전담 인력
적합성
및 교·강사

1.3.1 아래 3개 항목 중 2개 이상 충족
- 최근 2년간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한 실적이 3개 프로그램 이상
- 최근 2년간 교육프로그램 90시간 이상 운영
- 최근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
2.1.1 필수이수 교과인 국어, 사회/도덕(역사포함)의 경우,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1.2 선택교과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령」에 따른 강사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지도과목에
및 실무능력 소지자(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
업무 전담자 포함)

「초·중등교육법」
관한 법률 시행
해당하는 자격증
학교 밖 청소년

2.2 전담인력 및
교·강사 질
관리 적절성

2.2.1 교·강사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고 있는지 평가
2.2.2 교·강사 강의시수, 강사료 책정, 연수 등 질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
는지 평가

3.1 교육공간의
적합성

3.1.1 강의실 면적기준 = 최소기준면적(30㎡ 이상)+1㎡ 수용인원 1명 이하)
* 단 시·도의 여건상 학습 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시설·설비기준을 완화할 필
요가 있는 경우,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10m²이상 30m²이하 범위
에서 최소 기준 면적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 면적으로 함

3.2 교육시설 확보
및 관리의
적절성

3.2.1 교육프로그램의 목적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시설을 적절하게 갖추고
있는지 평가
3.2.2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를 확보하고 관리되는지 평가
3.2.3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계획이 있는지 평가

3. 교육 환경

<표 Ⅴ-3> 프로그램 단위(원격수업): 기본요건 영역, 평가지표별 평가기준(연구진 초안)
항목

1. 운영
기관
특성

평가지표

평가기준

1.1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

1.1.1 기관의 설립목적 및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학교 밖 청소년에게
의미있는 양질의 교육을 기획, 제공하기에 적절한 기관인지 평가
1.1.2 기관의 비영리성 및 교육적 중립성 확보 여부 평가

1.2 기관 운영의
안정성

1.2.1 기관의 사업 규모, 인력 현황, 재정 지원 등을 고려할 때, 학교 밖 청
소년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지 평가
1.2.2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평가
- 제공 프로그램에 대해 적정한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가, 강사비, 교
재비, 기타 학습자를 위한 지원금이 책정되어 있는지 등

1.3 프로그램 운영
실적

1.3.1 아래 2개의 조건 모두를 충족
- 최근 2년간 원격 교육프로그램을 90시간 이상 운영한 실적
- 해당 프로그램은 ‘1차시당 20분이상(±5분) + 총 15차시 이상’ 또는
1개 학습과정을 ‘총 300분 이상’ 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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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2. 전담 인력
및 교·강사

평가지표

평가기준

2.1 전담인력 및
교·강사 자격
적합성

2.1.1 필수이수 교과인 국어, 사회/도덕(역사포함)의 경우,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1.2 선택교과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령」에 따른 강사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지도과목에
및 실무능력 소지자(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
업무 전담자 포함)

2.2 전담인력 및
교·강사 질
관리 적절성

2.2.1 교·강사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고 있는지 평가
2.2.2 교·강사 강의시수, 강사료 책정, 연수 등 질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
는지 평가
2.2.3 콘텐츠 운영 및 품질관리를 위한 인력이 확보되었는지 평가

3.1.1
3.1. 원격교육 설비
확보의 적정성 3.1.2
3.1.3

3. 교육 환경 3.2. 플랫폼 확보
적정성

3.3 개인정보 및
보안관리
체계의 적절성

「초·중등교육법」
관한 법률 시행
해당하는 자격증
학교 밖 청소년

서버 및 네트워크 설비가 원격수업 운영가능하도록 확보되었는지 여부
를 평가
소프트웨어 설비가 원격수업 운영가능하도록 확보되었는지 여부를 평가
원격교육용 정보보호 시스템 설비가 확보되었는지 여부를 평가

3.2.1 관리자 및 교수자용 플랫폼이 확보되었는지 여부를 평가
- 관리자 모듈은 교육과정 관리, 교수자 및 학습자 영역 관리, 강의실
관리, 학습운영 및 수강관리, 운영자 지원 관리 등 기능을 포함하는가
- 교수자 모듈은 과정관리, 학생관리, 출석・진도・학습・시험관리, 커
뮤니티 및네트워크 관리 기능을 포함하는가
3.2.2 학습자용 플랫폼이 확보되었는지 여부를 평가
- 학습기능(수강,출석,학습,평가 등), 과제기능, 상담기능, 커뮤니티 등
포함하는가
3.3.1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체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평가
- 개인정보보호 내부지침 및 점검표, 개인정보 관리 및 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는가 등

<표 Ⅴ-4> 프로그램 단위(출석수업): 프로그램 운영 영역, 평가지표별 평가기준(연구진 초안)
평가항목

1. 교육목표

2. 교육내용
및 방법

3. 학습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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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평가기준

1.1 교육목표의
타당성 및
구체성

1.1.1 프로그램의 교육목표가 학교 밖 학력인정을 위한 학습자의 특성과 요
구에 비추어 적절한지 평가
1.1.2 교육목표가 운영 영역별 특성과 요구에 비추어 적절한지 평가
1.1.3 교육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

2.1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2.1.1 교육목표에 따른 학습계획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평가
2.1.2 교육과정에 따른 시수가 적절한 수준인지 평가

2.2 교육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2.2.1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이 연계되어 있으며, 교육내용이 영역 및 학습자
의 특성과 요구에 비추어 적절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
2.2.2 적절한 강의방식과 수업자료를 활용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평가

3.1 교육과정
관리 방안의

3.1.1 학습자 출결 관리, 학습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이 충분히 지원되는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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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지표
적절성

평가기준
3.1.2 프로그램 이수 기준이 적절한지, 이수 결과에 대한 관리 방안이 적절
한지 평가

3.2 학습자 지원
방안의 적절성

3.2.1 사업 취지 및 프로그램 안내, 학습 상담 등 학습자 관리와 지원을 위
한 준비가 되어있는지 평가

3.3 프로그램
만족도 제고
노력

3.3.1 프로그램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개선 체계가 있는지 평가
- 프로그램 평가 계획(기준, 절차, 방법 등)
- 학습자 만족도 조사 등

프로그램 운영 영역에 대한 출석수업 및 원격수업의 평가지표별 평가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Ⅴ-5> 프로그램 단위(원격수업): 프로그램 운영 영역, 평가지표별 평가기준(연구진 초안)
평가항목
1. 교육
목표

2. 교육내용
및 방법

3. 학습자
관리

평가지표

평가기준

1.1 교육목표의
타당성 및
구체성

1.1.1 원격수업 프로그램의 교육목표가 학교 밖 학력인정을 위한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에 비추어 적절한지 평가
1.1.2 교육목표가 운영 영역별 특성과 요구에 비추어 적절한지 평가
1.1.3 교육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

2.1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2.1.1 교육목표에 따른 학습계획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평가
2.1.2 교육과정에 따른 시수가 적절한 수준인지 평가

2.3.1 콘텐츠의 내용이 교육목표와 주차별 수업계획이 잘 구현되도록 적절하게
2.3 원격수업 콘텐츠
반영되었는지 평가
구현의 적절성 2.3.2 콘텐츠에 접근하는 방법 및 절차, 화면구성이 학습자에게 편리하게 구
현되어 있는지 평가
2.1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2.1.1 교육목표에 따른 학습계획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평가
2.1.2 교육과정에 따른 시수가 적절한 수준인지 평가

2.2 교육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2.2.1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이 연계되어 있으며, 교육내용이 영역 및 학습자
의 특성과 요구에 비추어 적절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
2.2.2 적절한 강의방식과 수업자료를 활용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평가

2.3.1 콘텐츠의 내용이 교육목표와 주차별 수업계획이 잘 구현되도록 적절하
2.3 원격수업 콘텐츠
게 반영되었는지 평가
구현의 적절성 2.3.2 콘텐츠에 접근하는 방법 및 절차, 화면구성이 학습자에게 편리하게 구
현되어 있는지 평가

2) 기관 단위 신청

기관 단위 신청은 프로그램 단위로 인증 받은 학교 밖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최소 2개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인증 이후 프로그램 운영의 자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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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된다. 해당 기관이 신뢰할만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하
여 프로그램의 운영 계획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고자 한 것이다. 기관
단위 신청 역시 출석수업과 원격수업 모두 가능하며 각각의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평가
기준을 구분하여 운영한다.
기관 단위 신청의 평가 영역 또한 크게 기본요건 영역과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2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다만, 기관 단위 신청의 기본요건 영역은 프로그램 단위 신청의 기본
요건 영역의 평가와 동일하게 실시하되, 부적합(탈락) 판정 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프로그램 운영 영역에서는 출석수업의 경우, 전년도 운영 실적, 운영계획, 학습자 관리
의 3개 항목에 대해 각각 전년도 운영 프로그램 적합성,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내용의
구체성, 학습자 관리 방안의 적절성 등 5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원격수업의 경우 역시
전년도 운영 실적, 운영계획, 학습자 관리의 동일한 3개 항목에 대해 각각 전년도 운영
프로그램 적합성,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내용의 구체성, 학습자 관리 방안의 적절성 등
5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표 Ⅴ-6> 기관 단위: 기본요건 영역(연구진 초안)
영역

평가항목

운영기관

기본
요건

전담인력 및
교·강사

교육환경

평가지표(출석수업)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

기관 운영의 안정성

기관 운영의 안정성

프로그램 운영 실적

원격수업 프로그램 운영 실적

전담인력 및 교강사 자격 적합성

전담인력 및 교강사 자격 적합성

전담인력 및 강사의 질 관리 방안

전담인력 및 강사의 질 관리 방안

교육공간의 적합성

원격교육 설비 확보의 적정성

교육시설 확보 및 유지관리 적절성

플랫폼 확보의 적정성

프로
그램
운영

전년도 운영 실적

운영 계획
학습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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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원격수업)

개인정보 및 보안관리 체계의 적절성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실적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실적

전년도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

전년도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내용의 적절성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내용의 적절성

프로그램 운영 및 결과 관리의 적절성

프로그램 운영 및 결과 관리의 적절성

학습자 관리 방안의 적절성

학습자 관리 방안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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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운영 영역에 대한 출석수업 및 원격수업의 평가지표별 평가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원격수업의 경우, 출석수업과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지표는 동일하나 세부
평가기준에 있어서는 원격수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시하였다.
<표 Ⅴ-7> 기관 단위(출석수업): 프로그램 운영 영역, 평가지표별 평가기준(연구진 초안)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기준

1.1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실적

1.1.1 기관 규모를 고려하여 전년도 운영한 프로그램의 수와 학습자 수
등 전년도 운영 실적이 적절한지 평가

1. 전년도
운영 실적 1.2 전년도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

2.1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내용의
적절성

2.1.1 영역 구분에 따라 교·강사 자격, 프로그램의 종류, 구분(필수/선택),
이수 시수가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계획되었는지 평가
2.1.2 영역별 프로그램의 교육목표와 내용이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학업중
단학생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에 비추어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적절
하게 계획되었는지 평가

2.2 프로그램 운영
및 결과 관리의
적절성

2.2.1 프로그램 이수 기준이 적절한지, 이수 결과 관리 방안이 적절한지
평가
2.2.2 프로그램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개선 체계가 있는지 평가
- 학습자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반영 등

3.1 학습자 관리
방안의 적절성

3.1.1 학습자 출결 관리, 학습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이 충분히 지원되는지
평가
3.1.2 사업 취지 및 프로그램 안내, 학습 상담 등 학습자 관리와 지원을
위한 준비가 되어있는지 평가

2. 운영계획

3. 학습자
관리

1.2.1 전년도 운영한 프로그램 내용이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학업중단학생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에 비추어 적절한지 평가
1.2.2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결과(참석자 만족도조사, 강의평가 등) 평가

<표 Ⅴ-8> 기관 단위(원격수업): 프로그램 운영 영역, 평가지표별 평가기준(연구진 초안)
평가항목

1. 전년도
운영 실적

2. 운영계획

평가지표

평가기준

1.1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결과

1.1.1 전년도에 운영한 원격수업 프로그램의 수, 학습자 수, 출석 및 이수
율 등 전년도 운영 결과를 고려할 때, 원격수업 운영기관으로 적절
한지 평가

1.2 전년도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

1.2.1 전년도에 운영한 프로그램 내용이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에 비추어
적절한지 평가
1.2.2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결과(참석자 만족도조사, 강의평가 등) 평가

2.1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내용의
적절성

2.1.1 프로그램 영역 구분에 따라 교·강사 자격, 프로그램의 종류, 구분(필
수/선택), 이수 시수가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계획되었는지 평가
2.1.2 교육목표와 내용이 프로그램 영역 및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에 비추
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계획되었는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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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기준

2.2.1 프로그램 이수 기준이 적절한지, 이수 결과 관리 방안이 적절한지
2.2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결과 관리의 적절성 2.2.2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 평가
- 프로그램 평가 결과, 학습자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반영 등
3. 학습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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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원격으로 학습자 출결 관리, 학습에 대한 피드백이 충분히 지원되는
3.1 학습자 관리 및
지 평가
지원의 적절성
3.1.2 원격으로 학습자를 지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 평가
- 사업 취지 및 프로그램 안내, 학습 상담, 진로 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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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평가도구 및 추진체제 타당화
1. 델파이조사
2. 모의평가
3. 최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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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평가도구 및 추진체제 타당화

델파이조사

가. 개요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추진체제 및 평가도구(초안) 타당화를 위하여 델
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 조사를 위해 대학교수(교육학, 교육평가, 교육과정, 교
육공학), 연구기관 전문가(청소년정책, 학교 밖 청소년 등), 인증평가 실무담당자,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 지정심의위원, 학교 현장 관계자 등 총 34명의 관계분야 전문가
에게 조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먼저 출석수업기반을 중심으로 도구를 개발하고 원격수업기반의 특징
을 반영한 지표를 추출하여 추가적으로 도구 개발이 이루어졌다. 개발된 도구에 대해서
는 청소년정책, 교육학 및 측정평가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수정하였다. 조사는 출석수
업기반(20명)과 원격수업기반(12명)의 도구를 구분하여 별도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
시하였다. 조사도구는 출석수업기반과 원격수업기반 모두 대상기관 확대 여부, 대상기관
확대 시 적절한 참여기관, 연구진이 개발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별 타당성과 중요성,
평가지표별 심사기준에 대한 수정·추가·삭제의 의견 수렴, 평가방법 및 배점, 인증 추진
체제(안)에 대한 종합의견, 인증의 중점사항에 대한 종합 제언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조사는 1,2차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1차 조사는 9월에 약 10일간 진행되었고, 2차 조
사는 10월에 약 1주일간 진행되었다. 1차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과를 요약하여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평가 영역별 항목, 지표 및 기준에 대해서는 1차 조사 후 전문
가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지표 및 기준을 제시하고 다시 의견을 구하였다.
조사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출석수업기반과 원격수업기반의 조사지에서 공통으로
질문한 문항과 평가도구와 관련된 문항은 별도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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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 델파이조사지 구성
구분

문항내용

대상 기관 확대에 대한 의견 수렴(공통)

∙ 프로그램 인증 대상 기관 확대 여부
∙ 대상기관 확대 시 적절한 기관
∙ 평가항목의 타당도, 중요성
- 운영기관 특성, 전담인력 및 교·강사, 교육환경/교육여건*

기본요건 영역

∙ 평가지표별 타당도 및 중요성
- 운영기관 특성(3개지표), 전담인력 및 교강사(2개지표), 교
육환경(2개 지표)/교육여건(3개지표)*
∙ 평가지표별 심의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수렴
∙ 평가방법
∙ 기타 요구사항

프로그램 단위 신청
(별도)

∙ 평가항목 타당도, 중요성
- 교육목표, 교육내용 및 방법, 학습자 및 프로그램 관리

프로그램 운영 영역

∙ 평가지표별 타당도 및 중요성
- 교육목표(2개지표/1개지표*), 교육내용 및 방법(2개지표/3
개지표*), 학습자 및 프로그램 관리(3개지표)
∙ 평가지표별 심의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수렴
∙ 평가방법 및 배점
∙ 기타 요구사항

기본요건 영역

∙ 프로그램 단위 신청과 차별성
∙ 평가방법
∙ 평가항목 타당도, 중요성
- 전년도 운영 실적, 운영계획, 학습자관리

기관 단위 신청
(별도)
프로그램 운영 영역

∙ 평가지표별 타당도 및 중요성
- 전년도 운영 실적(2개지표), 운영계획(2개지표), 학습자관
리(2개지표/1개지표*)
∙ 평가지표별 심의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수렴
∙ 평가방법 및 배점
∙ 기타 요구사항

인증에 대한 제언(공통)

∙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방안(안)의 중점 사항
∙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방향 및 방안(안)에 대한 제언

* 표시되지 않은 문항은 출석 수업 기반 문항과 원격 수업 기반 문항에 공통으로 해당되며, 원격 수업 기반 문
항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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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출석수업기반
출석수업기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의 경우 대상 기관 확대에 대한 의
견, 프로그램 단위 신청 유형의 영역별 평가 항목 및 지표에 대한 의견, 기관 단위 신청
유형의 영역별 평가 항목 및 지표에 대한 의견,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
램의 중점 사항 및 인증 방식에 대한 의견을 구분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1) 대상 기관 확대 여부 및 적절한 기관

가) 대상 기관 확대 여부
현재, 학교 밖 청소년 학력인정 사업 시범운영 단계에서는 사업목적 및 취지에 적합하
지 않은 기관 즉, 과도한 종교 및 국제교육, 영리 목적,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시범운영 단계에서는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
그램으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만 인증 가능하도록 참여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에게 보다 다양한 학력인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프
로그램 인증 참여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었다.

<자격 1>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 운영 프로그램
<자격 2>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
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②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③ 평생학습관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직업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⑤ 소년원학교
⑥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를 통해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청소년수련관, 국립수련시설 등)

델파이 조사 1,2차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구체
적으로는 확대에 찬성하지만 엄격한 인증 심의 및 질 관리를 수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1차 6명, 2차 12명), 확대에 찬성하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1차 6명, 2차 7명). 그 밖에 확대 결정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1차에 일부 있었으나 2차에는 유보 의견을 보인 전문가는 없었다. 즉, 프
로그램 인증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엄격한 심의 절차와 질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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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한해 우선 확대한 후 점차적으로 민간기관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Ⅵ-2> 프로그램 인증 대상 기관 확대 여부
확대 여부

1차 결과

2차 결과

(1) 확대 찬성

5

1

(2) 확대 찬성, 단, 엄격한 인증 심의 및 질 관리 수반

6

12

(3) 공공기관으로 확대 찬성, 민간기관의 경우는 반대 혹은 시기상조

6

7

(4) 확대 결정 유보

3

0

나) 대상 기관 확대 시 적절한 기관
프로그램 인증 대상 기관 확대 시 적절한 기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표 Ⅵ-3>과 같
다. 전반적으로 공공 기관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반면, 민간
기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의견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 평생교육법에
근거,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공식적으로 등록(인증)
된 학교 밖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거의 반대 의견이 없었다. 한편, 민간 비영리기관
운영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1차 조사에서는 반대 9명, 2차 조사에서도 반대 8명으로
반대하는 전문가의 수가 적지 않았고, 민간 영리기관 운영 교육기부(무상) 프로그램에 대
해서는 1차 조사에서는 동의 6명, 반대 14명, 그리고 2차 조사에서는 동의 6명, 반대 11
명으로 반대하는 전문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기관을 프로그램 인증 대상
기관으로 확대하는 데에는 준비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Ⅵ-3> 프로그램 인증 대상 기관 확대 시 적절한 기관
참여 자격

1차 결과

2차 결과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 (예시: 직업전문학교(학원) 등)

동의(O): 18명
반대(x): 2명

동의(O): 19명
반대(x): 0명

(2) 평생교육법에 근거,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계좌제 평
가인정 학습과정 (예시: 사립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언론기관
제공 평생교육프로그램 등)

동의(O): 19명
반대(x): 1명

동의(O): 18명
반대(x):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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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자격

1차 결과

2차 결과

(3) 공식적으로 등록(인증)된 학교 밖의 교육프로그램 (예시: 꿈길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인증기관, 직업계고 산업체현장실습기
관 등)

동의(O): 20명
반대(x): 0명

동의(O): 19명
반대(x): 1명

(4) 민간 비영리기관 운영 교육프로그램
(예시: 작은도서관, YMCA 등)

동의(O): 11명
반대(x): 9명

동의(O): 11명
반대(x): 8명

(5) 민간 영리기관 운영 교육기부(무상) 프로그램
(예시: 00기업 경제캠프, 진로체험버스 등)

동의(O): 6명
반대(x): 14명

동의(O): 6명
반대(x): 11명

2) 프로그램 단위 신청: Ⅰ. 기본요건 영역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인증을 위한 평가는 프로그램 단위와 기관 단위
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각각의 평가지표(안)를 제시하고 있다. 프로그램 단위 신청 유형
의 평가 지표는 I. 기본 요건과 II. 프로그램 운영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역 내
평가항목 및 구체적인 평가지표의 타당도와 중요성, 그리고 수정 및 보완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질문하였다.

가) Ⅰ. 기본요건 영역의 평가항목
먼저, 기본요건 영역을 평가하는 항목은 세 가지로 1. 운영기관 특성, 2. 전담인력 및
교·강사, 3. 교육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평가항목은 어떠한 평가지표로 구성되는
지 제시하였다.
<표 Ⅵ-4> Ⅰ. 기본요건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1.1.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

1. 운영기관 특성

1.2. 기관 운영의 안정성
1.3. 프로그램 운영 실적

Ⅰ. 기본 요건

2. 전담인력 및 교·강사

3. 교육환경

2.1. 전담인력 및 교·강사 자격 적합성
2.2. 전담인력 및 교·강사 질 관리 적절성
3.1. 교육공간의 적합성
3.2. 교육시설 확보 및 관리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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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건의 평가항목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모든 평가항목인 1. 운영 기관
특성, 2. 전담인력 및 교·강사, 교육환경에 대한 타당도 및 중요성이 모두 4.5점에 가깝게
나왔으며 1차 조사와 2차 조사 결과 모두 높은 전문가 인식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요건을 평가하기 위해 세 가지 항목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표 Ⅵ-5> 프로그램 단위 신청 유형: I. 기본 요건 영역의 타당도 및 중요성
① 타당도
항목

② 중요성

1차 평균

2차 평균

1차 평균

2차 평균

(표준편차)

(표준편차)

(표준편차)

(표준편차)

1. 운영기관 특성

4.5
(0.69)

4.55
(0.51)

4.5
(0.69)

4.5
(0.61)

2. 전담인력 및 교·강사

4.5
(0.76)

4.6
(0.50)

4.6
(0.76)

4.65
(0.49)

3. 교육환경

4.4
(0.75)

4.45
(0.60)

4.4
(0.82)

4.35
(0.67)

나) Ⅰ.1. 기본요건 영역, 「운영기관 특성」 평가지표
다음은 평가 항목별로 평가지표와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평가지표의 적절성에 대해 의
견을 수렴하였다. 기본요건 영역의 첫 번째 평가지표로 1. 운영기관 특성 지표와 평가기
준은 다음의 <표 Ⅵ-6>과 같다. 전문가에게 이에 대한 타당도 및 중요성, 그리고 수정
및 보완 의견을 구하였다. 1차 조사에서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높은 인식을
보여 지표에 대해서는 수정하지 않았으며, 평가기준에 대한 일부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2차 조사지를 작성하였다.
<표 Ⅵ-6> 1. 운영 기관 특성 항목의 평가지표 및 기준
조사

평가지표
1.1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

1.1.1 기관의 설립목적 및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학교 밖 청소년에게 의미
있는 양질의 교육을 기획, 제공하기에 적절한 기관인지 평가
1.1.2 기관의 비영리성 및 교육적 중립성 확보 여부 평가

1.2 기관 운영의
안정성

1.2.1 기관의 사업 규모, 인력 현황, 재정 지원 등을 고려할 때, 학교 밖 청소년
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에 충분한지 평가
1.2.2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평가
- 제공 프로그램에 대해 적정한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가, 강사비, 교재비,
기타 학습자를 위한 지원금이 책정되어 있는지 등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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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2차

평가지표

평가기준

1.3 프로그램 운영
실적

1.3.1 아래 3개 항목 중 2개 이상 충족
- 최근 2년간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한 실적이 3개 프로그램 이상
- 최근 2년간 교육프로그램 90시간 이상 운영
- 최근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

1.1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

1.1.1 기관의 설립목적 및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학교 밖 청소년에게 의미
있는 양질의 교육을 기획, 제공하기에 적절한 기관인지 평가
1.1.2 기관의 비영리성, 교육적 중립성 확보 여부 평가

1.2 기관 운영의
안정성

1.2.1 기관의 사업 규모, 인력, 재정 등을 고려할 때, 학교 밖 청소년에게 안정적
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에 충분한지 평가
1.2.2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평가
- 제공 프로그램에 대해 적정한 예산이 책정(또는 계획수립)되어 있는지, 강
사비, 교재비, 기타 학습자 지원 예산이 책정(또는 계획수립)되어 있는지 등

1.3 프로그램 운영
실적

1.3.1 아래 3개 항목 중 2개 이상 충족
- 최근 2년간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한 실적이 3개 프로그램 이상
- 최근 2년간 매년 관련 교육프로그램 45시간 이상 운영
- 최근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그 결과, 1.1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은 타당도와 중요성에서 1차와 2차 조사 모두
4.6~4.75점의 높은 인식을 보이고 있으며 1.2 기관 운영의 안정성 지표 역시 타당도와

중요성에서 1차와 2차 조사 모두 4.5~4.6점의 높은 전문가 인식을 보이고 있다. 다만,
1.3 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대해서는 타당도의 경우 1차 조사에서는 4.1점, 2차 조사에서

는 오히려 3.85점의 낮아진 인식을 보이고 있으며, 중요성에서도 1차 조사에서는 3.7점,
2차 조사에서도 3.75점의 비교적 낮은 인식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1.3의 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대해 타당성과 중요성을 낮게 인식한 이유로
신규기관의 경우 우수한 기관임에도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1차 조사의견을 반영하여, 신규 기관이 참여할 때를 대
비하여 프로그램 운영 실적 지표 및 평가 기준을 조정해야 할지에 대해 2차 조사에서
추가 질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신규기관 참여를 반대하여 현재 기준을 유지해도 된다
는 의견은 4명, 신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 지표 및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
견은 16명이 찬성하였다. 신규 기관 참여 허용 시 평가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의 평가
기준을 유지하되, 신규 기관에 대한 별도 조항을 둔다는 데 10명이 찬성하였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안에서는 2년 이하의 운영 실적은 가진 기관에 대해 추가적인 기준
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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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7> 1. 운영기관 특성 평가 지표에 대한 타당도 및 중요성
① 타당도
지표

② 중요성

1차 평균

2차 평균

1차 평균

2차 평균

(표준편차)

(표준편차)

(표준편차)

(표준편차)

1.1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

4.7
(0.67)

4.75
(0.44)

4.6
(0.69)

4.7
(0.47)

1.2 기관 운영의 안정성

4.5
(0.69)

4.6
(0.50)

4.5
(0.60)

4.55
(0.51)

1.3 프로그램 운영 실적

4.1
(0.72)

3.85
(0.59)

3.7
(0.80)

3.75
(0.64)

다) Ⅰ.2. 기본요건 영역, 「전담인력 및 교·강사」 평가지표
기본요건 영역의 두 번째 평가지표로 2. 전담인력 및 교·강사에 관한 평가지표 및 평가
기준은 다음 <표Ⅵ-8>과 같다. 전문가에게 다음의 평가지표 및 심의기준을 제시하고 이
에 대한 타당도 및 중요성, 그리고 수정 및 보완 의견을 구하였다. 1차 조사 후 평가지표
는 수정하지 않고 2차 조사에 제시하였고, 평가기준은 1차 조사의 의견을 일부 반영 및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표 Ⅵ-8> 2. 전담인력 및 교·강사 영역의 평가지표 및 기준
조사

평가지표

2.1 전담인력 및
교·강사 자격
적합성

2.1.1 필수이수 교과인 국어, 사회/도덕(역사포함)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제21
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1.2 선택교과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강사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지도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 및 실무능력
소지자(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 학교 밖 청소년 업무 전담자 포함)

2.2 전담인력 및
교·강사 질
관리 적절성

2.2.1 교·강사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고 있는지 평가
2.2.2 교·강사 강의시수, 강사료 책정, 연수 등 질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평가

2.1 전담인력 및
교·강사 자격
적합성

2.1.1 필수이수 교과인 국어, 사회/도덕(역사포함)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제21
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1.2 선택교과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강사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지도과목의 자격증 및 실무능력 소지자에
한함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 학교 밖 청소년 업무 전담자도 포함됨)
2.1.3 전담인력 및 교·강사의 성범죄 경력 조회 실시 여부 평가

1차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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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평가지표
2.2 전담인력 및
교·강사 질
관리 적절성

평가기준
2.2.1 전담인력 및 교·강사 질 확보를 위한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평가
- 전담인력 및 교·강사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 관리
- 교·강사 강의시수, 강사료 책정, 연수 및 협의회 등

델파이 조사 결과 전담 인력 및 교·강사 지표 및 평가기준에서 2.1 전담인력 및 교·강
사 자격 적합성은 타당도와 중요성 모두 1, 2차에 걸쳐 4.4~4.5점의 높은 전문가 인식을
보이고 있다. 타당도와 중요성 모두 1차 조사보다는 2차 조사에서 다소 높은 인식을 보
이고 있다. 한편, 2.2 전담인력 및 교·강사 질 관리 적절성에 대해서는 타당도는 1차 조
사에서는 4.2점, 2차 조사에서는 4.3점의 인식을 보이고 있어 2차 조사에서 다소 점수가
증가했으며 중요성에 대해서는 1차 조사에서는 4.3점, 2차 조사에서는 4.25점의 인식을
보여 2차 조사에서 다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큰 점수 차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전반
적으로 2.1 전담인력 및 교·강사의 자격 적합성 지표가 2.2 질 관리 적절성 지표보다 더
타당하고 중요한 지표라 인식되고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에 대
한 이해를 위한 연수를 받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 결격 사유 요건을 확
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표 Ⅵ-9> 2. 전담인력 및 교·강사 지표에 대한 타당도 및 중요성
① 타당도
지표

② 중요성

1차 평균

2차 평균

1차 평균

2차 평균

(표준편차)

(표준편차)

(표준편차)

(표준편차)

2.1 전담인력 및 교·강사 자격 적
합성

4.4
(0.88)

4.45
(0.51)

4.4
(0.88)

4.5
(0.51)

2.2 전담인력 및 교·강사 질 관리
적절성

4.2
(0.88)

4.3
(0.47)

4.3
(0.80)

4.25
(0.64)

라) Ⅰ.3. 기본요건 영역, 「교육환경」 평가지표
기본요건 영역의 3. 교육환경 평가지표 및 기준은 다음의 <표 Ⅵ-10>과 같다. 전문가
에게 다음의 평가지표 및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타당도 및 중요성, 그리고 수정 및
보완 의견을 구하였다. 1차 조사 후 평가지표는 수정하지 않고 2차 조사에 제시하였고,
평가기준은 1차 조사의 의견을 일부 반영 및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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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0> 3. 교육환경 영역의 평가지표 및 기준
조사

평가지표

평가기준

3.1 교육 공간의
적합성

3.1.1 강의실 면적기준 = 최소기준면적(30㎡ 이상)+1㎡ 수용인원 1명 이하
* 단 시·도의 여건상 학습 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시설·설비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10m²이상 30m²이하 범위에서 최소
기준 면적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 면적으로 함

3.2 교육시설 확보
및 관리의
적절성

3.2.1 교육프로그램의 목적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시설을 적절하게 갖추고 있는지
평가
3.2.2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를 확보하고 관리되는지 평가
3.2.3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계획이 있는지 평가

3.1 교육공간의
적합성

3.1.1 강의실 면적기준 = 최소기준면적(30㎡ 이상)+1㎡ 수용인원 1명 이하
* 단 시·도의 여건상 학습 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시설·설비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10m²이상 30m²이하 범위에서 최소
기준 면적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 면적으로 함

3.2 교육시설 확보
및 관리의
적절성

3.2.1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육시설 및 기자재가 확보되고 관리되는지 평가
3.2.2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실태 평가
- 안전관리 계획 여부, 소방법 준수, 안전공제회(보험) 가입 등

1차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3.2 교육시설 확보 및 관리의 적절성 지표는 타당도 및 중요성에서
1차 조사와 2차 조사 모두 4.0~4.2점으로 4.0점은 넘는 전문가 인식을 보이고 있었다.

다만, 교육환경의 첫 번째 지표인 3.1 교육공간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타당도와 중요성
모두 4.0점 미만의 전문가 인식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타당도 1차 조사에서는 3.9
점, 2차 조사에서는 3.8점으로 2차에서 다소 감소하였고, 중요성은 1차 조사에서 3.7점,
2차 조사에서 3.75점으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표에 대해 낮은 인식을 보인 이유로 전문가들은 학교 밖 청소년 학습이 집합식
강의형태보다 소수 개별화된 학습형태로 이루어지는 특성으로 인해 ‘강의실 면적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2차 조사에서는 ‘강의실 면적기준’을 변경해
야 할 것인가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을 별도로 실시하였다. 2차 조사 결과, 현재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2명이 동의하였고, 강의실 면적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
견에 대해서는 19명의 전문가가 의견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강의실 면적 기준을 완
화해야 한다는 데 3명, 현재 기준을 하되, 최소면적기준(30㎡) 이하인 경우 예외조항을
둔다는 데에 7명, 강의실 면적기준을 삭제하고, 교육공간 적합성에 대한 다른 평가기준
을 둔다 (예: 주변 유해시설 유무, 접근성, 실내환경 적합성 등)는 데 7명의 전문가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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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을 제시하였고, 기타 의견으로는 학습계획 대상 학습인원에 따라 탄력적 적용 및 실내
환경 적합성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거나 유해시설, 접근성 등은 별도로 고려해야할 사항
이라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안에서는 강의실 면적기준을
유지하되, 예외조항을 두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표 Ⅵ-11> 3. 교육환경 지표에 대한 타당도 및 중요성
① 타당도
지표

② 중요성

1차 평균

2차 평균

1차 평균

2차 평균

(표준편차)

(표준편차)

(표준편차)

(표준편차)

3.1 교육공간의 적합성

3.9
(0.88)

3.8
(0.77)

3.7
(0.98)

3.75
(0.72)

3.2 교육시설 확보 및 관리의 적절성

4.0
(0.79)

4.15
(0.75)

4.2
(0.83)

4.15
(0.75)

마) 기본여건 평가 방법
I. 기본여건에 대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을 종합 정리하면 다음의 <표 Ⅵ-12>와 같다.

기본여건 평가는 1차 서류평가로 진행되며, 지표별 등급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제안하
였다. 즉 평가지표 중 하나라도 최하등급(5등급 평가일 경우, E등급)을 받으면 부적합(탈
락) 판정을 받게 된다.
<표 Ⅵ-12> I. 기본요건 영역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방법

1.1.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
1. 운영기관 특성
기본요건
평가
(1차
서류평가)

1.2. 기관 운영의 안정성
1.3. 프로그램 운영 실적

2. 전담인력 및
교·강사
3. 교육환경

2.1. 전담인력 및 교·강사 자격 적합성
2.2. 전담인력 및 교·강사 질 관리 적절성

지표별 등급평가 실시,
최하등급이 하나라도
있으면,
부적합(탈락) 판정

3.1. 교육공간의 적합성
3.2. 교육시설 확보 및 관리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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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전문가들은 지표별 등급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에 가장 많이
동의하였다. 한편, 1차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등급평가보다는 점수평가가 적절하다는 의
견에 2명, 부적합(탈락)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2명, 조건부 적합 기준을 두어
보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1명)을 제시하였다. 또한, 2차 조사에서는 현재의
평가방법을 유지하되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과 등급평가를 유지하되 등급별 점수를 차등
화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요건에 대한 평가방법은 지표별로 탈락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등급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최종안을 제안하였다.

바) Ⅰ. 기본요건 영역 전반에 대한 요구 사항
I. 기본요건 영역 평가에 대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자유롭

게 기술하도록 요청한 결과, 1차 조사에서는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완화(2명), 효율성을 위해 1차 평가와 2차 평가 동시 진행(1명), 평가자 주관성 배제 및
신뢰도 확보 방안 고려(1명), 학력인정을 위한 해당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적합성을 평가
하는 항목 추가(1명)와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2차 조사에서 이러한 의견에 대해 동의
하는 내용에 표시하도록 요청한 결과, ‘평가자 주관성 배제 및 신뢰도 확보 방안 고려’에
가장 많은 전문가가 동의하였고, ‘학력인정을 위한 해당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적합성을
평가하는 항목’ 이 필요하다는 점에 두 번째로 높은 동의 의견을 보였다. 이와 같은 의견
을 반영하여 최종안에서는 지표별 평가기준에 대한 세부 평가준거를 제안하였다.

3) 프로그램 단위 신청: Ⅱ. 프로그램 운영 영역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인증을 위한 평가에서 프로그램 단위 신청 유형
의 평가는 앞서 제시한 I. 기본 요건 영역과 더불어 II. 프로그램 운영 영역을 2차 서류평
가에서 평가하고 있다. II. 프로그램 운영 영역 내 평가항목 및 구체적인 평가지표의 타당
도와 중요성, 그리고 수정 및 보완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질문하였다.

134

Ⅵ.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평가도구 및 추진체제 타당화

가) Ⅱ.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평가항목
프로그램 운영 영역을 평가하는 항목은 세 가지로, 1. 교육목표, 2. 교육내용 및 방법,
3. 학습자 및 프로그램 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별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Ⅵ-13> II. 프로그램 운영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1. 교육목표

1.1. 교육목표의 타당성
2.1. 교육 운영계획의 적절성

2. 교육내용 및 방법

2.2. 교육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Ⅱ. 프로그램
운영

3.1. 프로그램 관리의 적절성
3. 학습자 및 프로그램 관리

3.2. 학습자 지원의 적절성
3.3. 프로그램 개선 체계 적절성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모든 평가항목에 대해 타당도 및 중요성 인식은 1차 조사와 2차
조사 모두 4.60점 이상의 높은 전문가 인식을 보이고 있다. 또한 3개 항목 모두 1차 조사
에서보다 2차 조사에서 타당도 및 중요성 인식이 높아졌다. 특히, 학습자 및 프로그램
관리 항목의 경우 1차 조사에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4.8점이고, 2차 조사에서는 5.0
점으로 나타나 프로그램 운영 평가에 있어 학습자 및 프로그램 관리 항목이 중요한 역할
을 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표 Ⅵ-14> 프로그램 단위 신청: II.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타당도 및 중요성
① 타당도
지표

② 중요성

1차 평균

2차 평균

1차 평균

2차 평균

(표준편차)

(표준편차)

(표준편차)

(표준편차)

1. 교육 목표

4.6
(0.50)

4.65
(0.59)

4.7
(0.49)

4.75
(0.44)

2. 교육내용 및 방법

4.6
(0.50)

4.75
(0.44)

4.7
(0.47)

4.75
(0.44)

3. 학습자 및 프로그램 관리

4.7
(0.49)

4.9
(0.31)

4.8
(0.41)

5.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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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Ⅱ.1. 프로그램 운영 영역, 「교육목표」 평가지표
II.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첫 번째 평가지표로 1. 교육목표의 평가지표와 기준을 제시

하였다. 전문가에게 다음의 평가지표 및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타당도 및 중요성, 그리고
수정 및 보완 의견을 구하였다. 1차 조사에서 제시한 평가지표는 1. 교육목표의 타당성
및 구체성이었으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2차 조사에서는 1. 교육목표의 타당성으로
수정하였다. 평가기준 역시 1차 조사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2차 조사에 제시한 내용
과 같이 수정하였다.
<표 Ⅵ-15> 1. 교육목표 항목의 평가지표 및 기준
조사

1차

2차

평가지표

평가기준

1.1 교육목표의
타당성 및
구체성

1.1.1 프로그램의 교육목표가 학교 밖 학력인정을 위한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에
비추어 적절한지 평가
1.1.2 교육목표가 운영 영역별 특성과 요구에 비추어 적절한지 평가
1.1.3 교육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

1.1 교육목표의
타당성

1.1.1 교육목표가 학력인정을 위한 학교 밖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에 비추어 적절
한지 평가
- 불건전성, 정치적·종교적 중립성의 문제가 없는지 평가
- 학습자 수준에 적절한지 등 평가
1.1.2 교육목표가 운영 영역별 특성과 요구에 비추어 적절한지 평가

델파이 조사 결과는 다음의 <표 Ⅵ-16>과 같다. 1. 교육목표의 평가지표에 대한 타당
도와 중요성은 1, 2차 모두 4.6점의 높은 전문가 인식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Ⅵ-16> 1. 교육목표 평가지표에 대한 타당도 및 중요성
① 타당도
지표

1.1 교육목표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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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요성

1차 평균

2차 평균

1차 평균

2차 평균

(표준편차)

(표준편차)

(표준편차)

(표준편차)

4.6
(0.51)

4.7
(0.47)

4.6
(0.60)

4.6
(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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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Ⅱ.2. 프로그램 운영 영역, 「교육내용 및 방법」 평가지표
II.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2. 교육내용 및 방법의 평가지표 및 기준은 <표 Ⅵ-17>과

같다. 전문가에게 다음의 평가지표 및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타당도
및 중요성, 그리고 수정 및 보완 의견을 구하였다. 1차 조사에서 제시한 평가지표 2.1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은 2차 조사에서는 2.1 교육 운영계획의 적절성으로 수정되었으
며 1차 조사에서 2.2 교육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은 1차 조사의 평가지표 그대로 2차 조
사에서도 제시되었다. 또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역시 1차 조사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
여 2차 조사에 제시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였다.
<표 Ⅵ-17> 2. 교육내용 및 방법의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조사

평가지표

평가기준

2.1 교육과정
2.1.1 교육목표에 따른 학습계획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평가
운영의 적절성 2.1.2 교육과정에 따른 시수가 적절한 수준인지 평가
1차

2.2 교육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2.2.1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이 연계되어 있으며, 교육내용이 영역 및 학습자의 특
성과 요구에 비추어 적절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
2.2.2 적절한 강의방식과 수업자료를 활용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평가

2.1 교육 운영계획의 2.1.1 교육목표에 따른 운영계획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작성되었는지 평가
적절성
2.1.2 교육목표 및 내용, 학습자 특성에 비추어 시수가 적절한지 평가
2차

2.2.1 교육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한 내용인지 평가
2.2 교육내용 및
2.2.2 교육내용이 프로그램 영역 및 학습자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지 평가
방법의 적절성
2.2.3 교육내용에 맞는 수업방식과 수업자료를 활용하는지 평가

2. 교육내용 및 방법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에 대하여 타당도 및 중요성을 질문한 델파

이 조사 결과는 다음의 <표 Ⅵ-18>과 같다. 2.1 교육 운영계획의 적절성 및 2.2 교육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지표 모두 타당도와 중요성에서 4.6점 이상의 높은 전문가 인식을 보
이고 있다. 특히, 타당도와 중요성 모두 1차 조사에서보다 2차 조사에서 더 높은 인식을
보이고 있는데, 4.85~4.9점의 매우 높은 인식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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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8> 2. 교육내용 및 방법 평가지표에 대한 타당도 및 중요성
① 타당도
지표

② 중요성

1차 평균

2차 평균

1차 평균

2차 평균

(표준편차)

(표준편차)

(표준편차)

(표준편차)

2.1 교육 운영계획의 적절성

4.6
(0.50)

4.9
(0.31)

4.7
(0.49)

4.85
(0.37)

2.2 교육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4.7
(0.47)

4.9
(0.31)

4.8
(0.41)

4.9
(0.31)

라) Ⅱ.2. 프로그램 운영 영역, 「학습자 및 프로그램 관리」 평가지표
3. 학습자 및 프로그램 관리의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은 <표 Ⅵ-19>와 같다. 전문가에

게 다음의 평가지표 및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타당도 및 중요성, 그리고 수정 및
보완 의견을 구하였다. 1차 조사에서 제시한 평가지표 3.1 교육과정 관리 방안의 적절성
은 2차 조사에서 3.1 프로그램 관리의 적절성으로 수정되었고 3.2 학습자 지원 방안의
적절성은 2차 조사에서는 3.2 학습자 지원의 적절성으로 수정되었으며 1차 조사에서 3.3
프로그램 만족도 제고 노력은 2차 조사에서는 3.3 프로그램 개선 체계 적절성으로 수정
되었다. 또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역시 1차 조사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2차 조사에
제시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였다.

<표 Ⅵ-19> 3. 학습자 및 프로그램 관리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조사

평가지표
3.1 교육과정
관리 방안의
적절성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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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학습자 출결 관리, 학습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이 충분히 지원되는지 평가
3.1.2 프로그램 이수 기준이 적절한지, 이수 결과에 대한 관리 방안이 적절한지
평가

3.2 학습자 지원
3.2.1 사업 취지 및 프로그램 안내, 학습 상담 등 학습자 관리와 지원을 위한 준
방안의 적절성
비가 되어있는지 평가
3.3 프로그램
만족도 제고
노력

2차

평가기준

3.3.1 프로그램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개선 체계가 있는지 평가
- 프로그램 평가 계획(기준, 절차, 방법 등)
- 학습자 만족도 조사 등

3.1 프로그램 관리의 3.1.1 학습자 출결 관리, 학습에 대한 피드백이 충분히 지원되는지 평가
적절성
3.1.2 이수 기준이 적절한지, 이수 결과에 대한 관리 방안이 적절한지 평가
3.2 학습자 지원의 3.2.1 학습자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준비가 되어있는지 평가
적절성
- 사업 취지 및 프로그램 안내, 학습 상담, 진로 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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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평가지표
3.3 프로그램 개선
체계 적절성

평가기준
3.3.1 프로그램 개선(내용 및 만족도 등) 체계가 있는지 평가
- 프로그램 평가 계획(기준, 절차, 방법 등)
- 학습자 만족도조사 및 결과 반영 등

3. 학습자 및 프로그램 관리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는 다음의
<표 Ⅵ-20>과 같다. 3.1 프로그램 관리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타당도와 중요성에서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서 모두 4.6점 이상의 높은 전문가 인식을 보이고 있으며 3.3 프로그
램 개선 체계 적절성에 대해서도 타당도와 중요성에서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서 모두
4.7점 이상의 높은 전문가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2 학습자 지원의 적

절성에 대해서는 다른 두 개 지표보다는 다소 낮은 인식 점수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타
당도에 있어 1차에서는 4.4점으로 나타나 해당 지표에 대한 추가적인 수정을 하였고 2차
에서는 4.6점을 보여 1차 조사보다 상승한 전문가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Ⅵ-20> 3. 학습자 및 프로그램 관리 평가지표에 대한 타당도 및 중요성
① 타당도
지표

② 중요성

1차 평균

2차 평균

1차 평균

2차 평균

(표준편차)

(표준편차)

(표준편차)

(표준편차)

3.1 프로그램 관리의 적절성

4.6
(0.60)

4.75
(0.44)

4.7
(0.47)

4.85
(0.37)

3.2 학습자 지원의 적절성

4.4
(0.75)

4.6
(0.50)

4.6
(0.50)

4.8
(0.41)

3.3 프로그램 개선 체계 적절성

4.7
(0.47)

4.85
(0.37)

4.9
(0.37)

4.85
(0.37)

마) Ⅱ. 프로그램 운영 평가 방법
II. 프로그램 운영 영역에 대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을 종합 정리하면 다음의 <표 Ⅵ
-21>과 같다. 기본여건 평가에 이어서, 프로그램 운영 평가도 서류평가로 진행되며, 점수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6개 지표 총점 100점 만점
에 대해 70%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탈락) 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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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21> II.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평가영역

평가항목
1. 교육목표

Ⅱ. 프로그램
운영(2차
서류평가)

2. 교육내용 및 방법

평가지표

평가방법

1.1. 교육목표의 타당성
2.1. 교육 운영계획의 적절성
2.2 교육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3.1. 프로그램 관리의 적절성
3. 학습자 및 프로그램
3.2. 학습자 지원의 적절성
관리
3.3. 프로그램 개선 체계 적절성

1.1에서 3.3까지 총 6개
지표 총점 100점 만점에
대해 70%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탈락) 판정

그 결과, 전문가들은 총점의 70% 미만 부적합(탈락)의 평가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
답하였다. 또한, 과락 개념 도입 필요하다는 의견이 추가적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총점
기준을 상회한다고 하더라도 운영프로그램의 공신력을 위해 과락 개념을 도입하여 운영
관리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프로그램이 인증되도록 한다는 제안이었다. 그 밖에 총점의
80% 미만 부적합(탈락)으로 기준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바) Ⅱ. 프로그램 운영 영역 평가지표별 점수 배분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평가지표별로 점수 배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구한 결과는 <표
Ⅵ-22>와 같다.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는 2차 조사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1차 조사 결
과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가 배분된 지표는 2.2 교육내용 및 방법의 적절
성(20.75)이었고, 다음으로 1.1 교육목표의 타당성(18.75), 2.1 교육 운영계획의 적절성
(18.50)으로 나타났다. 3.1 프로그램 관리의 적절성(15.25), 3.2 학습자 지원의 적절성
(14.25), 3.3 프로그램 개선 체제 적절성(12.50)은 비교적 낮은 점수가 배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조사에서 점수 배분에 대해 다시 의견을 구한 결과 1.1 교육목표의 타당성(20.00)

은 점수 배분이 1.25점 상승하였고, 3.1 프로그램 관리의 적절성(16.25)과 3.2 학습자 지
원의 적절성(16.40) 역시 점수 배분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의 평가지표는
점수 배분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차에 걸친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
여 최종안에서 배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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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22> 평가지표별 점수 배분
평가항목
1. 교육목표
2. 교육내용 및 방법

3. 학습자 및 프로그램
관리

1차 결과

2차 결과

(응답 평균)

(응답 평균)

1.1. 교육목표의 타당성

18.75

20.00

2.1. 교육 운영계획의 적절성

18.50

16.70

2.2 교육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20.75

20.25

3.1. 프로그램 관리의 적절성

15.25

16.25

3.2. 학습자 지원의 적절성

14.25

16.40

3.3. 프로그램 개선 체계 적절성

12.50

12.30

평가지표

사) Ⅱ. 프로그램 운영 영역 전반에 대한 요구 사항
II. 프로그램 운영 영역 평가에 대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요청한 결과 1차 조사에서는 초·중학교 교육과정 부합 정도 및 지
속성 등을 추가 반영(1명), 기존 공교육과 차별된 지역 및 센터에 특성화된 창의적 체험
활동 프로그램이 있는지 반영(1명), 프로그램 운영 결과로서 학생의 변화 정도 반영(1명),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시수 배정 및 교육과정 운영을 지표에 반영(1명), ‘인문
교양·시민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비해 운영이 미흡하여 지표에 반영 필요(1명)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1차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 2차에서 전문가 의견을 다시 구한
결과 초·중학교 교육과정 부합 정도 및 지속성 등을 추가 반영에 대해 8명의 동의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시수 배정 및 교육과정 운영을 지표에 반영에 대해 7명
의 동의하였다. 이 외 의견에 대해서도 3~5명의 전문가가 동의하였다. 이 외 2차 조사에
서 제시된 의견으로는 특정영역에 치우친 프로그램보다 학력보완(교과학습), 직업교육·
훈련, 문화예술, 인문교양·시민교육 등 4영역이 균형을 갖춘 프로그램 여부 반영, 초·중
학교 교육과정 부합 정도 등을 고려하는 것은 적합하다 사료되나, 개인의 발달 정도 및
인지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커리큘럼의 구성여부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학생의 프로그램 만족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제시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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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관 단위 신청: Ⅰ. 기본요건 영역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인증을 위한 평가는 프로그램 단위와 기관 단위
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각각의 평가지표(안)를 제시하고 있다. 기관 단위 신청은 프로그
램 단위로 인증받은 학교 밖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최소 2개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인증 이후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한다. 기관 단위 신청 유형
의 평가 지표는 I. 기본요건과 II. 프로그램 운영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I. 기본요건 영역은 프로그램 단위 평가와 내용이 중복되므로, 기관 단위 평가에서 추

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기관 단위 신청에 대한 평가에서
는 프로그램 단위에서보다 평가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그 밖에
인력확보, 기관의 운영철학 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 밖에 처음부터 기관
단위 운영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 3년 후 기관 허가를 하는 단계를 밟아
운영의 신뢰성을 쌓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기타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안에서는 기관단위는 프로그램 단위에서보다 부적합(탈
락) 기준을 강화하고, 세부 평정준거에서 인력, 기관의 운영철학 등을 감안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자 하였다.

5) 기관 단위 신청: Ⅱ. 프로그램 운영 영역

가) Ⅱ. 프로그램 운영 영역 평가항목
기관 단위 신청에서의 II.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평가항목은 1. 전년도 운영 실적, 2.
운영계획, 3. 학습자 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별 평가지표는 다음 <표 Ⅵ-23>과 같다.
<표 Ⅵ-23> II. 프로그램 운영 영역 평가항목 및 지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1. 전년도 운영 실적

Ⅱ. 프로그램
운영

2. 운영계획
3. 학습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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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1.1.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실적
1.2. 전년도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
2.1.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내용의 적절성
2.2. 프로그램 운영 및 결과 관리의 적절성
3.1. 학습자 관리 및 지원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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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세 가지 평가항목에 대해 타당도 및 중요성 인식은 1차 조사

와 2차 조사 모두 4.10점 이상의 전문가 인식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4개 항목에서 1차
조사보다 2차 조사에서 타당도 및 중요성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
히, 학습자 관리 항목의 경우 1차 조사에서 타당도가 4.7점이고, 2차 조사에서는 4.9점으
로 나타났고 중요성은 1차 조사에서 4.7점, 2차 조사에서 4.9점으로 나타나 II.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평가에 있어 학습자 관리 항목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표 Ⅵ-24> 기관 단위 신청: II. 프로그램 운영 영역 평가항목의 타당도 및 중요성
① 타당도
항목

② 중요성

1차 평균

2차 평균

1차 평균

2차 평균

(표준편차)

(표준편차)

(표준편차)

(표준편차)

1. 전년도 운영 실적

4.2
(0.77)

4.15
(0.67)

4.1
(0.79)

4.1
(0.64)

2. 운영계획

4.7
(0.49)

4.85
(0.37)

4.7
(0.47)

4.85
(0.37)

3. 학습자 관리

4.7
(0.47)

4.95
(0.22)

4.7
(0.47)

4.9
(0.31)

나) Ⅱ.1. 프로그램 운영 영역, 「전년도 운영 실적」 평가지표
1. 전년도 운영 실적의 평가지표와 기준에 대해 전문가에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타당

도 및 중요성, 그리고 수정 및 보완 의견을 구하였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평가지표는
동일하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2차 조사의 평가기준을 수정하였다. 이는 1차 조사에
서 평가기준이 구체적으로 측정가능 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표 Ⅵ-25> 1. 전년도 운영실적 항목의 평가지표 및 기준
조사

평가지표

평가기준

1.1 전년도 프로그램 1.1.1 기관 규모를 고려하여 전년도 운영한 프로그램의 수와 학습자 수 등
운영 실적
전년도 운영 실적이 적절한지 평가
1차

1.2 전년도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

1.2.1 전년도 운영한 프로그램 내용이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학업중단학생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에 비추어 적절한지 평가
1.2.2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결과(참석자 만족도조사, 강의평가 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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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평가지표

평가기준

1.1 전년도 프로그램 1.1.1 전년도 운영 실적(운영한 프로그램의 수, 학습자 수, 출석 및 이수율 등)이
운영 실적
충분한지 평가
2차

1.2 전년도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

1.2.1 전년도에 운영한 프로그램 내용이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에 비추어 적절
한지 평가
1.2.2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결과(참석자 만족도조사, 강의평가 등) 평가

델파이 조사 결과는 다음의 <표 Ⅵ-26>과 같다. 1.1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실적 평가지
표에 대해 타당도 및 중요성 모두 4.0 이상의 전문가 인식을 보이고 있다. 특히 1.2 전년
도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 평가지표에 대해 2차 조사 결과, 타당도와 중요성 모두 4.8점
의 높은 전문가 인식을 보이고 있다. 한편, 1.1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실적 지표에서는
다른 지표에 비해 다소 낮은 인식을 보이고 있는데 2차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타당도는
4.15점으로 다소 증가하였고 중요성은 4.05점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표 Ⅵ-26> 1. 전년도 운영 실적 지표에 대한 타당도 및 중요성
① 타당도
항목

② 중요성

1차 평균

2차 평균

1차 평균

2차 평균

(표준편차)

(표준편차)

(표준편차)

(표준편차)

1.1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실적

4.0
(0.79)

4.15
(0.59)

4.1
(0.89)

4.05
(0.60)

1.2 전년도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

4.6
(0.69)

4.8
(0.41)

4.6
(0.68)

4.8
(0.41)

다) Ⅱ.2. 프로그램 운영 영역, 「운영계획」 평가지표
2. 운영계획의 평가지표 및 기준은 다음 <표 Ⅵ-27>과 같다. 다음의 평가 지표 및 기준

을 전문가에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타당도 및 중요성, 그리고 수정 및 보완 의견을 구하
였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평가지표는 동일하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상세 평가
기준을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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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27> 2. 운영계획 평가지표 및 기준
조사

1차

평가지표

평가기준

2.1.1 영역 구분에 따라 교·강사 자격, 프로그램의 종류, 구분(필수/선택), 이수
2.1 프로그램 운영
시수가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계획되었는지 평가
계획 및 내용의 2.1.2 영역별 프로그램의 교육목표와 내용이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학업중단학생
적절성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에 비추어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적절하게 계획되었
는지 평가
2.2 프로그램 운영 2.2.1 프로그램 이수 기준이 적절한지, 이수 결과 관리 방안이 적절한지 평가
및 결과 관리의 2.2.2 프로그램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개선 체계가 있는지 평가
적절성
- 학습자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반영 등

2차

2.1.1 프로그램 영역 구분에 따라 교·강사 자격, 프로그램 내용, 필수/선택구분,
2.1 프로그램 운영
이수 시수가 적절하게 계획되었는지 평가
계획 및 내용의
2.1.2 교육목표와 내용이 프로그램 영역 및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에 비추어 구
적절성
체적이고 적절하게 계획되었는지 평가
2.2 프로그램 운영 2.2.1 프로그램 이수 기준이 적절한지, 이수 결과 관리 방안이 적절한지 평가
및 결과 관리의 2.2.2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반영하는 개선 체계가 있는지 평가
적절성
- 프로그램 평가 결과, 학습자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반영 등

2. 운영계획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는 다음의 <표 Ⅵ-28>과 같다. 2.1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내용의 적절성 2.2 프로그램 운영 및 결과 관리의 적절성 지표 모두 타당도와
중요성에서 2차 조사에서는 4.75점 이상의 높은 전문가 인식을 보이고 있다. 특히, 두
지표 모두 1차 조사에서는 타당도가 4.6점이었으나 평가기준을 수정한 2차 조사에서는
2.1 지표에 대해서는 4.75점, 2.2 지표에 대해서는 4.8점으로 점수가 상승하였다.

<표 Ⅵ-28> 2. 운영계획 평가지표에 대한 타당도 및 중요성
① 타당도
항목

② 중요성

1차 평균

2차 평균

1차 평균

2차 평균

(표준편차)

(표준편차)

(표준편차)

(표준편차)

2.1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내용의
적절성

4.6
(0.60)

4.75
(0.44)

4.8
(0.55)

4.8
(0.41)

2.2 프로그램 운영 및 결과 관리의
적절성

4.6
(0.50)

4.8
(0.41)

4.8
(0.44)

4.85
(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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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Ⅱ.3. 프로그램 운영 영역, 「학습자 관리」 평가지표
II.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3. 학습자 관리의 평가지표 및 기준은 <표 Ⅵ-29>와 같다.

전문가에게 다음의 평가지표 및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타당도 및 중
요성, 그리고 수정 및 보완 의견을 구하였다. 1차 조사에서 제시한 평가지표 3.1 학습자
관리 방안의 적절성은 2차 조사에서는 3.2 학습자 관리 및 지원의 적절성으로 수정되었
으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상세 평가기준을 수정하였다. 이는 학습자 관리와 학습자
지원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표 Ⅵ-29> 학습자 관리 평가지표 및 기준
조사

평가지표

평가기준

1차

3.1 학습자 관리
방안의 적절성

3.1.1 학습자 출결 관리, 학습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이 충분히 지원되는지 평가
3.1.2 사업 취지 및 프로그램 안내, 학습 상담 등 학습자 관리와 지원을 위한
준비가 되어있는지 평가

2차

3.1.1 학습자 출결 관리, 학습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이 충분히 지원되는지 평가
3.1 학습자 관리 및
3.1.2 학습자 지원을 위한 준비가 되었는지 평가
지원의 적절성
- 사업 취지 및 프로그램 안내, 학습 상담, 진로 상담, 학생복지 지원 등

3. 학습자 관리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는 다음의 <표 Ⅵ-30>과 같다. 이 지표의 타당

도 및 중요성은 1차 조사에서는 모두 4.70점이었으며 2차 조사에서는 소폭 증가하여 각
4.8점과 4.85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해당 지표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는 시수인정을

위한 증빙의 관리방안, 시수인정확인서 등의 발급방안 및 이수시수에 대한 학습자의 확
인편의성 제공 여부(센터 내에서 상시, 수시 확인 가능한 시스템 또는 개인별 관리대장
구축 여부) 등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표 Ⅵ-30> 3. 학습자 관리 평가지표에 대한 타당도 및 중요성
① 타당도
항목

3.1 학습자 관리 및 지원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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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요성

1차 평균

2차 평균

1차 평균

2차 평균

(표준편차)

(표준편차)

(표준편차)

(표준편차)

4.7
(0.49)

4.8
(0.41)

4.7
(0.49)

4.85
(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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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Ⅱ. 프로그램 운영 평가 방법
기관 단위 신청에서 II.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을 종합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평가는 서류평가로 진행되며, 점수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평가방법을 살펴보면 1.1에서 3.1 지표 중 총점 100점
만점에서 70%(70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탈락) 판정을 내리게 되어있다.
<표 Ⅵ-31> II.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평가영역

평가항목
1. 전년도 운영 실적

Ⅱ. 프로그램
운영(2차
서류평가)

2. 운영 계획

3. 학습자 관리

평가지표

평가방법

1.1.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실적
1.2. 전년도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
2.1.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내용의
적절성
2.2. 프로그램 운영 및 결과 관리의
적절성

1.1에서 3.1까지 총 5개 지표
총점 100점 만점에 대해 70%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탈락) 판정

3.1. 학습자 관리 및 지원의 적절성

기관 단위 신청의 II.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평가에서 총점의 70% 미만을 부적합(탈락)
으로 판정하는 것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구한 결과 1차 조사에서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11명, 총점의 80%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이 3명, 과락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명이었다. 2차 조사에서는 기존의 방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더욱
증가하여 15명이었고, 총점의 80%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이 2명, 과락 개념의
도입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의견이 3명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탈락에 따른 배제 보다
학습자에게 적절하면서도 안정적이고 다양한 학습지원기관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수정 보완 가능한 기관인 경우 차기 인증 유도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바) Ⅱ. 프로그램 운영 영역 평가지표별 점수 배분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평가지표별로 점수 배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구한 결과는 <표
Ⅵ-32>와 같다.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는 2차 조사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1차 조사 결
과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가 배분된 지표는 2.1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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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적절성(25.50)이었고, 다음으로 2.2 프로그램 운영 및 결과 관리의 적절성(23.25)
이었다. 다음으로 3.1 학습자 관리 및 지원의 적절성(20.00)과 1.2 전년도 프로그램 내용
의 적절성(17.15), 1.1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실적(14.10)으로 나타났다. 2차 조사에서도
약간의 수치 변동은 있었으나 순위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문가 의
견을 반영하여 최종안에서의 배점을 설정하였다.

<표 Ⅵ-32> II. 프로그램 운영 영역 평가지표별 점수 배분
평가항목

1. 전년도 운영 실적

2. 운영 계획
3. 학습자 관리

1차 결과

2차 결과

(응답평균)

(응답 평균)

1.1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실적

14.10

13.50

1.2 전년도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

17.15

16.30

2.1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내용의 적절성

25.50

25.90

2.2 프로그램 운영 및 결과 관리의 적절성

23.25

23.05

3.1. 학습자 관리 및 지원의 적절성

20.00

21.25

평가지표

사) Ⅱ. 프로그램 운영 영역 전반에 대한 요구 사항
II. 프로그램 운영 영역에 대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자유롭

게 기술하도록 요청한 결과 1차 조사에서는 다음의 <표 Ⅵ-33>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
다. 1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 초기 단계이므로 기관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11명, 학습자 요구 반영 및 개인 맞춤
형 지원 가능성 관련 지표 마련에 대해 9명, 프로그램 질 관리를 강조하는 지표가 필요하
다는 의견에 9명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차 조사에서는 개별화, 맞춤형 교
육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이 계획되어야 한다는 기타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Ⅵ-33> II. 프로그램 운영 영역 평가에 대한 전반적 의견
의견

1차

2차

프로그램 일반화 가능성 및 공유 노력 관련 지표 필요

1

5

학습자 요구 반영 및 개인 맞춤형 지원 가능성 관련 지표 필요

1

9

사업 초기 단계이므로 기관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필요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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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1차

2차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계획 수립(예: 참여인원 등) 관련 지표 필요

1

3

교·강사의 전문성 신장 시스템 관련 지표

1

2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평가지표 및 기준 필요

1

6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강조하는 지표 필요

1

9

충분한 예산 확보 관련 지표 필요

1

1

6)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중점 사항 및 인증 방식

가)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중점 사항
초·중학교 단계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인정과 학습지원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실행되
기 위해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점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구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Ⅵ-34>와 같다. 1차 조사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2차
조사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2가지를 선택하게 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학교 밖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 반영(학습자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5명이,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에 대해 5명이, 그리고 학습자 관리 및 지원에 대
한 의견을 4명이 제시하여 다른 의견에 비해 다수 전문가가 중점 사항으로 꼽고 있었다.
1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2차 조사 결과에서는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 반영(학습자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에 18명이 동의하였고,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에 대해 10
명이, 그리고 학습자 관리 및 지원에 대해 8명이 동의하여 1차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큰 변화는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안에서 구체적인 평정기준에서 학교
밖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요소, 프로그램 다양성 확보, 학습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요소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표 Ⅵ-34>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중점 사항
의견

1차

2차

학교 밖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 반영(학습자 맞춤형 프로그램)

5

18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

5

10

학습자 관리 및 지원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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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1차

2차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질 관리

2

4

기관단위 인증은 기관의 기본역량, 프로그램단위 인증은 프로그램의 구체성 및 체계성

1

0

기관의 신뢰성, 프로그램은 목적의 타당성

2

1

운영인력의 전문성과 안전하고 준비된 학습환경

1

1

기관의 인증 참여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방향

1

0

원적학교와의 상호교류 가능한 시스템

1

0

프로그램의 접근성 및 개방성

1

0

나)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인증 방식
끝으로,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방안(안)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제
안할 의견을 질문한 결과는 다음 <표Ⅵ-35>와 같다. 1차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2차 조사
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2가지를 선택하게 하였다.
1차 조사에서 제시된 의견 중 2차 조사에서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사항은 자격, 경력

등 다양한 학습경험이 인정될 수 있도록 확대 필요(5명), 인증절차의 시스템화 및 사전
안내(5명)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현재 투 트랙(프로그램 인증, 기관 인증)에서 향후 기관
인증으로 통합 필요(4명), 환경에 대한 현장실사 필요(4명), 교육감이 이미 지정한 다양한
자원 활용(예: 교육감 위탁 대안교육시설)(4명), 프로그램 질 관리 필요(4명) 등이었다. 이
러한 결과는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데 반영하고자 하였다.
<표 Ⅵ-35>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인증 방식
의견

1차

2차

현재 투 트랙(프로그램 인증, 기관 인증)에서 향후 기관 인증으로 통합 필요

1

4

환경에 대한 현장실사 필요

1

4

담당 인력에 대한 교육 강화 필요

1

3

출석 기반 프로그램과 원격 기반 프로그램이 모두 활성화

1

3

인증심의 확대 및 정례화 필요

1

1

인증 절차의 시스템화 및 사전 안내

1

5

교육감이 이미 지정한 다양한 자원 활용(예: 교육감 위탁 대안교육시설)

1

4

타부처 또는 지자체 주최(주관) 행사의 시수 인정 검토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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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1차

2차

기관단위 신청의 경우 기관에서 배출한 학력인정 학생수를 평가 기준 혹은 가산점으로
포함시킬 필요

1

2

자격, 경력 등 다양한 학습경험이 인정될 수 있도록 확대 필요

1

5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대상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될 필요

1

3

인증 방식의 단순화 필요

1

1

프로그램의 질 관리 필요

1

4

다. 원격수업기반
원격수업기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는 프로그램 단위 신청 유형의 영역
별 평가 항목 및 지표에 대한 의견, 기관 단위 신청 유형의 영역별 평가항목 및 지표에
대한 의견,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중점사항 및 인증 방식에 대한
의견을 구분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1) 프로그램 단위 신청: Ⅰ. 기본요건 영역

출석수업기반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원격수업기반 역시 프로그램 단위와 기관 단위
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각각의 평가지표(안)를 제시하고 있다. 프로그램 단위 신청 유형
의 평가 지표는 I. 기본 요건과 II. 프로그램 운영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역 내
평가항목 및 구체적인 평가지표의 타당도와 중요성, 그리고 수정 및 보완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질문하였다.

가) Ⅰ. 기본요건 영역의 평가항목
먼저 기본요건 영역을 평가하는 항목은 세 가지로 1. 운영기관 특성, 2. 전담인력 및
교·강사, 3. 교육여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평가항목은 어떠한 평가지표로 구성되는
지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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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36> I. 기본요건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1.1.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

1. 운영기관 특성

1.2. 기관 운영의 안정성
1.3. 원격수업 프로그램 운영 실적

Ⅰ. 기본 요건

2.1. 전담인력 및 교·강사 자격 적합성

2. 전담인력 및 교·강사

2.2. 전담인력 및 교·강사 질 관리 적절성
3.1. 원격교육 설비 확보의 적정성

3. 교육여건

3.2. 플랫폼 확보의 적정성
3.3 개인정보 및 보안관리 체계의 적절성

기본요건의 평가항목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모든 평가항목인 1. 운영 기관
특성, 2. 전담인력 및 교·강사, 3. 교육여건에 대한 타당도 및 중요성이 모두 4.5점 이상
이었으며, 1차 조사와 2차 조사 결과 모두 높은 전문가 인식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기본 여건으로서 세 항목 모두 적절
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표 Ⅵ-37> 프로그램 단위 신청 유형: I. 기본 요건 영역의 타당도 및 중요성
① 타당도
항목

② 중요성

1차 평균

2차 평균

1차 평균

2차 평균

(표준편차)

(표준편차)

(표준편차)

(표준편차)

1. 운영기관 특성

4.6
(0.51)

4.7
(0.47)

4.6
(0.51)

4.7
(0.47)

2. 전담인력 및 교·강사

4.6
(0.67)

4.8
(0.40)

4.8
(0.45)

4.8
(0.40)

3. 교육여건

4.5
(0.52)

4.6
(0.52)

4.7
(0.65)

4.6
(0.50)

나) Ⅰ. 1. 기본여건 영역, 「운영기관 특성」 평가지표
다음은 평가 항목별로 평가지표와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평가지표의 적절성에 대해 의
견을 수렴하였다. 기본요건 영역의 첫 번째 평가지표로 1. 운영기관 특성 지표와 평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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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은 다음의 <표 Ⅳ-38>과 같다. 전문가에게 이에 대한 타당도 및 중요성, 그리고 수정
및 보완 의견을 구하였다. 1차 조사에서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높은 인식을
보여 지표에 대해서는 수정하지 않았으며, 심의기준에 대한 일부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2차 조사지를 작성하였다.
<표 Ⅵ-38> 1. 운영 기관 특성 항목의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구분

1차

2차

평가지표

평가기준

1.1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

1.1.1 기관의 설립목적 및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학교 밖 청소년에게 의미있
는 양질의 교육을 기획, 제공하기에 적절한 기관인지 평가
1.1.2 기관의 비영리성 및 교육적 중립성 확보 여부 평가

1.2 기관 운영의
안정성

1.2.1 기관의 사업 규모, 인력 현황, 재정 지원 등을 고려할 때, 학교 밖 청소년에
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에 충분한지 평가
1.2.2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평가
- 제공 프로그램에 대해 적정한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가, 강사비, 교재비,
기타 학습자를 위한 지원금이 책정되어 있는지 등

1.3 원격수업
프로그램 운영
실적

1.3.1 아래 2개의 조건 모두를 충족
- 최근 2년간 원격 교육프로그램을 90시간 이상 운영한 실적
- 해당 프로그램은 ‘1차시당 20분이상(±5분) + 총 15차시 이상’ 또는 1개
학습과정을 ‘총 300분 이상’ 으로 구성

1.1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

1.1.1 기관의 설립목적 및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학교 밖 청소년에게 의미있
는 양질의 교육을 기획, 제공하기에 적절한 기관인지 평가
1.1.2 기관의 비영리성 및 교육적 중립성 확보 여부 평가

1.2 기관 운영의
안정성

1.2.1 기관의 사업 규모, 인력 현황, 재정 지원 등을 고려할 때,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에 충분한지 평가
1.2.2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평가
- 제공 프로그램에 대해 적정한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가, 강사비, 교재비,
기타 학습자를 위한 지원금이 책정되어 있는지 등

1.3 원격수업
프로그램 운영
실적

1.3.1 아래 2개의 조건 모두를 충족
- 최근 2년간 매년 원격 교육프로그램을 45시수(차시) 이상 운영한 실적
- 해당 프로그램의 구성은 ① 1차시당 20분이상(±5분)+총 15차시 이상 또는
② 1개 학습과정이 총 300분 이상으로 함

델파이 조사 결과 1.1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은 타당도와 중요성에서 1차와 2차
조사 모두 4.5~4.6점의 높은 인식을 보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1.1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은 타당도와 중요성에서 1, 2차 조사 모두 4.5~4.6점의 응답을 보이고 있으며 1.2
기관 운영의 안정성 지표 역시 타당도와 중요성에서 1차와 2차 조사 모두 4.6~4.9점의
높은 전문가 인식을 보이고 있다. 다만, 1.3 원격수업 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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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도의 경우 1차 조사에서는 4.0점을 보이고 있으나 2차 조사에서는 오히려 3.9점의
낮아진 인식을 보이고 있으며, 중요성에서도 1차 조사에서는 3.8점, 2차 조사에서도 3.7
점의 비교적 낮은 인식을 보이고 있어 앞서의 두 개 지표에 비해 타당도와 중요성에 대한
전문가 인식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39> 1. 운영기관 특성 평가 지표에 대한 타당도 및 중요성
① 타당도
지표

② 중요성

1차 평균

2차 평균

1차 평균

2차 평균

(표준편차)

(표준편차)

(표준편차)

(표준편차)

1.1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

4.5
(0.90)

4.6
(0.52)

4.5
(0.67)

4.6
(0.50)

1.2 기관 운영의 안정성

4.6
(0.51)

4.9
(0.30)

4.6
(0.67)

4.9
(0.30)

1.3 원격수업 프로그램 운영 실적

4.0
(0.74)

3.9
(0.54)

3.8
(0.58)

3.7
(0.65)

다) Ⅰ.2. 기본요건 영역, 「전담인력 및 교·강사」 평가지표
기본요건 영역의 두 번째 평가지표로 2. 전담인력 및 교·강사에 관한 평가지표 및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전문가에게 다음의 평가지표 및 심의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타
당도 및 중요성, 그리고 수정 및 보완 의견을 구하였다. 1차 조사 후 평가지표는 수정하
지 않고 2차 조사에 제시하였고, 평가기준은 1차 조사의 의견을 일부 반영 및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표 Ⅵ-40> 2. 전담인력 및 교·강사 영역의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조사

1차

평가지표

평가기준

2.1.1 필수이수 교과인 국어, 사회/도덕(역사포함)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2.1 전담인력 및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교·강사
2.1.2 선택교과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격 적합성
강사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지도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 및 실무능력 소지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 학교 밖 청소년 업무 전담자 포함)
2.2 전담인력 및 2.2.1 교·강사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고 있는지 평가
교·강사 질 2.2.2 교·강사 강의시수, 강사료 책정, 연수 등 질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평가
관리 적절성 2.2.3 콘텐츠 운영 및 품질관리를 위한 인력이 확보되었는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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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2차

평가지표

평가기준

2.1.1 필수이수 교과인 국어, 사회/도덕(역사포함) 교·강사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1 전담인력 및 2.1.2 선택교과 교·강사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교·강사
령」에 따른 강사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지도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관
자격 적합성
련업무 경력 소지자(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 학교 밖 청소년 업무 전담
자도 포함됨)
2.1.3. 전담인력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업무 관련 자격증 또는 관련업무 경력 소지자
2.2.1 전담인력 및 교·강사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고 있는지 평가
2.2 전담인력 및 2.2.2 전담인력 및 교·강사 질 확보를 위한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평가
- 전담인력 및 교·강사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 관리
교·강사 질
관리 적절성
- 강의시수, 강사료 책정, 연수 등 질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평가
2.2.3 콘텐츠 운영 및 품질관리를 위한 인력이 확보되었는지 평가

델파이 조사 결과는 다음 <표Ⅵ-41>과 같으며 특히 전담 인력 및 교·강사 지표 및 평
가기준에서는 타당도와 중요성 모두 1, 2차에 걸쳐 3.9~5.0점의 전문가 인식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1 전담인력 및 교·강사 자격 적합성에서
타당도는 1차 조사 결과 3.9점, 2차 조사 결과 4.0점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중요성은
1차 조사에서 4.7점, 2차 조사에서 4.4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2 전담

인력 및 교·강사 질 관리 적절성에 대해서는 타당도는 1차 조사에서는 4.3점, 2차 조사에
서는 4.7점의 인식을 보이고 있어 2차 조사에서 점수가 증가했으며 중요성에 대해서도
1차 조사에서는 4.8점, 2차 조사에서는 5.0점으로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41> 2. 전담인력 및 교·강사 지표에 대한 타당도 및 중요성
① 타당도
지표

② 중요성

1차 평균

2차 평균

1차 평균

2차 평균

(표준편차)

(표준편차)

(표준편차)

(표준편차)

2.1 전담인력 및 교·강사 자격 적합성

3.9
(1.08)

4.0
(0.77)

4.7
(0.49)

4.4
(0.52)

2.2 전담인력 및 교·강사 질 관리 적절성

4.3
(0.78)

4.7
(0.47)

4.8
(0.39)

5.0
(0.00)

라) Ⅰ.3. 기본요건 영역, 「교육여건」 평가지표
기본요건 평가 항목의 교육여건 평가지표 및 기준은 다음의 <표 Ⅳ-42>와 같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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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게 다음의 평가 지표 및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타당도 및 중요성, 그리고
수정 및 보완 의견을 구하였다. 1차 조사 후 평가지표는 수정하지 않고 2차 조사에 제시
하였고, 평가기준은 1차 조사의 의견을 일부 반영 및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표 Ⅵ-42> 3. 교육여건 영역의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조사

1차

평가지표

평가기준

3.1. 원격교육
설비
확보의
적정성

3.1.1 서버 및 네트워크 설비가 원격수업 운영가능하도록 확보되었는지 여부를 평가
3.1.2 소프트웨어 설비가 원격수업 운영가능하도록 확보되었는지 여부를 평가
3.1.3 원격교육용 정보보호 시스템 설비가 확보되었는지 여부를 평가

3.2. 플랫폼
확보
적정성

3.2.1 관리자 및 교수자용 플랫폼이 확보되었는지 여부를 평가
- 관리자 모듈은 교육과정 관리, 교수자 및 학습자 영역 관리, 강의실 관리, 학
습운영 및 수강관리, 운영자 지원 관리 등 기능을 포함하는가
- 교수자 모듈은 과정관리, 학생관리, 출석・진도・학습・시험관리, 커뮤니티
및네트워크 관리 기능을 포함하는가
3.2.2 학습자용 플랫폼이 확보되었는지 여부를 평가
- 학습기능(수강,출석,학습,평가 등), 과제기능, 상담기능, 커뮤니티 등 포함하는가

3.3 개인정보 및
3.3.1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체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평가
보안관리
- 개인정보보호 내부지침 및 점검표, 개인정보 관리 및 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체계의
관리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는가 등
적절성

2차

3.1. 원격교육
설비
확보의
적정성

3.1.1 하드웨어 설비가 원격수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확보되었는지 여부를 평가
- 서버, 네트워크 또는 클라우드, 콘텐츠제작 장비 등
3.1.2 소프트웨어 설비가 원격수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확보되었는지 여부를 평가
3.1.3 원격교육용 정보보호 시스템 설비가 확보되었는지 여부를 평가

3.2. 플랫폼
확보의
적정성

3.2.1 관리자 및 교수자용 플랫폼이 확보되었는지 여부를 평가
- 관리자 모듈은 교육과정 관리, 교수자 및 학습자 영역 관리, 강의실 관리, 학
습운영 및 수강관리, 운영자 지원 관리 등 기능을 포함하는가
3.2.2 교수자용 플랫폼이 확보되었는지 여부를 평가
- 교수자 모듈은 과정관리, 학생관리, 출석・진도・학습・시험관리, 커뮤니티
및네트워크 관리 기능을 포함하는가
3.2.3 학습자용 플랫폼이 확보되었는지 여부를 평가
- 학습기능(수강,출석,학습,평가 등), 과제기능, 상담기능, 커뮤니티 등 포함하는가

3.3 개인정보 및
3.3.1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체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평가
보안관리
- 개인정보보호 내부지침 및 점검표, 개인정보 관리 및 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체계의
관리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는가 등
적절성

델파이 조사 결과 3. 교육환경의 첫 번째 지표인 3.1. 원격교육 설비 확보의 적정성,
3.2. 플랫폼 확보의 적정성, 3.3.개인정보 및 보안관리 체계의 적절성 모든 지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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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타당도와 중요성 모두 4.3점 이상의 높은 전문가 인식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3.1 원격교육 설비 확보의 적정성에서 타당도는 1차 조사에서 4.3점, 2차 조사에
서 4.4점이었고 중요성은 1차 조사에서 4.5점, 2차 조사에서 4.6점으로 모두 증가하였
다. 또한, 3.2 플랫폼 확보의 적정성의 경우도 타당도에서 1차 조사 결과 4.4점, 2차 조사
결과 4.6점으로 다소 증가하였고 중요성도 1차 조사에서 4.7점, 2차 조사에서 4.8점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3.3 개인정보 및 보안관리 체계의 적절성 지표는 타당도에서 1차 조사
4.6점, 2차 조사 4.7점으로 상승하였고 중요성은 1차 조사 5.0점에서 2차 조사 4.7점으

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차 조사에서 타당도와 중요성 모두 4.7점으로 높은 인식을 보이
고 있어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겠다.
<표 Ⅵ-43> 3. 교육여건 지표에 대한 타당도 및 중요성
① 타당도
지표

② 중요성

1차 평균

2차 평균

1차 평균

2차 평균

(표준편차)

(표준편차)

(표준편차)

(표준편차)

3.1. 원격교육 설비 확보의 적정성

4.3
(0.87)

4.4
(0.50)

4.5
(0.52)

4.6
(0.52)

3.2. 플랫폼 확보의 적정성

4.4
(0.67)

4.6
(0.50)

4.7
(0.49)

4.8
(0.40)

3.3 개인정보 및 보안관리 체계의 적절성

4.6
(0.67)

4.7
(0.47)

5.0
(0.00)

4.7
(0.47)

마) 기본요건 평가 방법
I. 기본여건에 대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을 종합 정리하면 다음의 <표 Ⅳ-44>와 같다.

기본여건 평가는 1차 서류평가로 진행되며, 지표별 등급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제안하
였다. 즉 평가지표 중 하나라도 최하등급(5등급 평가일 경우, E등급)을 받으면 부적합(탈
락) 판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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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44> I. 기본요건 영역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방법

1.1.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
1. 운영기관 특성

1.2. 기관 운영의 안정성
1.3. 원격수업 프로그램 운영 실적

기본요건
2. 전담인력 및
평가
교·강사
(1차 서류평가)

2.1. 전담인력 및 교·강사 자격 적합성
2.2. 전담인력 및 교·강사 질 관리 적절성

지표별 등급평가 실시,
최하등급이 하나라도 있으면,
부적합(탈락) 판정

3.1. 원격교육 설비 확보의 적정성
3. 교육여건

3.2. 플랫폼 확보의 적정성
3.3 개인정보 및 보안관리 체계의 적절성

3) 프로그램 단위 신청: Ⅱ. 프로그램 운영 영역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인증을 위한 평가에서 프로그램 단위 신청 유형
의 평가는 앞서 제시한 Ⅰ. 기본 요건 영역과 더불어 Ⅱ. 프로그램 운영 영역을 2차 서류
평가에서 평가하고 있다. Ⅱ. 프로그램 운영 영역 내 평가항목 및 구체적인 평가지표와
타당도와 중요성, 그리고 수정 및 보완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질문하였다.

가) Ⅱ.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평가항목
프로그램 운영 영역을 평가하는 항목은 세 가지로, 1. 교육목표, 2. 교육내용 및 방법,
3. 학습자 및 프로그램 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별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Ⅵ-45> II. 프로그램 운영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1. 교육목표

평가지표
1.1. 교육목표의 타당성 및 구체성
2.1. 교육 운영계획의 적절성

2. 교육내용 및 방법
Ⅱ. 프로그램
운영

2.2 교육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2.3 원격수업 콘텐츠 구현의 적절성
3.1. 프로그램 관리의 적절성

3. 학습자 및 프로그램 관리

3.2. 학습자 지원의 적절성
3.3. 프로그램 개선 체계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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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모든 평가항목에 대해 타당도 및 중요성 인식은 1차 조사와 2차
조사 모두 4.6점~5.0점으로 높은 전문가 인식을 보이고 있다. 또한 3개 항목 모두 1차
조사에서보다 2차 조사에서 타당도 및 중요성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 특히, 3. 학습자 및 프로그램 관리 항목의 경우 1차 조사에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이 4.8점이고, 2차 조사에서는 5.0점으로 나타나 프로그램 운영 영역 평가에 있어 학습
자 및 프로그램 관리 항목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표 Ⅵ-46> 프로그램 단위 신청: II.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타당도 및 중요성
① 타당도
항목

② 중요성

1차 평균

2차 평균

1차 평균

2차 평균

(표준편차)

(표준편차)

(표준편차)

(표준편차)

1. 교육목표

4.7
(0.49)

4.9
(0.30)

4.7
(0.49)

4.9
(0.30)

2. 교육내용 및 방법

4.6
(0.51)

4.8
(0.40)

4.7
(0.49)

4.9
(0.30)

3. 학습자 및 프로그램 관리

4.6
(0.67)

4.9
(0.30)

4.8
(0.39)

5.0
(0.00)

나) Ⅱ.1. 프로그램 운영 영역, 「교육목표」 평가지표
II.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첫 번째 평가지표로 1. 교육목표의 평가지표와 기준을 제시

하였다. 전문가에게 다음의 평가지표 및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타당
도 및 중요성, 그리고 수정 및 보완 의견을 구하였다. 1차 조사에서 평가지표는 수정하지
않고 제시하였고 평가기준은 1차 조사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2차 조사에 제시한 내
용과 같이 수정하였다.
<표 Ⅵ-47> 1. 교육목표 항목의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조사

1차

평가지표
1.1 교육목표의
타당성 및
구체성

평가기준
1.1.1 원격수업 프로그램의 교육목표가 학교 밖 학력인정을 위한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에 비추어 적절한지 평가
1.1.2 교육목표가 운영 영역별 특성과 요구에 비추어 적절한지 평가
1.1.3 교육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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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2차

평가지표

평가기준

1.1 교육목표의
타당성 및
구체성

1.1.1 원격수업 프로그램의 교육목표가 학력인정을 위한 학교 밖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에 비추어 적절한지 평가
- 불건전성, 정치적·종교적 중립성의 문제가 없는지 평가
- 학습자 수준(발단단계 등)에 적절한지 등 평가
1.1.2 교육목표가 프로그램 영역별 특성과 요구에 비추어 적절한지 평가
1.1.3 교육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

델파이 조사 결과는 다음의 <표 Ⅳ-48>과 같다. 1. 교육목표의 평가지표에 대해 타당
도와 중요성 모두 4.6~4.9점의 높은 전문가 인식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타당도
와 중요성 모두 2차 조사에서 조금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Ⅵ-48> 1. 교육목표 평가지표에 대한 타당도 및 구체성
① 타당도
지표

1.1 교육목표의 타당성 및 구체성

② 중요성

1차 평균

2차 평균

1차 평균

2차 평균

(표준편차)

(표준편차)

(표준편차)

(표준편차)

4.6
(0.50)

4.8
(0.40)

4.8
(0.40)

4.9
(0.30)

다) Ⅱ.2. 프로그램 운영 영역, 「교육내용 및 방법」 평가지표
II.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2. 교육내용 및 방법의 평가지표 기준은 <표 Ⅳ-49>와 같다.

전문가에게 다음의 평가지표 및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타당도 및 중
요성, 그리고 수정 및 보완 의견을 구하였다. 1차 조사에서 제시한 평가지표 2.1 교육과
정 운영의 적절성은 2차 조사에서는 2.1 교육 운영계획의 적절성으로 수정되었으며 1차
조사에서 2.2 교육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과 2.3 원격수업 콘텐츠 구현의 적절성은 1차
조사의 평가지표 그대로 2차 조사에서도 제시되었다. 또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1차 조
사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2차 조사에 제시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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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49> 2. 교육내용 및 방법의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조사

1차

2차

평가지표

평가기준

2.1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2.1.1 교육목표에 따른 학습계획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평가
2.1.2 교육과정에 따른 시수가 적절한 수준인지 평가

2.2 교육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2.2.1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이 연계되어 있으며, 교육내용이 영역 및 학습자의 특
성과 요구에 비추어 적절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
2.2.2 적절한 강의방식과 수업자료를 활용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평가

2.3 원격수업 콘텐츠
구현의 적절성

2.3.1 콘텐츠의 내용이 교육목표와 주차별 수업계획이 잘 구현되도록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평가
2.3.2 콘텐츠에 접근하는 방법 및 절차, 화면구성이 학습자에게 편리하게 구현되
어 있는지 평가

2.1 교육 운영계획의
적절성

2.1.1 교육목표에 따른 운영계획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작성되었는지 평가
2.1.2 교육목표 및 내용, 학습자 특성에 비추어 시수가 적절한지 평가

2.2 교육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2.2.1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이 연계되어 있으며, 교육내용이 영역 및 학습자의 특
성과 요구에 비추어 적절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
2.2.2 적절한 강의방식과 수업자료를 활용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평가

2.3 원격수업 콘텐츠
구현의 적절성

2.3.1 원격수업 콘텐츠가 교육목표와 주차별 수업계획이 잘 드러나도록 구성되
었는지 평가
2.3.2 콘텐츠에 접근하는 방법 및 절차, 화면구성이 학습자에게 편리하게 구현되
어 있는지 평가

교육내용 및 방법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는 다음의 <표 Ⅳ
-50>과 같다. 2.1 교육 운영계획의 적절성 및 2.2 교육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2.3 원격수

업 콘텐츠 구현의 적절성 지표 모두 타당도와 중요성에서 4.4점 이상의 높은 전문가 인
식을 보이고 있다. 특히, 타당도와 중요성 모두 1차 조사에서보다 2차 조사에서 더 높은
인식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1 교육 운영계획의 적절성에서 타당도는
1차 조사결과 4.5점, 2차 조사 결과 4.7점으로 증가하였고 중요성도 1차 조사 4.7점, 2차

조사 4.8점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2.2 교육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은 타당도 1차 조사에
서 4.5점, 2차 조사에서 4.8점으로 나타났고 중요성 1차 조사에서 4.7점, 2차 조사에서
5.0점으로 모두 상승하여 지표에 대한 높은 인식을 보이고 있었다. 2.3 원격수업 콘텐츠

구현의 적절성에서는 타당도 1차 조사 결과 4.4점, 2차 조사 결과 4.6점으로 증가하였고
중요성에서도 1차 조사에서 4.7점, 2차 조사에서 4.8점으로 다소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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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50> 2. 교육내용 및 방법 평가지표에 대한 타당도 및 중요성
① 타당도
지표

② 중요성

1차 평균

2차 평균

1차 평균

2차 평균

(표준편차)

(표준편차)

(표준편차)

(표준편차)

2.1 교육 운영계획의 적절성

4.5
(0.52)

4.7
(0.47)

4.7
(0.49)

4.8
(0.40)

2.2 교육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4.5
(0.67)

4.8
(0.40)

4.7
(0.49)

5.0
(0.00)

2.3 원격수업 콘텐츠 구현의 적절성

4.4
(0.79)

4.6
(0.67)

4.7
(0.49)

4.8
(0.40)

라) Ⅱ.3. 프로그램 운영 영역, 「학습자 및 프로그램 관리」 평가지표
3. 학습자 및 프로그램 관리의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은 <표 Ⅳ-51>과 같다. 전문가에

게 다음의 평가지표 및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타당도 및 중요성, 그리
고 수정 및 보완 의견을 구하였다. 1차 조사에서 제시한 평가지표 3.1 교육과정 관리 방
안의 적절성은 2차 조사에서 프로그램 관리의 적절성으로 수정되었고 1차 조사에서의
평가지표 3.2. 학습자 지원 방안의 적절성 역시 2차 조사에서는 3.2. 학습자 지원의 적절
성으로 수정되었다. 또한, 앞선 두 지표와 마찬가지로 1차 조사에서 3.3. 프로그램 만족
도 제고 노력은 2차 조사에서는 3.3. 프로그램 개선 체계의 적절성으로 수정되었다. 또
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역시 1차 조사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2차 조사에 제시한 내
용과 같이 수정하였다.
<표 Ⅵ-51> 3. 학습자 및 프로그램 관리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조사

평가지표
3.1 교육과정 관리
방안의 적절성

1차

3.1.1 원격으로 학습자 출결 관리, 학습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이 충분히 지원되
는지 평가
3.1.2 프로그램 이수 기준이 적절한지, 이수 결과에 대한 관리 방안이 적절한지
평가

3.2 학습자 지원 방안 3.2.1 원격으로 본 사업 취지 및 프로그램 안내, 학습 상담 등 학습자 관리와
의 적절성
지원을 위한 준비가 되어있는지 평가
3.3 프로그램 만족도
제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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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3.3.1 원격으로 프로그램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개선 체계가 있는지 평가
- 프로그램 평가 계획(기준, 절차, 방법 등)
- 학습자 만족도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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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평가지표

평가기준

3.1.1 원격으로 학습자 출결 관리, 학습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이 충분히 지원되
3.1 프로그램 관리의
는지 평가
적절성
3.1.2 프로그램 이수 기준이 적절한지, 이수 결과에 대한 관리 방안이 적절한지
평가
2차

3.2 학습자 지원의
적절성

3.2.1 원격으로 학습자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준비가 되어있는지 평가
- 사업 취지 및 프로그램 안내, 학습 상담, 진로 상담 등

3.3 프로그램 개선
체계의 적절성

3.3.1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평가
- 프로그램 평가 계획(기준, 절차, 방법 등) 및 결과 반영
- 학습자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반영 등

3. 학습자 및 프로그램 관리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는 다음의
<표 Ⅳ-52>와 같다. 3.1. 프로그램 관리의 적절성, 3.2. 학습자 지원의 적절성, 3.3. 프로

그램 개선 체계의 적절성 지표 모두 타당도와 중요성에서 4.3~5.0점의 높은 전문가 인식
을 보이고 있다. 특히, 타당도와 중요성 모두 1차 조사에서보다 2차 조사에서 더 높은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52> 3. 학습자 및 프로그램 관리 평가지표에 대한 타당도 및 중요성
① 타당도
지표

② 중요성

1차 평균

2차 평균

1차 평균

2차 평균

(표준편차)

(표준편차)

(표준편차)

(표준편차)

3.1 프로그램 관리의 적절성

4.3
(0.75)

4.6
(0.50)

4.8
(0.39)

4.9
(0.30)

3.2 학습자 지원의 적절성

4.3
(0.78)

4.5
(0.52)

4.8
(0.39)

5.0
(0.00)

3.3 프로그램 개선 체계의 적절성

4.4
(0.67)

4.6
(0.50)

4.6
(0.51)

4.8
(0.40)

마) Ⅱ. 프로그램 운영 평가 방법
II.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은 다음의 <표 Ⅳ-53>과 같다. 기본요

건 평가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운영 평가는 서류 평가로 진행되며 점수 평가를 실시하
도록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6개 지표 총점 100점 만점에 대해 70%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탈락) 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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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53> II.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1. 교육목표

평가방법

1.1. 교육목표의 타당성 및 구체성
2.1. 교육 운영계획의 적절성

Ⅱ. 프로그램
운영(2차
서류평가)

2. 교육내용 및 방법

1.1에서 3.3까지 총 6개
지표 총점 100점 만점에
대해 70%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탈락) 판정

2.2 교육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2.3 원격수업 콘텐츠 구현의 적절성
3.1. 프로그램 관리의 적절성

3. 학습자 및 프로그램
관리

3.2. 학습자 지원의 적절성
3.3. 프로그램 개선 체계의 적절성

바) Ⅱ. 프로그램 운영 영역 평가지표별 점수 배분
II.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평가지표별로 점수 배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구한 결과는
<표 Ⅳ-54>와 같다.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는 2차 조사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가 배분된 지표는 2.2 교육내용 및 방법의 적
절성(15.8)이었고, 다음으로 1.1 교육목표의 타당성 및 구체성(15.3), 3.2 학습자 지원의
적절성(15.3)으로 나타났다. 2차 조사에서 점수 배분에 대해 다시 의견을 구한 결과 3.2
학습자 지원의 적절성이 16.2점으로 가장 높게 점수가 배분되었고 이어서 1.1 교육목표
의 타당성 및 구체성(15.7), 2.2 교육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15.3)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Ⅵ-54> 평가지표별 점수 배분
평가항목
1. 교육목표

2. 교육내용 및 방법

3. 학습자 및 프로그램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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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결과

2차 결과

(응답평균)

(응답 평균)

1.1. 교육목표의 타당성 및 구체성

15.3

15.7

2.1. 교육 운영계획의 적절성

14.4

14.4

2.2 교육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15.8

15.3

2.3 원격수업 콘텐츠 구현의 적절성

13.6

13.6

3.1. 프로그램 관리의 적절성

14.0

14.4

3.2. 학습자 지원의 적절성

15.3

16.2

3.3. 프로그램 개선 체계의 적절성

11.6

10.4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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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관 단위 신청 : Ⅰ. 기본요건 영역

기관 단위 신청에서 I. 기본요건 영역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은 다음의 <표 Ⅳ-55>와
같다. 기본요건 영역의 평가는 서류평가로 진행하며 구체적으로 평가 방법을 살펴보면
지표별 등급평가를 A~E의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또한, 평가 지표 중 하나
라도 D등급을 받으면 부적합(탈락) 판정을 받게 된다.
<표 Ⅵ-55> Ⅰ. 기본요건 평가 항목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방법

1.1.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
1. 운영기관 특성

1.2. 기관 운영의 안정성
1.3. 원격수업 프로그램 운영 실적

기본요건
2. 전담인력 및
평가
교·강사
(1차 서류평가)

2.1. 전담인력 및 교·강사 자격 적합성
2.2. 전담인력 및 교·강사 질 관리 적절성
3.1. 원격교육 설비 확보의 적정성

3. 교육여건

지표별 등급평가 실시
(A～E 등급, 5단계 평가)
D등급이 하나라도 있으면,
부적합(탈락) 판정

3.2. 플랫폼 확보의 적정성
3.3 개인정보 및 보안관리 체계의 적절성

5) 기관 단위 신청 : Ⅱ. 프로그램 운영 영역

원격기반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인증을 위한 평가는 프로그램 단위와
기관 단위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각각의 평가지표(안)를 제시하고 있다. 기관 단위 신청
유형의 평가 지표는 I. 기본 요건과 II. 프로그램 운영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I. 기본
요건 영역은 프로그램 단위 평가와 내용이 중복되므로 기관 단위 평가와 관련해서는 II.
프로그램 운영 영역에 대해서만 영역 내 평가항목 및 구체적인 평가지표의 타당도와 중
요성, 그리고 수정 및 보완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질문하였다.
가) Ⅱ. 프로그램 운영 영역 평가항목
II.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는 다음 <표 Ⅳ-56>과 같다.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1. 원격수업 프로그램 전년도 운영 결과, 2. 운영계획, 3. 학습자 관리로 구성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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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56> II. 프로그램 운영 영역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1. 원격수업 프로그램 전년도
운영 결과
Ⅱ. 프로그램 운영

1.1.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결과
1.2. 전년도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
2.1.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내용의 적절성

2. 운영계획

2.2. 프로그램 운영 및 결과 관리의 적절성

3. 학습자 관리

3.1. 학습자 관리 및 지원의 적절성

II.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모든 평가항목에 대해 타당도 및 중요성 인식은 1차 조사와
2차 조사 모두 4.0~5.0점의 높은 전문가 인식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3개의 모든 항목에

서 1차 조사보다 2차 조사에서 타당도 및 중요성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3. 학습자 관리 항목의 경우 1차 조사에서 타당도가 4.6점이고, 2차 조사에
서는 4.9점으로 나타났고 중요성은 1차 조사에서 4.7점, 2차 조사에서 5.0점으로 증가하
였다. 따라서 II.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평가에 있어 학습자 관리 항목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표 Ⅵ-57> 기관 단위 신청 유형: II. 프로그램 운영 평가에 따른 타당도 및 중요성
① 타당도
지표

② 중요성

1차 평균

2차 평균

1차 평균

2차 평균

(표준편차)

(표준편차)

(표준편차)

(표준편차)

1. 원격수업 프로그램 전년도 운영
결과

4.3
(0.65)

4.5
(0.69)

4.0
(0.77)

4.5
(0.69)

2. 운영계획

4.6
(0.69)

4.7
(0.47)

4.6
(0.50)

4.7
(0.47)

3. 학습자 관리

4.6
(0.52)

4.9
(0.30)

4.7
(0.47)

5.0
(0.00)

나) Ⅱ. 1. 프로그램 운영 영역, 「원격수업 프로그램 전년도 운영 결과」 평가지표
1. 원격수업 프로그램 전년도 운영 결과의 평가지표와 기준에 대해 전문가에게 제시하

고 이에 대한 타당도 및 중요성, 그리고 수정 및 보완 의견을 구하였다. 1차 조사에서
제시한 평가지표 중 1.1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실적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2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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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1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결과로 수정하였다. 평가기준 역시 1차 조사에서 평가기
준이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2차
조사에 제시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였다.
<표 Ⅵ-58> 1. 원격수업 프로그램 전년도 운영 결과 항목의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조사

평가지표

평가기준

1.1 전년도 프로그램 1.1.1 전년도 운영한 원격수업 프로그램의 수, 학습자 수, 이수자 수 등 전년도
운영 실적
운영 실적을 고려할 때, 원격수업 운영기관으로 적절한지 평가
1차

1.2 전년도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

1.2.1 전년도 운영한 프로그램 내용이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학업중단학생 학습자
의 특성과 요구에 비추어 적절한지 평가
1.2.2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결과(참석자 만족도조사, 강의평가 등) 평가

1.1 전년도 프로그램 1.1.1 전년도에 운영한 원격수업 프로그램의 수, 학습자 수, 출석 및 이수율 등
운영 결과
전년도 운영 결과를 고려할 때, 원격수업 운영기관으로 적절한지 평가
2차

1.2 전년도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

1.2.1 전년도에 운영한 프로그램 내용이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에 비추어 적절한
지 평가
1.2.2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결과(참석자 만족도조사, 강의평가 등) 평가

델파이 조사 결과는 다음의 <표 Ⅳ-59>와 같다. 1.1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결과 평가
지표에 대해 2차 조사에서 타당도 및 중요성 모두 4.3점 이상으로 높은 전문가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당도와 중요성 모두 1차 조사에서보다 2차 조사에서
더 높은 인식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1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결과에서
타당도는 1차 조사 4.3점에서 2차 조사 4.5점으로 상승하였고 중요성도 1차 조사 4.0점
에서 2차 조사 4.5점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1.2 전년도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에서도
타당도 1차 조사 결과 4.3점, 2차 조사 결과 4.6점으로 나타났고 중요성 1차 조사 결과
4.2점, 2차 조사 결과 4.6점으로 나타나 모두 증가하였다.
<표 Ⅵ-59> 1. 원격수업 프로그램 전년도 운영 결과 평가지표에 대한 타당도 및 중요성
① 타당도
지표

② 중요성

1차 평균

2차 평균

1차 평균

2차 평균

(표준편차)

(표준편차)

(표준편차)

(표준편차)

1.1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결과

4.3
(0.62)

4.5
(0.69)

4.0
(0.74)

4.5
(0.52)

1.2 전년도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

4.3
(0.75)

4.6
(0.52)

4.2
(0.83)

4.6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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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Ⅱ. 2. 프로그램 운영 영역, 「운영계획」 평가지표
2. 운영계획의 평가지표 및 기준에 대해 전문가에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타당도 및 중

요성, 그리고 수정 및 보완 의견을 구하였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평가지표는 동일하
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2차 조사에서 상세 평가기준을 수정하였다.
<표 Ⅵ-60> 2. 운영계획의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항목

1차

평가지표

평가기준

2.1.1 영역 구분에 따라 교·강사 자격, 프로그램의 종류, 구분(필수/선택), 이수
시수가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계획되었는지 평가
2.1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내용의 2.1.2 영역별 프로그램의 교육목표와 내용이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학업중단학생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에 비추어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적절하게 계획되었
적절성
는지 평가
2.2 프로그램 운영 2.2.1 프로그램 이수 기준이 적절한지, 이수 결과 관리 방안이 적절한지 평가
및 결과 관리의 2.2.2 프로그램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개선 체계가 있는지 평가
적절성
- 학습자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반영 등

2차

2.1.1 프로그램 영역 구분에 따라 교·강사 자격, 프로그램의 종류, 구분(필수/선
2.1 프로그램 운영
택), 이수 시수가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계획되었는지 평가
계획 및 내용의
2.1.2 교육목표와 내용이 프로그램 영역 및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에 비추어 구체
적절성
적이고 적절하게 계획되었는지 평가
2.2 프로그램 운영 2.2.1 프로그램 이수 기준이 적절한지, 이수 결과 관리 방안이 적절한지 평가
및 결과 관리의 2.2.2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 평가
적절성
- 프로그램 평가 결과, 학습자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반영 등

2. 운영계획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는 다음의 <표 Ⅳ-61>과 같다. 2.1.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내용의 적절성 2.2. 프로그램 운영 및 결과 관리의 적절성 지표 모두 타당
도와 중요성에서 2차 조사 결과 4.9점 이상의 높은 전문가 인식을 보이고 있다.
<표 Ⅵ-61> 2. 운영계획 평가지표에 대한 타당도 및 중요성
① 타당도
지표

② 중요성

1차 평균

2차 평균

1차 평균

2차 평균

(표준편차)

(표준편차)

(표준편차)

(표준편차)

2.1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내용의 적절성

4.8
(0.45)

4.9
(0.30)

4.8
(0.45)

4.9
(0.30)

2.2 프로그램 운영 및 결과 관리의 적절성

4.8
(0.39)

4.9
(0.30)

4.8
(0.39)

5.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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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Ⅱ. 2. 프로그램 운영 영역, 「학습자 관리」 평가지표
II. 프로그램 운영 평가항목의 3. 학습자 관리의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은 <표 Ⅳ-62>와

같다. 전문가에게 다음의 평가지표 및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타당도
및 중요성, 그리고 수정 및 보완 의견을 구하였다. 1차 조사에서 3.1 학습자 관리 방안의
적절성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2차 조사에서 3.1 학습자 관리 및 지원의 적절성으로
수정하였다. 평가 기준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2차 조사에서 상세 평가기준을 수정하
였다.
<표 Ⅵ-62> 학습자 관리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조사

평가지표

평가기준

1차

3.1 학습자 관리
방안의 적절성

3.1.1 원격으로 학습자 출결 관리, 학습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이 충분히 지원되는
지 평가
3.1.2 원격으로 사업 취지 및 프로그램 안내, 학습 상담 등 학습자 관리와 지원을
위한 준비가 되어있는지 평가

2차

3.1.1 원격으로 학습자 출결 관리, 학습에 대한 피드백이 충분히 지원되는지 평가
3.1 학습자 관리 및
3.1.2 원격으로 학습자를 지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 평가
지원의 적절성
- 사업 취지 및 프로그램 안내, 학습 상담, 진로 상담 등

3. 학습자 관리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는 다음의 <표 Ⅳ-63>과 같다. 이 지표의 타당

도 및 중요성은 1차 조사에서는 모두 4.4점 이상이었으며 2차 조사에서는 각 4.8점과
5.0점으로 증가하여 매우 높은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63> 3. 학습자 관리 평가지표에 대한 타당도 및 중요성
① 타당도
지표

3.1 학습자 관리 및 지원의 적절성

② 중요성

1차 평균

2차 평균

1차 평균

2차 평균

(표준편차)

(표준편차)

(표준편차)

(표준편차)

4.4
(0.79)

4.8
(0.40)

4.9
(0.29)

5.0
(0.00)

바) Ⅱ. 프로그램 운영 평가 방법
기관 단위 신청에서 II.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은 다음의 <표 Ⅳ
-64>와 같다. 기본 요건 평가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운영 평가는 서류평가로 진행되며

169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방안 연구

점수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살펴보면 1.1에서 3.1
지표 중 총점 100점 만점에서 70%(70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탈락) 판정을 내리게 되어
있다.
<표 Ⅵ-64> II. 프로그램 운영 영역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평가영역

평가항목
1. 원격수업 프로그램
전년도 운영 결과

Ⅱ. 프로그램
운영(2차
서류평가) 2. 운영 계획

3. 학습자 관리

평가지표

평가방법

1.1.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결과
1.2. 전년도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
2.1.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내용의 적절성
2.2. 프로그램 운영 및 결과 관리의 적절성

1.1에서 3.1까지 총 5개
지표 총점 100점 만점에
대해 70%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탈락) 판정

3.1. 학습자 관리 및 지원의 적절성

사) Ⅱ. 프로그램 운영 영역 평가지표별 점수 배분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평가지표별로 점수 배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구한 결과는 <표
Ⅳ-65>와 같다.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는 2차 조사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1차 조사 결
과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가 배분된 지표는 3.1 학습자 관리 및 지원의
적절성(24.6)이었다. 2차 조사에서도 약간의 수치 변동은 있었으나 순위에는 변화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65> II. 프로그램 운영 영역 평가지표별 점수 배분
평가항목

1차 결과

2차 결과

(응답평균)

(응답 평균)

14.6

13.1

15.5

15.0

2.1.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내용의 적절성

22.7

22.1

2.2. 프로그램 운영 및 결과 관리의 적절성

22.7

22.6

3.1. 학습자 관리 및 지원의 적절성

24.6

27.7

평가지표

1. 원격수업 프로그램 1.1.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결과
전년도 운영 결과 1.2. 전년도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
2. 운영 계획
3. 학습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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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의평가

가. 모의평가 개요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체제 개발을 위해 선행연구 분석, 전문가 협의
회,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기준을 설정하였다. 또한
평가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판정근거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체크리스트
형태의 평가준거를 개발하였다.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인증은 ‘출석수업기반’과 ‘원격수업기반’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번 모의평가는 실제로 지정심의에 참여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모의평가 사례를 준
비해야 하는 한계로 인해 ‘출석수업기반’ 프로그램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51). 학

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은 개별 프로그램 단위로 신청하여 인증을 받
을 수 있는 ‘프로그램’ 단위 인증과 기관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기관에서 운영한 프
로그램을 인정하는 ‘기관’ 단위의 인증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표 Ⅵ-66> 참조).

<표 Ⅵ-66>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체제 유형
프로그램 단위

기관 단위

출석수업기반 프로그램

(조건) 프로그램 단위로 인증받은 학교 밖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최소 2개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관

원격수업기반 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체제를 검토·확인하기 위한 모의평가는 현재
시행 중인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이하 ‘학습지원 시범
사업’)’ 지정심의에 신청하였던 프로그램 및 기관 중에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신청한 학
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의 (1)프로그램 (2)기관 단위 신청자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모의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평가팀을 구성하였다. 평가팀은 기존 학습지원 시범사업 지
정심의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지정심의 위원 2명과 인증 평가 분야의 전문가 2명, 총

51) ‘원격수업기반’ 프로그램에 대한 모의평가에 대해서는 차시별 영상 샘플 등의 실제 사례 준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차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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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으로 구성하여 모의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때 일부 평가자의 의견이 다른 평가자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모의평가 실시 이후 평가자들의 평가표를 수합하여 각각의 지표별 평균점수를 구하고,
평가영역별 평균점수를 산출하였다. 연구진은 모의평가 평균점수에 기반하여 프로그램
및 기관에 대한 인증 여부를 판정하고, 평가결과에 대하여 서로 비교 검토하며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실제 프로그램 및 기관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평가
지표, 양식 등의 문제로 평가가 어려웠던 부분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수합하여 해결방안
을 논의하였다.

나. 모의평가 결과
모의평가는 기존에 학습지원 프로그램 지정심의에 참여한 프로그램 및 기관 가운데 신
청요건을 충족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의 (1)프로그램 (2)기관 신청자료를 대상
으로 이루어졌다. 평가는 4명의 평가자에 의해 실시되었는데 각각의 평가자는 개별적으
로 프로그램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며 일정 양식의 서류평가 시트에 평가준거에
맞추어 체크한 다음 평가지표별로 적합/부적합 결과 및 평가등급에 따른 점수를 기재하
는 방식으로 평가하였다.
모의평가는 서류평가 형식으로 프로그램과 기관 평가 모두 Ⅰ.기본요건과 Ⅱ. 프로그
램으로 평가영역에 대하여 2차 평가로 실시된다. 1차 평가인 Ⅰ.기본요건 평가는 평가지
표별 평가준거에 따라 정량 또는 정성평가로 실시하며, 평가지표 중 1개 지표 이상 부적
합이 있는 경우, 최종 부적합(탈락) 판정을 받게 된다.
2차 평가인 Ⅱ. 프로그램 영역 평가는 기본요건 평가 실시 후, 적합 평가를 받은 프로

그램(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준거에 따라 적합/부적합 결과 및
평가등급(매우 우수~매우 미흡 5단계 또는 우수~미흡 3단계)을 판단한 후에 점수로 환산
하여 총점 70점 미만의 경우, 부적합(탈락) 판정을 받게 된다. 서류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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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평가

기본요건
평가

2차평가

프로그램 운영
평가

서류
평가

평가지표 중 1개 지표 이상
미적합 등급*이 있는 경우,
지표별 등급평가
➜
부적합(탈락) 판정
(정량 또는 정성평가)
*단, 기관 단위는 프로그램 단위보다
상향된 준거로 평가함

100점 만점 평가
(정성평가)

➜

총점 70점 미만
부적합(탈락) 판정

[그림 Ⅵ-1] 서류평가 절차 및 방법(안)

모의로 실행된 출석수업기반 프로그램 및 기관의 서류평가표 예시는 다음과 같다.
모의평가 방법은 일단 평가지표별 평가준거(평가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판정근거)를 확
인한 후에 양식의 ‘확인’ 란에 적합(O)/부적합(X) 여부를 체크한다. 그리고 평가지표별로
적합(O)을 받은 평가준거의 개수를 확인하고, 제시된 기준에 따라 양식의 ‘결과’ 란에 기
본요건은 적합/부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평가등급(5등급 또는 3등급)을
판단하여 그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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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67>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평가표(프로그램)
Ⅰ. 기본요건
항목

평가지표

1.1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

평가준거

양식

확 인
O

∙ 기관의 설립목적이 청소년에게 교육을 제공하기에 적절하다.

[첨1] ③

∙ 기관의 연혁이 청소년에게 교육을 제공하기에 적절하다.

[첨1] ④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다.

[첨1] ③④

v

∙ 기관유형이 비영리기관이다.

[첨1] ①

v

결 과

X

적합

v

V

v

참고

1.
운영
기관
특성

1.2
기관 운영의
안정성

∙ 기관의 설립목적과 연혁에서 교육적 중립성(종교, 정치 등)을 확보하고 있다.

[첨1] ③④

∙ 교육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업규모(운영현황)를 갖추고 있다.

[첨1] ⑤

∙ 교육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운영인력을 갖추고 있다.

[첨1] ⑧

v

∙ 교육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정규모를 갖추고 있다.

[첨1] ⑥⑦

v

∙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적정한 예산이 책정(또는 수립)되어 있다.

[첨2] ⑤

v

∙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 계획(강사비,교재비, 학습자 지원금
[첨1] ⑦
등)이 책정(또는 수립)되어 있다.

v
v

∙ 최근 2년간 매년 관련 교육프로그램 45시간 이상 운영하였다.

[첨1] ⑤

∙ 최근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하였다.

[첨1] ⑤

(예외) ※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경우
- 최근 1년간 2개 프로그램 이상, 총 60시간 이상 운영하였다.

[첨1] ⑤

적합 (3개 이상)
부적합 (0~2개)

적합

부적합

V

참고
v

∙ 최근 2년간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한 실적이 3개 프로그램 이상 운
[첨1] ⑤
영하였다.
1.3
프로그램
운영 실적

부적합

적합 (3개 이상)
부적합 (0~2개)

적합

부적합

V
v

참고

적합 (2개 이상)
부적합 (0~1개)

항목

평가지표

2.1
전담인력 및
교·강사
자격 적합성
2.
전담
인력 및
교·강사
2.2
전담인력 및
교·강사 질
관리적절성

3.1
교육공간의
적합성

3.
교육
환경

평가준거

확 인
O

∙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을 확보(또는 계획)하고 있다.

[첨1] ⑧

v

∙ 자격을 갖춘 강사를 확보(또는 계획)하고 있다.

[첨1] ⑧
[첨2] ⑪

v

∙ 전담인력 및 교·강사의 성범죄 경력 조회 실시하고 있다.

[첨1] ⑫

v

(예외)
[첨1] ⑧
※ 필수이수 교과(국어, 사회과) 운영계획이 있는 경우 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확
[첨2] ①⑪
보(또는 계획)하고 있다.

X

해당사항
없음

[첨1] ⑫

v

∙ 전담인력 및 교·강사 강의시수(근무시간)가 적절하다. - 주 52시간 기준 충족

[첨1] ⑧

v

∙ 강사료 책정이 적절하다. - 교육청 강사료 최저 기준 이상

[첨1] ⑧

v

∙ 교·강사 연수 및 협의회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첨1] ⑫

v

∙ 강의실 면적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 최소기준면적(30㎡ 이상)+1㎡ 수용인원 1명 이하
[첨2] ⑥
- 단, 프로그램 영역 및 내용, 학습자 수에 따라 10㎡~30㎡이하 범위에서 강의실
면적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v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가 확보되어 있다.

[첨1]
[첨2]
[첨1]
[첨2]

⑩
⑦
⑪
⑩

결 과
적합

부적합

V

∙ 전담인력 및 교·강사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다.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육시설이 확보되어 있다
3.2
교육시설
확보 및
관리의
적절성

양식

참고

적합(3개)
부적합 (0~2개)

적합

부적합

V
참고

적합(2개 이상)
부적합(0~1개)

적합

부적합

V

v

적합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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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설, 기자재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

[첨1] ⑬

v

∙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소방법 준수 등)를 시행하고 있다

[첨1] ⑬

v

∙ 교육시설은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첨1] ⑬

v

부적합

V

참고

적합(4개)
부적합(0~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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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확 인
항목

평가지표

평가준거
∙ 교육목표가 학교 밖 학습자의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양식

[첨2] ③

O

X

결 과
매우
우수

v
20

1.
교육
목표

1.1
교육목표의
타당성

∙ 교육목표가 불건전성, 교육적 중립성(정치·종교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

[첨2] ③

∙ 교육목표가 초·중학교 학습자의 수준에 적절하다.

[첨2] ②③

∙ 교육목표가 프로그램 영역별(학력보완, 직업교육훈련, 문화예술, 인문교양·
[첨2] ①③
시민교육)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2.1
교육
운영계획의
적절성

∙ 차시별 운영계획이 교육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하게 기술되어 있다.

[첨2] ③
[첨3]

∙ 차시별 운영계획의 내용이 충실하게 기술되어 있다.

[첨3]

∙ 교육목표와 내용에 비추어 이수시수가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다.
∙ 학습자 특성에 비추어 이수시수가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다.

2.
교육
내용
및
방법

[첨2] ③④
[첨3]
[첨2] ④
[첨3]

[첨2] ③
[첨3]
∙ 교육내용이 프로그램 영역별(학력보완, 직업교육훈련, 문화예술, 인문교양· [첨2] ①
시민교육) 특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첨3]
∙ 교육내용이 교육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하다.

2.2
교육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 교육내용이 학습자의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 수업방법이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교육내용을 전달하기에 적절하다.
∙ 수업자료(학습교재 및 기자재)가 교육내용을 전달하기에 적절하다.

v
v
v

v
v
v
v

16
v

15

v
v
참고
v

미흡

8

4

12

9
v

6

3

매우미흡(0개),
미흡(1개), 보통(2개),
참고
우수(3개),
매우우수(4개)

20

v

12

매우

매우미흡(0개),
미흡(1개), 보통(2개),
참고
우수(3개),
매우우수(4개)

v

[첨3]
[첨2] ③⑨
[첨3]
[첨2] ⑩
[첨3]

우수 보통 미흡

16

12
v

8

매우미흡(0개),
미흡(1개),
보통(2~3개),
우수(4개),
매우우수(5개)

4

확 인
항목

평가지표

평가준거

∙ 학습자의 출결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양식

O

[첨2] ⑫

X

결 과
매우
우수

v
15

3.1
프로그램
관리의
적절성

3.
학습자
및
프로
그램
관리

∙ 학습과정에서 피드백(퀴즈, 학습평가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첨2] ⑫

∙ 프로그램 이수기준이 수업시수의 70%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다.

[첨2] ⑧

v

∙ 프로그램 이수 결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이수증 및 수료증 발급, 자격증 발급 등

[첨2] ⑬

v

∙ 프로그램(목표, 내용, 수업계획 등)에 대해 사전에 안내한다.

[첨2] ⑫

v

v

3.3
프로그램
개선
체계의
적절성

∙ 학력인정 사업에 대해 안내한다.

[첨2] ⑫

v

∙ 학습자 상담(학습상담, 진로상담 등)을 제공한다.

[첨2] ⑫

v

∙ 학습자 일대일 맞춤형 지원(학습멘토 등)을 제공한다.

[첨2] ⑫

∙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학습자 만족도조사 등)를 실시한다.

[첨2] ⑬

v

∙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첨2] ⑬

v

v

총 점

12
v

9

매우
미흡

6

3

매우미흡(0개),
미흡(1개), 보통(2개),
참고
우수(3개),
매우우수(4개)

20
3.2
학습자
지원의
적절성

우수 보통 미흡

16
v

12

8

4

매우미흡(0개),
미흡(1개), 보통(2개),
참고
우수(3개),
매우우수(4개)

10 v
참고

5

0

미흡(0개), 보통(1개),
우수(2개)
75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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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68>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평가표(운영기관)
Ⅰ. 기본요건
항목

평가지표

1.1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

1.
운영
기관
특성

1.2
기관 운영의
안정성

1.3
프로그램
운영 실적

평가준거

양식

확 인
O

∙ 기관의 설립목적이 청소년에게 교육을 제공하기에 적절하다.

[첨1] ③

v

∙ 기관의 연혁이 청소년에게 교육을 제공하기에 적절하다.

[첨1] ④

v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다.

[첨1] ③④

v

∙ 기관유형이 비영리기관이다.

[첨1] ①

v

∙ 기관의 설립목적과 연혁에서 교육적 중립성(종교, 정치 등)을 확보하고 있다.

[첨1] ③④

v

∙ 교육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업규모(운영현황)를 갖추고 있다.

[첨1] ⑤

v

∙ 교육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운영인력을 갖추고 있다.

[첨1] ⑧

v

∙ 교육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정규모를 갖추고 있다.

[첨1] ⑥

v

∙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적정한 예산이 책정(또는 수립)되어있다.

[첨1] ⑦

v

∙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 계획(강사비, 교재비, 학습자 지원금
[첨1] ⑦
등)이 책정(또는 수립)되어있다.

v

∙ 최근 2년간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한 실적이 3개 프로그램 이상 운영하
[첨1] ⑤
였다.

v

∙ 최근 2년간 매년 관련 교육프로그램 45시간 이상 운영하였다.

[첨1] ⑤

v

∙ 최근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하였다.

[첨1] ⑤

v

X

결 과
적합

부적합

V

참고

적합 (4개 이상)
부적합 (0~3개)

적합

부적합

V

참고

적합 (4개 이상)
부적합 (0~3개)

적합

부적합

V
참고

적합 (3개)
부적합 (0~2개)

항목

2.
전담
인력 및
교·강사

평가지표

2.1
전담인력 및
교·강사
자격 적합성

2.2
전담인력 및
교·강사 질
관리적절성

3.1
교육공간의
적합성

3.
교육
환경

3.2
교육시설
확보 및
관리의
적절성

평가 준거

양식

확 인
O

X

결 과
적합

∙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을 확보(또는 계획)하고 있다.

[첨1] ⑧

v

∙ 자격을 갖춘 강사를 확보(또는 계획)하고 있다.

[첨1] ⑧

v

∙ 전담인력 및 교·강사의 성범죄 경력 조회 실시하고 있다.

[첨1] ⑫

v

(예외) ※ 필수이수 교과(국어, 사회과) 운영계획이 있는 경우 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첨1] ⑧
확보(또는 계획)하고 있다.

v

∙ 전담인력 및 교·강사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다.

[첨1] ⑫

v

적합

∙ 전담인력 및 교·강사 강의시수(근무시간)가 적절하다. - 주 52시간 기준 충족

[첨1] ⑧

v

V

∙ 강사료 책정이 적절하다. - 교육청 강사료 최저 기준 이상

[첨1] ⑧

∙ 교·강사 연수 및 협의회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첨1] ⑫

V

참고

v
v

적합(3개 이상)
부적합(0개~2개)

참고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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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실 면적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 최소기준면적(30㎡ 이상)+1㎡ 수용인원 1명 이하
[첨1] ⑩
- 단, 프로그램 영역 및 내용, 학습자 수에 따라 10㎡~30㎡이하 범위에서 강의실
면적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v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육시설(행정실)이 확보되어 있다

[첨1] ⑩

v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육시설(상담실)이 확보되어 있다

[첨1] ⑩

v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가 확보되어 있다.

[첨1] ⑪

v

∙ 교육시설, 기자재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

[첨1] ⑬

v

∙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소방법 준수 등)를 시행하고 있다

[첨1] ⑬

v

∙ 교육시설은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첨1] ⑬

v

부적합

부적합

적합(3개 이상)
부적합(0~2개)

부적합

V

적합

부적합

V

참고

적합(5개 이상)
부적합(0~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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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프로그램 운영 (운영기관)
확 인
항목

평가지표

1.1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실적

1.
전년도
운영
결과

1.2 전년도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

평가준거

양식

∙ 전년도 운영 실적에 비추어 볼 때, 안정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첨1]
⑤⑥⑦⑧

∙ 다양한 주제 및 내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첨2] ①

∙ 전년도에 운영한 프로그램이 학습자의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하였다.

[첨2] ① ④

O

X

-

v

결 과
매우
우수

[첨2] ① ④

v

∙ 학습자 만족도조사(또는 강의평가)를 실시하였다.

[첨2] ⑤

v

∙ 프로그램의 필수/선택 구분에 따라 교・강사 자격이 적절하게 계획되었다.

[첨3] ⑧⑪

v

2.
운영
계획

2.1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내용의
적절성

∙ 학습자 특성에 비추어 이수시수가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다.

[첨4]

12

9

6

3

15

12
v

9

6

3

매우미흡(0개),
미흡(1개), 보통(2개),
참고
우수(3개),
매우우수(4개)

v
v

∙ 교육목표와 내용이 영역별(학력보완, 직업교육훈련, 문화예술, 인문교양·시민 [첨3] ⑦⑨
교육) 특성을 반영하여 충실하게 기술되어 있다.
[첨4]
∙ 교육목표와 내용이 학습자의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첨3] ⑦⑨
[첨4]

미흡

15
v

25
[첨4]

매우

v

∙ 전년도에 운영한 프로그램이 초·중학교 학습자 수준에 적절하였다.

∙ 교육내용에 비추어 이수시수가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다.

우수 보통 미흡

v
v

참고

20

15
v

10

매우미흡(0개),
미흡(1개),
보통(2~3개),
우수(4개),
매우우수(5개)

5

확 인
항목

2.
운영
계획

평가지표

2.2
프로그램
운영 및 결과
관리의
적절성

평가준거

양식

O

∙ 프로그램 이수기준이 수업시수의 70%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다.

[첨3] ③

v

∙ 프로그램 이수 결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이수증 및 수료증 발급, 자격증 발급 등

[첨3] ④

v

∙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학습자 만족도조사 등)를 실시한다.

[첨3] ⑤

∙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첨3] ⑤

∙ 학습자의 출결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첨3] ⑥

X

결 과
매우
우수
20

3.1
학습자 관리
및 지원의
적절성

16
v

12

매우
미흡

8

4

매우미흡(0개),
미흡(1개), 보통(2개),
참고
우수(3개),
매우우수(4개)

v
v

v
25

3.
학습자
관리

우수 보통 미흡

∙ 학습과정에서 피드백(퀴즈, 학습평가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첨4]

∙ 프로그램(목표, 내용, 수업계획 등)에 대해 사전에 안내한다.

[첨3] ⑥
[첨4]

v

∙ 학력인정 사업에 대해 안내한다.

[첨3] ⑥
[첨4]

v

∙ 학습자 상담(학습상담, 진로상담 등)을 제공한다.

[첨3] ⑥
[첨4]

v

∙ 학습자 일대일 맞춤형 지원(학습멘토 등)을 제공한다.

[첨3] ⑥
[첨4]

v

v

참고

총 점

20
v

15

10

매우미흡(0개),
미흡(1~2개),
보통(3~4개),
우수(5개),
매우우수(6개)

78 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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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의 개별 평가가 종료된 이후에는 각 프로그램 및 기관에 대한 평가자들의 평가
결과를 모두 수합하여 평가지표별로 평균점수를 구하고, 이러한 평균 점수들을 합산하여
총점을 산출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점수들은 프로그램 및 기관의 인증 여부를 확정하는
데 중요하게 활용되었다.
프로그램 평가 결과 Ⅰ.기본요건 영역은 4명의 평가자 모두 모든 평가지표에서 부적합
등급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최종 적합 판정을 받았고 Ⅱ.프로그램 운영 영역에 대한 2차
평가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운영 영역에 대한 평가 결과는 평균 76.0점으로 인증 기준
인 총점 70점 이상을 충족하였으므로 해당 프로그램은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
램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
<표 Ⅵ-69> 프로그램 평가 결과
평가영역

평가항목

배점

1. 운영기관 특성
Ⅰ.
기본
요건

2. 전담인력 및
교·강사

1. 교육목표

20

2. 교육내용 및
방법

40

3. 학습자 및
프로그램 관리

40

평가자

평균

A

B

C

D

1.1.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

○

○

○

○

1.2. 기관 운영의 안정성

○

○

○

○

○

○

○

○

○

○

○

○

○

○

○

○

3.1. 교육공간의 적합성

○

○

○

○

3.2. 교육시설 확보 및 관리의 적절성

○

○

○

○

1.1. 교육목표의 타당성

16

16

12

16

15.0

2.1. 교육 운영계획의 적절성

9

15

6

12

10.5

2.2 교육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12

16

12

12

13.0

3.1. 프로그램 관리의 적절성

12

15

12

12

12.8

3.2. 학습자 지원의 적절성

16

16

16

16

16.0

3.3. 프로그램 개선 체계 적절성

10

10

10

5

8.8

75

88

68

73

76.0

1.3. 프로그램 운영 실적
적합/
2.1. 전담인력 및 교·강사 자격 적합성
부적합
2.2. 전담인력 및 교·강사 질 관리 적절성

3. 교육환경

Ⅱ.
프로그램
운영

평가지표

합 계

적합

기관 평가 결과 Ⅰ.기본요건 영역은 7개 지표 중 6개 지표에서 모두 부적합 평가가 나
오지 않았고, 한 개 지표에서만 평가자 중 한 명이 부적합으로 평가하여 해당 지표에 대
해 평가자 간 협의를 통해 최종 적합 판정을 받았다. Ⅱ.프로그램 운영 영역에 대한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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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운영 영역에 대한 평가 결과는 평균 80.5점으로 인증 기준
인 총점 70점 이상을 충족하였으므로 해당 기관은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
<표 Ⅵ-70> 운영기관 평가 결과
평가영역

평가항목

배점

1. 운영기관 특성
Ⅰ.
기본
요건

2. 전담인력 및
교·강사

Ⅱ.
프로그램
2. 운영계획
운영
3. 학습자 관리

평가자
A

B

C

D

1.1.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

○

○

○

○

1.2. 기관 운영의 안정성

○

○

○

○

1.3. 프로그램 운영 실적

○

○

○

○

○

○

○

○

적합/
2.1. 전담인력 및 교·강사 자격 적합성
부적합
2.2. 전담인력 및 교·강사 질 관리 적절성

평균

-

X

○

○

○

3.1. 교육공간의 적합성

○

○

○

○

3.2. 교육시설 확보 및 관리의 적절성

○

○

○

○

15

1.1.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실적

15

12

12

12

12.8

15

1.2. 전년도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

12

12

15

12

12.8

25

2.1.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내용의 적절성

15

25

15

20

18.8

20

2.2. 프로그램 운영 및 결과 관리의 적절성

16

20

12

12

15.0

25

3.1. 학습자 관리 및 지원의 적절성

20

25

20

20

21.3

78

94

74

76

80.5

3. 교육환경
1.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지표

합 계

다. 모의평가를 통한 제언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모의평가에 참여하였던 평가자들은 연구진에
서 개발한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체제의 실현가능성을 예측해보는 과정
에서 본 인증체제의 원활한 운영 및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공해주었다.
첫째, 평가준거를 활용하여 결과를 정하는 평가방법의 개선이다. 현재 평가방식은 평
가준거에 따라 확인한 후에, 평가준거의 개수에 따라 기본요건의 경우 적합/부적합 여부
를 판단하고,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등급(5등급 또는 3등급)을 판단하고 그에 따른 점수
가 부여되는 방식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이번 모의평가를 통해서 평가준거마다 그 중요
도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개수만으로 지표의 결과 및 점수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평가준거만 제시할 경우 평가자 간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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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므로 기존과 같이 평가준거의 개수는 제시하되 평가자에게 참고사항으로 안내하
고, 평가지표의 결과 및 점수는 평가자 개인이 평가준거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서류평가 방법을 수정하였다.
둘째, 평가가 어려운 평가준거의 수정이 필요하다. 모의평가 결과 평가자들은 기본 요
건 가운데 ‘기관 운영의 안정성’ 지표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준거 일부가 기본요건 영역의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사업규모를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 평가가 어렵다는 의
견을 제시하였다. 안정적인 운영인력, 재정규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적정한 예산 등의
준거가 명확하지 않아 지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다양한 기관에서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을 신청함에 따라 각 기관의 규모와 특성을 반영하여
모든 기관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정량지표를 선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관 운영
의 안정성’ 지표는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평가준거를 단순화하고,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프로그램 운영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현재 신청 양식으로는 평가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학교 밖 학습지원 프로그
램 인증을 신청하는 양식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평가자들은 특히 기관 평가의 경
우 전년도 운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하여 평가가 어렵고, 일부 양식은 실시
여부로만 되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하기에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전
년도 주요 프로그램 운영 내용’을 기재하는 부분에서 전체 시수가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총 운영 시수를 기재하고, 차시별 운영계획 및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기재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또한, 학습자관리 및 프로그램 관리를 위한 개선
체계 양식도 실시 여부로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을 기재하도록 수정·보
완하였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인증을 위한 평가를 실시함에 앞서 평가자 매뉴얼 등을 통해
‘학교 밖 학습자의 특성’에 대해 평가자들에게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사전

이해가 없으면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모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서 일부 평가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초·중학교 학력인정 프로그램으
로는 수준이 다소 높은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은 초·중학교 단계 학력인정을 위해 적절한 수준과 내용의 교육 프로그램인지를 평
가하고 있다. 물론 교과 프로그램의 경우 초·중학교 단계 학력인정을 위해 적절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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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내용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 밖 청소년
의 나이는 이미 초·중학교 학생들의 연령을 넘어선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인성(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경제, 진로, 자격증 준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이
러한 학교 밖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 평가자들
에게 사전에 안내하여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다.

3

최종안

이상, 연구진이 구안한 인증 추진체제 및 평가도구(초안)를 1,2차 델파이조사와 모의평
가를 통해 타당화한 최종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프로그램 인증 목적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을 근거로, 학교 밖의 다양한 교육프로그
램에 대해 평가하여 초·중학교 학력인정이 가능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으로 인증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의 기반을 조성한다.
둘째, 초·중학교 학력인정이 가능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인증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을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하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제고한다.

나.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추진체제(최종안)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의 추진체제, 인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인증 대상 및 분야, 인증기준 및 절차, 인증 부여 및 관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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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체제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사업은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교육부, 이를
주관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시·도교육청, 그리고 시·도교육청에서 사업을 위탁받아 실제
운영하는 한국교육개발원(디지털교육연구센터), 인증을 신청하는 각 프로그램 운영 기관
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이 제정한 학습지원 사업 운영지침을 기반으로, 전문
가 집단으로 구성된 인증평가위원회가 프로그램 인증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즉, 학교
밖 청소년의 초·중학교 학력인정 및 학력인정 가능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인정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으며, 교육감 위탁운영기관인 전문기관(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인증평가위원
회를 구성·운영한다. 각 기관들이 담당하는 구체적인 역할을 다음과 같다.

[그림 Ⅵ-2]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운영체제

가) 교육부
⚪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사업 수립 및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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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도교육청
⚪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사업 수행 및 추진
⚪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지원
다) 한국교육개발원
⚪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사업 위탁 운영
⚪ 인증 공고, 신청서 접수, 인증 심사, 인증 통보, 인증평가위원회 운영
⚪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사업 결과 보고
라) 프로그램 운영 기관
⚪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인증 신청
⚪ 인증 받은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결과 보고

2) 인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을 위해 인증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여기서 ‘인증평가’란 의무교육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취학·학업중단학생들의 학습지
원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인증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초·중학교 학력인정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으로 인증함으
로써 미취학·학업중단학생의 의무교육단계 학습지원을 목표로 한다. 즉, 인증평가는 지
역 내 다양한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평가하여 초·중학교 학력인
정이 가능한 학교 밖 학습지원 프로그램으로 인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가) 인증평가위원회 구성 및 인원
⚪ 구성: 당연직 운영위원과 일정 자격을 갖춘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선정
- 평가위원은 초·중등교육 분야 전문가, 유관기관 전문가, 학교 현장 전문가, 평생

교육 분야 전문가 등으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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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직 운영위원은 교육부 및 주관교육청 담당자, 한국교육개발원 사업책임자로

위촉
- 산하에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인증평가단(그룹별 3~4인) 구성 가능

⚪ 위원의 수: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
⚪ 위원의 자격
- 초·중등교육 분야 전문가, 유관기관 전문가, 학교 현장 전문가, 평생교육 분야 전

문가 등
⚪ 선정기준
- 인증평가위원의 자격조건을 충족한 자 중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관련

분야 실무경험이 많은 자, 교육학·심리학·사회학 등 전공자

나) 인증평가위원회의 역할
⚪ 역할
- 지역 내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학력인정이 가능하도록

인증
- 인증평가위원회는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및 기준을 심의·

의결하고, 지정심의단의 프로그램 평가 결과를 최종 검토 및 승인

3) 인증 대상 및 분야

가) 인증 대상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에 참여 가능한 대상은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
관에서 운영(또는 위탁운영)하는 초·중학교 단계에 해당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단체, 민간기관 등의 경우 단계적으로 확대 가능하도록 한다.

나) 인증 영역(프로그램 내용 영역)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내용 영역은 학력보완(교과학습), 직업교육·훈련,
문화예술, 인문교양 및 시민교육의 4영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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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증 유형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은 (가) 출석수업기반과 (나) 원격수업기반 프로그램
을 모두 포함하며, (1) 프로그램 단위와 (2) 기관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단위

(2) 기관 단위

출석수업 기반 프로그램

(조건) 프로그램 단위로 인증받은 학교 밖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최소 2개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관

원격수업 기반 프로그램

4) 인증기준 및 절차

가) 인증 기준
⚪ 인증 기준은 프로그램 단위 신청 및 기관 단위 신청 모두 ‘기본요건 영역(적합/부적합)’과
‘프로그램 영역(100점)’으로 구분하여 평가.
- ‘기본요건’ 평가의 경우, 평가지표별 부적합 등급이 1개 이상일 경우 인증 탈락
-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프로그램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 그

결과 70점 이하일 경우 인증 탈락
- 실사평가의 경우, 인증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시

1차
평가

기본요건
평가

적합/부적합 평가
(정량 또는 정성평가)

➜

평가지표 중 미적합 등급*이
있는 경우,
부적합(탈락) 판정

프로그램 운영
평가

100점 만점 평가
(정성평가)

➜

총점 70점 미만
부적합(탈락) 판정

➜

인증평가위원회
부적합(탈락) 판정

서류
평가
2차
평가

* 2차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3차평가 실시여부 결정
실사
평가

3차
평가
(필요시)

서류평가 내용의 점검,
확인 평가
(기본요건, 프로그램
운영)

적합/부적합 평가
(실사, 정성평가)

[그림 Ⅵ-3] 인증평가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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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 절차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사업은 다음의 절차로 추진한다.
자료작성 및

인증평가 공고
한국교육개발원,
시·도교육청

▶

인증결과
▶

통보 및 보고

인증평가 신청
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

▶

한국교육개발원,
시·도교육청

▶
한국교육개발원

▶

및 결과보고
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평가 실시
한국교육개발원

프로그램 운영

운영 모니터링

한국교육개발원

인증평가위원회 구성

신청 접수

예산지원 등 사후대응
▶

시·도교육청
→ 교육기관

5) 인증 부여 및 관리

⚪ 인증 주체: 시·도교육청
⚪ 유효기간: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기관 단위는 1년, 프로그램 단위는
3년으로 함.

⚪ 인증 취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받은 경우, 혹은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인증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하고, 취소한 경우, 그 내용을
공고
⚪ 사후관리: 연 1회 운영결과 보고
- 사후 관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질 관리 제고

다.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평가도구(최종안)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평가는 프로그램 단위와 기관 단위로 실시된다.
전문가 협의회, 델파이 조사, 모의평가 결과를 토대로 설정된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인증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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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그램 단위 신청

프로그램 단위 신청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의 평가 영역은
크게 기본요건 영역과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2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또한 출석수업기반
과 원격수업기반의 프로그램 운영 방식 모두를 포함한다.

가) 기본요건 영역
먼저, 기본요건 영역에서는 운영기관의 특성, 전담인력 및 교·강사, 교육환경(교
육여건52))의 3개 평가항목을 둔다. 출석수업에서, 운영기관의 특성의 평가지표로
는 기관 목적 및 성격의 적합성, 기관 운영의 안정성,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전담인
력 및 교·강사의 평가지표로는 전담인력 및 교·강사 질 관리 적합성, 전담인력 및
교·강사 질 관리 적절성을, 교육환경의 평가지표로는 교육공간의 적합성, 교육시설
확보 및 관리의 적절성을 설정하였다.
원격수업에서는 운영기관 특성 평가지표로는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 기관 운영의
안정성, 원격수업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전담인력 및 교·강사의 평가지표로는 전담인력
및 교·강사 질 관리 적합성, 전담인력 및 교·강사 질 관리 적절성을, 교육여건의 평가지
표로는 원격교육 설비 확보의 적정성, 플랫폼 확보의 적정성, 개인정보 및 보안관리 체계
의 적절성을 설정하였다.
<표 Ⅵ-71> 프로그램 단위(출석기반): 기본요건 영역(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고

1.1.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
1. 운영기관 특성
Ⅰ.
기본
요건

1.2. 기관 운영의 안정성
1.3. 프로그램 운영 실적

2. 전담인력 및 교·강사

3. 교육환경

2.1. 전담인력 및 교·강사 자격 적합성
2.2. 전담인력 및 교·강사 질 관리 적절성

각 평가지표별
적합/부적합 평가
(정량 또는 정성평가)

3.1. 교육공간의 적합성
3.2. 교육시설 확보 및 관리의 적절성

52) 최종안의 평가지표는 출석수업기반을 기본으로 하되, 원격수업기반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지표
를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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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72> 프로그램 단위(원격기반): 기본요건 영역(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고

1.1.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
1. 운영기관 특성

1.2. 기관 운영의 안정성
1.3. 원격수업 프로그램 운영 실적

Ⅰ.
기본
요건

2. 전담인력 및 교·강사
3. 교육여건
(원격수업 기반)

2.1. 전담인력 및 교·강사 자격 적합성
2.2. 전담인력 및 교·강사 질 관리 적절성

각 평가지표별
적합/부적합 평가
(정량 또는 정성평가)

3.1 원격교육 설비 확보의 적정성
3.2 플랫폼 확보의 적정성
3.3 개인정보 및 보안관리 체계의 적절성

또한 각각의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평
가준거도 제시하였다.
<표 Ⅵ-73> 프로그램 단위(출석기반): 기본요건 영역(평가지표별 평가준거)
평가지표
1.1.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

1.2. 기관 운영의
안정성

1.3. 프로그램 운영
실적

2.1. 전담인력 및
교·강사 자격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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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거
∙
∙
∙
∙
∙

기관의 설립목적이 청소년에게 교육을 제공하기에 적절하다.
기관의 연혁이 청소년에게 교육을 제공하기에 적절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다.
기관유형이 비영리기관이다.
기관의 설립목적과 연혁에서 교육적 중립성(종교, 정치 등)을 확보하고 있다.

∙
∙
∙
∙

교육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예산 재원을 갖추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갖추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이 책정(또는 수립)되어있다.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 계획(강사비, 교재비, 학습자 지원금 등)이
책정(또는 수립)되어있다.

∙ 최근 2년간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한 실적이 3개 프로그램 이상 운영하였다.
∙ 최근 2년간 매년 관련 교육프로그램 45시간 이상 운영하였다.
∙ 최근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하였다.
(예외) ※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경우
- 최근 1년간 2개 프로그램 이상, 총 60시간 이상 운영하였다.
∙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을 확보(또는 계획)하고 있다.
∙ 자격을 갖춘 강사를 확보(또는 계획)하고 있다.
∙ 전담인력 및 교·강사의 성범죄 경력 조회 실시하고 있다.
(예외) ※ 필수이수 교과(국어, 사회과) 운영계획이 있는 경우 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확보
(또는 계획)하고 있다.
∙ 필수이수 교과인 국어, 사회/도덕(역사포함) 교·강사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
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선택교과 교·강사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강사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지도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관련업무 경력
소지자(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 학교 밖 청소년 업무 전담자도 포함됨)
∙ 전담인력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업무 관련 자격증 또는 관련업무 경력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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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평가준거

∙ 전담인력 및 교·강사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다.
2.2. 전담인력 및
∙ 전담인력 및 교·강사 강의시수(근무시간)가 적절하다. - 주 52시간 기준 충족
교·강사 질 관리
∙ 강사료 책정이 적절하다. - 교육청 강사료 최저 기준 이상
적절성
∙ 교·강사 연수 및 협의회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3.1. 교육공간의
적합성

∙ 강의실 면적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 최소기준면적(30㎡ 이상)+1㎡ 수용인원 1명 이하
- 단, 프로그램 영역 및 내용, 학습자 수에 따라 10㎡~30㎡이하 범위에서 강의실 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3.2. 교육시설 확보
및 관리의
적절성

∙
∙
∙
∙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육시설이 확보되어 있다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가 확보되어 있다.
교육시설, 기자재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소방법 준수 등)를 시행하고 있다
교육시설은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표 Ⅵ-74> 프로그램 단위(원격기반): 기본요건 영역(평가지표별 평가준거)
평가지표

1.1.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

1.2. 기관 운영의
안정성

평가준거
∙
∙
∙
∙
∙

기관의 설립목적이 청소년에게 원격교육을 제공하기에 적절하다.
기관의 연혁이 청소년에게 원격교육을 제공하기에 적절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다.
기관유형이 비영리기관이다.
기관의 설립목적과 연혁에서 교육적 중립성(종교, 정치 등)을 확보하고 있다.

∙
∙
∙
∙
∙

원격교육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예산 재원을 갖추고 있다.
원격교육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갖추고 있다.
원격교육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정이 확보되어 있다.
원격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적정한 예산이 책정(또는 수립)되어있다.
원격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 계획(원격수업개발비, 콘텐츠 유지관리비,
LMS 유지 보수비, 교재비, 학습자 지원금 등)이 책정(또는 수립)되어있다.

∙ 최근 2년간 연간 원격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45시수(차시)가 있다.
∙ 최근 운영된 원격 교육프로그램은 모두 1차시 당 20분이상(±5분)으로 총 15차시 이상
1.3. 원격수업 프로그램
구성되어있다. 단 차시가 구분이 모호한 원격 교육프로그램의 경우는 1개의 학습과정이
운영 실적
300분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경우
∙ 최근 1년간 2개의 원격 교육프로그램을 60시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다.
2.1. 전담인력 및
교·강사 자격
적합성

∙ 자격을 갖춘 원격 수업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또는 계획)하고 있다.
∙ 원격수업을 개발한 강사는 적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 필수이수 교과(국어, 사회과)의 원격수업 개발계획이 있는 경우 교원 자격증 소지자
를 확보(또는 계획)하고 있다.

∙ 전담인력 및 원격수업 개발 강사의 성범죄 경력 조회 실시하고 있다.
∙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또는 수업 운영조교)이 배치(또는 계획)이 되어 있다.
2.2. 전담인력 및
교·강사 질 관리 ∙ 전담인력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이 이루어지거나 계획되어 있다.
∙ 콘텐츠의 품질 관리를 위해 원격수업 개발 후 총괄 평가를 실시하여 강사에 대한 피드백을
적절성
제공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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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평가준거
∙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위해 원격수업 개발 강사를 위한 워크숍 똔느 협의회를 운영(또는
계획)하고 있다.
∙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의 근무시간은 적절하다.
- 주 52시간 기준 충족

3.1. 원격교육 설비
확보의 적정성

∙
∙
∙
∙
∙

3.2. 플랫폼 확보의
적정성

∙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학습플랫폼은 전자정부 웹 호환성 지침을 준수하여, 웹표준 및
웹 접근성을 고려하여 구축되었다.
∙ 학습자를 위한 웹페이지는 UI와 UX를 고려하여 학습자 중심으로 개발되었으며, 학습에
필요한 모든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 교수자를 위한 웹페이지는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과 교수를 촉진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능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 관리자를 위한 웹페이지는 원격수업의 배정 및 운영 그리고 관리에 필요한 모든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원격수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DB 및 LMS 서버(또는 클라우드)를 갖추고 있다.
원격수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CDN 서비스가 계약되어 있거나 계획되어 있다.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자체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또는 구축 계획) 있다.
원격수업 운영 지원을 위한 CMS를 갖추고 있다.
정보보호를 위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가 구비(또는 계획)되어 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지침 및 점검표가 구비되어 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자 및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다.
∙ 개인정보보호 관리자 및 책임자를 위해 정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며, 해당
3.3. 개인정보 및
교육을 이수하였다.
보안관리 체계의
∙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의 PC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적절성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 및 전담인력 PC 점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관
리하고 있다.

나) 프로그램 운영 영역
프로그램 운영 영역에서는 교육목표, 교육내용 및 방법, 학습자 및 프로그램 관리의
3개 항목을 둔다. 출석수업에서, 교육목표의 평가지표로는 교육목표의 타당성을, 교육내

용 및 방법에서는 교육 운영계획의 적절성, 교육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을, 학습자 및 프
로그램 관리의 평가지표로는 프로그램 관리의 적절성, 학습자 지원의 적절성, 프로그램
개선 체계 적절성을 설정하였다.
원격수업에서는 교육목표의 평가지표로는 교육목표의 타당성 및 구체성, 교육내용 및
방법에서는 교육 운영계획의 적절성, 교육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원격수업 콘텐츠 구현
의 적절성을, 학습자 및 프로그램 관리의 평가지표로는 프로그램 관리의 적절성, 학습자
지원의 적절성, 프로그램 개선 체계 적절성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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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75> 프로그램 단위(출석기반): 프로그램 운영 영역(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1. 교육목표
Ⅱ. 프로그램
운영
(100)

2. 교육내용 및 방법

배점

1.1. 교육목표의 타당성

20

2.1. 교육 운영계획의 적절성

15

2.2 교육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20

3.1. 프로그램 관리의 적절성

15

3. 학습자 및 프로그램
3.2. 학습자 지원의 적절성
관리
3.3. 프로그램 개선 체계 적절성

비고

총점 70점 미만
부적합(탈락) 판정

15
15

<표 Ⅵ-76> 프로그램 단위 신청(원격기반): 프로그램 운영 영역(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1. 교육목표

Ⅱ. 프로그램
운영
(100)

2. 교육내용 및 방법

배점

1.1. 교육목표의 타당성 및 구체성

15

2.1. 교육 운영계획의 적절성

15

2.2 교육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15

2.3 원격수업 콘텐츠 구현의 적절성

15

3.1. 프로그램 관리의 적절성
3. 학습자 및 프로그램
3.2. 학습자 지원의 적절성
관리
3.3. 프로그램 개선 체계의 적절성

비고

총점 70점 미만
부적합(탈락) 판정

15
15
10

이를 위한 평가지표별 구체적인 평가 기준, 평가 준거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표 Ⅵ-77> 프로그램 단위(출석기반): 프로그램 운영 영역(평가지표별 평가준거)
평가지표

1.1. 교육목표의 타당성

2.1. 교육 운영계획의
적절성

평가준거
∙
∙
∙
∙

교육목표가 학교 밖 학습자의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교육목표가 불건전성, 교육적 중립성(정치·종교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
교육목표가 초·중학교 학습자의 수준에 적절하다.
교육목표가 프로그램 영역별(학력보완, 직업교육훈련, 문화예술, 인문교양·시민교육)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
∙
∙
∙

차시별 운영계획이 교육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하게 기술되어 있다.
차시별 운영계획의 내용이 충실하게 기술되어 있다.
교육목표와 내용에 비추어 이수시수가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다.
학습자 특성에 비추어 이수시수가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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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평가준거

∙ 교육내용이 교육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하다.
∙ 교육내용이 프로그램 영역별(학력보완, 직업교육훈련, 문화예술, 인문교양·시민교육)
2.2. 교육내용 및 방법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적절성
∙ 교육내용이 학습자의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 수업방법이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교육내용을 전달하기에 적절하다.
∙ 수업자료(학습교재 및 기자재)가 교육내용을 전달하기에 적절하다.

3.1. 프로그램 관리의
적절성

3.2. 학습자 지원의
적절성

∙
∙
∙
∙

학습자의 출결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학습과정에서 피드백(퀴즈, 학습평가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프로그램 이수기준이 수업시수의 70%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다.
프로그램 이수 결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이수증 및 수료증 발급, 자격증 발급 등

∙
∙
∙
∙

프로그램(목표, 내용, 수업계획 등)에 대해 사전에 안내한다.
학력인정 사업에 대해 안내한다.
학습자 상담(학습상담, 진로상담 등)을 제공한다.
학습자 일대일 맞춤형 지원(학습멘토 등)을 제공한다.

3.3. 프로그램 개선 체계 ∙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학습자 만족도조사 등)를 실시한다.
∙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적절성

<표 Ⅵ-78> 프로그램 단위(원격기반): 프로그램 운영 영역(평가지표별 평가준거)
평가지표

평가준거

1.1. 교육목표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원격수업 프로그램의 교육목표가 학교 밖 학습자의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 원격수업 프로그램의 교육목표가 불건전성, 교육적 중립성(정치·종교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
∙ 원격수업 프로그램의 교육목표가 초·중학교 학습자의 수준에 적절하다.
∙ 원격수업 프로그램의 교육목표가 프로그램 영역별(학력보완, 직업교육훈련, 문화예
술, 인문교양·시민교육)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 원격수업 프로그램의 교육목표가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명확
하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다.

2.1. 교육 운영계획의
적절성

∙
∙
∙
∙
∙

2.2 교육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 교육내용이 교육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하다.
∙ 교육내용이 프로그램 영역별(학력보완, 직업교육훈련, 문화예술, 인문교양·시민교육)
특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 교육내용이 학습자의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 교육내용에 따라 적절한 유형의 콘텐츠(판서형, 학습자료 제시형, 스튜디오형 등)로
개발되어 있다.
∙ 교육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주 학습 콘텐츠 외에 다양한 학습지원자료(보충학습교재,
클립형 학습자료, 용어사전, 문제집, 사례집 등)를 제공하고 있다.
∙ 교육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호작용(교수자-학습자, 학습자-학습) 전략을
사용(또는 설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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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운영계획이 교육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하게 기술되어 있다.
차시별 운영계획의 내용이 충실하게 기술되어 있다.
교육목표와 내용에 비추어 이수시수가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다.
학습자 특성에 비추어 이수시수가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다.
학습자 특성에 비추어 원격수업의 차시별 편성 시간이 적절하게 개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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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2.3. 원격수업 콘텐츠
구현의 적절성

3.1. 프로그램 관리의
적절성

평가준거
∙ 원격교육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콘텐츠에 교육목표와 주차별 수업에 대한 전체적인 안
내를 제시하고 있다.
∙ 원격수업콘텐츠에 해당 차시의 강의목표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원격수업콘텐츠는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절차(도입-학습-평가-정리)로
이루어져 있다.
∙ 원격수업콘텐츠 화면 설계는 학습자가 몰입할 수 있고 가독성이 높도록 구현되어
있다.
∙ 원격수업콘텐츠는 학습자의 UX를 고려하여 쉽게 접근이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다.
∙
∙
∙
∙

학습자의 출결을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학습진도율의 적절한 산정을 위한 규정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원격수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형성평가(퀴즈 등)와 학습정리를 운영하고 있다.
원격수업 관리를 위해 진도율을 확인하여 학습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안을 운
영(또는 계획)을 하고 있다.
∙ 원격교육프로그램 이수에 대한 규정(진도율 70%, 성취도 평가 결과 60점 등)을 가
지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운영하고 있다.
∙ 원격교육프로그램 이수 시 이수 대장 작성 및 이수증을 발급하여 관리하고 있다.

3.2. 학습자 지원의
적절성

∙ 홈페이지 및 학습자 이메일을 통해 프로그램(목표, 내용, 수업계획 등)에 대해 사전
에 안내한다.
∙ 홈페이지 및 학습자 이메일을 통해 학력인정 사업에 대해 안내한다.
∙ 실시간 채팅 및 게시판, 이메일, 전화등을 통해 학습자 상담(학습상담, 진로상담 등)
을 제공한다.
∙ 면대면 또는 실시간 화상을 통해 학습자 일대일 맞춤형 지원(학습멘토 등)을 제공한다.

3.3. 프로그램 개선
체계의 적절성

∙ 원격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학습자 만족도조사 등)를 실시한다.
∙ 원격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중도탈락율 및 총 진도율을 산출한다.
∙ 원격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2) 기관 단위 신청

기관 단위 신청 또한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의 평가 영역을 크게 기본
요건 영역과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2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가) 기본요건 영역
먼저, 기본요건 영역에서는 운영기관의 특성, 전담인력 및 교·강사, 교육환경의 3개 평
가항목을 둔다. 출석수업에서, 운영기관의 특성의 평가지표로는 기관 목적 및 성격의 적
합성, 기관 운영의 안정성,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전담인력 및 교·강사의 평가지표로는
전담인력 및 교·강사 자격 적합성, 전담인력 및 교·강사 질 관리 적절성을, 교육환경의
평가지표로는 교육공간의 적합성, 교육시설 확보 및 관리의 적절성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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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에서는 운영기관 특성 평가지표로는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 기관 운영의
안정성, 원격수업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전담인력 및 교·강사의 평가지표로는 전담인력
및 교·강사 자격 적합성, 전담인력 및 교·강사 질 관리 적절성을, 교육여건의 평가지표로
는 원격교육 설비 확보의 적정성, 플랫폼 확보의 적정성, 개인정보 및 보안관리 체계의
적절성을 설정하였다.
<표 Ⅵ-79> 기관 단위(출석기반): 기본요건 영역(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고

1.1.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
1. 운영기관 특성
Ⅰ.
기본
요건
(70)

1.2. 기관 운영의 안정성
1.3. 프로그램 운영 실적

2. 전담인력 및 교·강사

3. 교육환경

2.1. 전담인력 및 교·강사 자격 적합성
2.2. 전담인력 및 교·강사 질 관리 적절성

각 평가지표별
적합/부적합 평가
(정량 또는
정성평가)

3.1. 교육공간의 적합성
3.2. 교육시설 확보 및 관리의 적절성

<표 Ⅵ-80> 기관 단위(원격기반): 기본요건 영역(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고

1.1.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
1. 운영기관 특성

1.2. 기관 운영의 안정성
1.3. 원격수업 프로그램 운영 실적

Ⅰ.
기본
요건

2. 전담인력 및 교·강사

2.1. 전담인력 및 교·강사 자격 적합성
2.2. 전담인력 및 교·강사 질 관리 적절성
3.1 원격교육 설비 확보의 적정성

3. 교육여건(원격수업
기반)

3.2 플랫폼 확보의 적정성
3.3 개인정보 및 보안관리 체계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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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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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별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준거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표 Ⅵ-81> 기관 단위(출석기반): 기본요건 영역(평가지표별 평가기준, 평가준거)
평가지표

1.1.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

1.2. 기관 운영의 안정성

1.3. 프로그램 운영 실적

평가준거
∙
∙
∙
∙
∙

기관의 설립목적이 청소년에게 교육을 제공하기에 적절하다.
기관의 연혁이 청소년에게 교육을 제공하기에 적절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다.
기관유형이 비영리기관이다.
기관의 설립목적과 연혁에서 교육적 중립성(종교, 정치 등)을 확보하고 있다.

∙
∙
∙
∙

교육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예산 재원을 갖추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갖추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이 책정(또는 수립)되어있다.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 계획(강사비, 교재비, 학습자 지원금 등)이
책정(또는 수립)되어있다.

∙ 최근 2년간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한 실적이 3개 프로그램 이상 운영하였다.
∙ 최근 2년간 매년 관련 교육프로그램 45시간 이상 운영하였다.
∙ 최근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하였다.

∙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을 확보(또는 계획)하고 있다.
∙ 자격을 갖춘 강사를 확보(또는 계획)하고 있다.
2.1. 전담인력 및 교·강사
∙ 전담인력 및 교·강사의 성범죄 경력 조회 실시하고 있다.
자격 적합성
(예외) ※ 필수이수 교과(국어, 사회과) 운영계획이 있는 경우 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확보(또는 계획)하고 있다.
∙ 전담인력 및 교·강사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다.
2.2. 전담인력 및 교·강사 ∙ 전담인력 및 교·강사 강의시수(근무시간)가 적절하다. - 주 52시간 기준 충족
∙ 강사료 책정이 적절하다. - 교육청 강사료 최저 기준 이상
질 관리 적절성
∙ 교·강사 연수 및 협의회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3.1. 교육공간의 적합성

∙ 강의실 면적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 최소기준면적(30㎡ 이상)+1㎡ 수용인원 1명 이하
- 단, 프로그램 영역 및 내용, 학습자 수에 따라 10㎡~30㎡이하 범위에서 강의실
면적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3.2. 교육시설 확보 및
관리의 적절성

∙
∙
∙
∙
∙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육시설(행정실)이 확보되어 있다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육시설(상담실)이 확보되어 있다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가 확보되어 있다.
교육시설, 기자재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소방법 준수 등)를 시행하고 있다
교육시설은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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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82> 기관 단위(원격기반): 기본요건 영역(평가지표별 평가준거)
평가지표

1.1.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

1.2. 기관 운영의 안정성

1.3. 원격수업 프로그램
운영 실적

평가준거
∙
∙
∙
∙
∙

기관의 설립목적이 청소년에게 원격교육을 제공하기에 적절하다.
기관의 연혁이 청소년에게 원격교육을 제공하기에 적절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다.
기관유형이 비영리기관이다.
기관의 설립목적과 연혁에서 교육적 중립성(종교, 정치 등)을 확보하고 있다.

∙
∙
∙
∙
∙

원격교육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예산 재원을 갖추고 있다.
원격교육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갖추고 있다.
원격교육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정이 확보되어 있다.
원격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적정한 예산이 책정(또는 수립)되어있다.
원격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 계획(원격수업개발비, 콘텐츠 유지
관리비, LMS 유지 보수비, 교재비, 학습자 지원금 등)이 책정(또는 수립)되어있다.

∙ 최근 2년간 연간 원격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45시수(차시)가 있다.
∙ 최근 운영된 원격 교육프로그램은 모두 1차시 당 20분이상(±5분)으로 총 15차시
이상 구성되어있다. 단 차시가 구분이 모호한 원격 교육프로그램의 경우는 1개의
학습과정이 300분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경우
∙ 최근 1년간 2개의 원격 교육프로그램을 60시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다.

∙ 자격을 갖춘 원격 수업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또는 계획)하고 있다.
2.1. 전담인력 및 교·강사 ∙ 원격수업을 개발한 강사는 적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자격 적합성
※ 필수이수 교과(국어, 사회과)의 원격수업 개발계획이 있는 경우 교원 자격증 소지
자를 확보(또는 계획)하고 있다.
∙
∙
∙
∙

전담인력 및 원격수업 개발 강사의 성범죄 경력 조회 실시하고 있다.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또는 수업 운영조교)이 배치(또는 계획)이 되어 있다.
전담인력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이 이루어지거나 계획되어 있다.
콘텐츠의 품질 관리를 위해 원격수업 개발 후 총괄 평가를 실시하여 강사에 대한
2.2. 전담인력 및 교·강사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질 관리 적절성
∙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위해 원격수업 개발 강사를 위한 워크숍 똔느 협의회를 운영
(또는 계획)하고 있다.
∙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의 근무시간은 적절하다.
- 주 52시간 기준 충족

3.1. 원격교육 설비
확보의 적정성

∙
∙
∙
∙
∙

3.2. 플랫폼 확보의
적정성

∙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학습플랫폼은 전자정부 웹 호환성 지침을 준수하여, 웹표준
및 웹 접근성을 고려하여 구축되었다.
∙ 학습자를 위한 웹페이지는 UI와 UX를 고려하여 학습자 중심으로 개발되었으며,
학습에 필요한 모든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 교수자를 위한 웹페이지는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과 교수를 촉진하기 위해 요
구되는 기능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 관리자를 위한 웹페이지는 원격수업의 배정 및 운영 그리고 관리에 필요한 모든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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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DB 및 LMS 서버(또는 클라우드)를 갖추고 있다.
원격수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CDN 서비스가 계약되어 있거나 계획되어 있다.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자체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또는 구축 계획) 있다.
원격수업 운영 지원을 위한 CMS를 갖추고 있다.
정보보호를 위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가 구비(또는 계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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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평가준거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지침 및 점검표가 구비되어 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자 및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다.
∙ 개인정보보호 관리자 및 책임자를 위해 정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며,
3.3. 개인정보 및 보안관리
해당 교육을 이수하였다.
체계의 적절성
∙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의 PC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소프트웨어가 설치
되어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 및 전담인력 PC 점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다.

나) 프로그램 운영 영역
프로그램 운영 영역에서는 교육목표, 교육내용 및 방법, 학습자 관리의 3개 항목을 둔
다. 출석수업기반에서, 전년도 운영실적의 평가지표로는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실적, 전
년도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을, 운영계획 에서는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내용의 적절성,
프로그램 운영 및 결과 관리의 적절성을, 학습자 관리의 평가지표로는 학습자 관리 및
지원의 적절성을 설정하였다.
원격수업기반에서, 원격수업 프로그램 전년도 운영 결과의 평가지표로는 전년도 프로
그램 운영 결과, 전년도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을, 운영계획 에서는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내용의 적절성, 프로그램 운영 및 결과 관리의 적절성을, 학습자 관리의 평가지표로는
학습자 관리 및 지원의 적절성을 설정하였다.

<표 Ⅵ-83> 기관 단위(출석기반): 프로그램 운영 영역(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영역

Ⅱ.
프로그램
운영
(100)

평가항목
1. 전년도 운영 실적

2. 운영계획
3. 학습자 관리

평가지표

배점

1.1.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실적

15

1.2. 전년도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

15

2.1.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내용의 적절성

25

2.2. 프로그램 운영 및 결과 관리의 적절성

20

3.1. 학습자 관리 및 지원의 적절성

25

201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방안 연구

<표 Ⅵ-84> 기관 단위(원격기반): 프로그램 운영 영역(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영역

Ⅱ.
프로그램
운영
(100)

평가항목

평가지표

1. 원격수업 프로그램 전년도 1.1.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결과
운영 결과
1.2. 전년도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
2. 운영계획
3. 학습자 관리

배점
15
15

2.1.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내용의 적절성

25

2.2. 프로그램 운영 및 결과 관리의 적절성

20

3.1. 학습자 관리 및 지원의 적절성

25

이를 위한 평가지표별 구체적인 평가 기준, 평가 준거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표 Ⅵ-85> 기관 단위(출석기반): 프로그램 운영 영역(평가지표별 평가준거)
평가지표

평가준거

1.1.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실적

∙ 전년도 운영 실적에 비추어 볼 때, 안정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1.2. 전년도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

∙
∙
∙
∙

2.1.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내용의 적절성

다양한 주제 및 내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전년도에 운영한 프로그램이 학습자의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하였다.
전년도에 운영한 프로그램이 초·중학교 학습자 수준에 적절하였다.
학습자 만족도조사(또는 강의평가)를 실시하였다.

∙
∙
∙
∙

프로그램의 필수/선택 구분에 따라 교・강사 자격이 적절하게 계획되었다.
교육내용에 비추어 이수시수가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다.
학습자 특성에 비추어 이수시수가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다.
교육목표와 내용이 영역별(학력보완, 직업교육훈련, 문화예술, 인문교양·시민교육)
특성을 반영하여 충실하게 기술되어 있다.
∙ 교육목표와 내용이 학습자의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2.2. 프로그램 운영 및 결과
관리의 적절성

∙ 프로그램 이수기준이 수업시수의 70%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다.
∙ 프로그램 이수 결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이수증 및 수료증 발급, 자격증 발급 등
∙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학습자 만족도조사 등)를 실시한다.
∙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3.1. 학습자 관리 및 지원의
적절성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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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출결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학습과정에서 피드백(퀴즈, 학습평가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프로그램(목표, 내용, 수업계획 등)에 대해 사전에 안내한다.
학력인정 사업에 대해 안내한다.
학습자 상담(학습상담, 진로상담 등)을 제공한다.
학습자 일대일 맞춤형 지원(학습멘토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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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86> 기관 단위(원격기반): 프로그램 운영 영역(평가지표별 평가준거)
평가지표

1.1.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결과

평가준거
∙ 전년도에 프로그램 운영 수를 비추어 볼 때, 안정적인 교육을 제공하기에 매우
충분하다.
∙ 전년도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습자 수를 비추어 볼 때, 안정적인 교육을 제공
하기에 매우 충분하다.
∙ 전년도 학습자들의 출석 및 이수율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교육을 제공하기에
매우 충분하다.
∙ 전년도 학습자들의 전체 진도율을 비추어 볼 때, 안정적인 교육을 제공하기에
매우 충분하다.

∙
1.2. 전년도 프로그램 내용의 ∙
∙
적절성
∙

다양한 주제 및 내용의 원격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전년도에 운영한 원격교육 프로그램이 학습자의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하였다.
전년도에 운영한 원격교육 프로그램이 초·중학교 학습자 수준에 적절하였다.
원격교육 프로그램 종료 후 학습자 만족도조사(또는 강의평가)를 실시하였다.

2.1.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내용의 적절성

∙ 원격교육 프로그램의 필수/선택 구분에 따라 적절한 자격의 교・강사들이 원격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 교육내용에 비추어 원격교육의 이수시수가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다.
∙ 학습자 특성에 비추어 원격교육의 이수시수가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다.
∙ 교육목표와 내용이 영역별(학력보완, 직업교육훈련, 문화예술, 인문교양·시민교육)
특성을 반영하여 충실하게 기술되어 있다.
∙ 교육목표와 내용이 학습자의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2.2. 프로그램 운영 및 결과
관리의 적절성

∙ 원격교육 프로그램 이수기준이 진도율의 70%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다.
∙ 원격교육 프로그램 이수 결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이수증 및 수료증 발급, 자격증 발급 등
∙ 원격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학습자 만족도조사 등)를 실시한다.
∙ 원격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3.1. 학습자 관리 및 지원의
적절성

∙ 원격교육 콘텐츠의 진도율을 산정해서 학습자의 출결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 원격교육 콘텐츠를 통한 학습과정에서 피드백(퀴즈, 학습평가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서 프로그램(목표, 내용, 수업계획 등)에 대해 사전에
안내한다.
∙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서 학력인정 사업에 대해 안내한다.
∙ 실시간 채팅 및 게시판, 이메일, 전화등을 통해 학습자 상담(학습상담, 진로상담
등)을 제공한다.
∙ 면대면 또는 실시간 화상을 통해 학습자 일대일 맞춤형 지원(학습멘토 등)을
제공한다.

203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방안 연구

Ⅶ.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실행을 위한 과제 및 제언
1. 요약
2. 인증 실행을 위한 과제 및 제언

Ⅶ.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실행을 위한 과제 및 제언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방안 연구

Ⅶ

1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실행을
위한 과제 및 제언

요약

가. 서론
이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인증 방안(평가도구 및 인증
추진체제)’을 개발하고, 연구의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공교육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
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질이 보장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학력인정 기회 확대에 기여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 내 다양한 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들의 질을 판
단할 수 있는 평가도구(안)를 개발하고, 인증 대상의 범위, 운영체제, 인증절차 등 종합적
인증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① 현행 시범운영 단계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학력인정 프로그램을 다양한 주체(공공/비영리/민간 등), 유형 및 영역(기관 단위/프로그
램 단위, 출석수업/원격수업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데 기준을 제공하고, ② 학교
밖 청소년 학력인정 프로그램의 질 관리 기준으로 활용하며, 나아가 ③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이드라인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의 핵심 내용으로는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력인정 및 학습지원의 필요성
을 탐색하고, 둘째,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의 방향 설정을 위한 시사점
을 도출하고, 셋째,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방안(추진체제 및 평가도구
(안))을 구안하여 타당화하고, 넷째, 구안한 인증 방안(안)의 실행을 위한 과제를 제언하

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문헌 분석, 전문가 및 연구진 협의회, 델
파이조사(1,2차), 모의평가, 전문가 포럼 등을 연구방법으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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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실태 파악
Ⅱ장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을 파악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습지원 실태
를 조사하였다. 학습지원의 대상이 되는 학교 밖 청소년이란 법률에 근거하여 ‘초·중·고
등학교 과정을 미취학 또는 미진학하였거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말한다. 교육통계에
따르면, 2017학년도 학업중단 학생의 수는 5만 명에 달하며, 2015년 기준으로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약 4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
원, 2018; 윤철경 외, 2017).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서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로 개인의 삶의 역량 강화에 초점
이 맞추어져 보호, 교육, 취업이 함께 강조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학교 밖에서의
학습지원은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가 관리·제공되지 못하였으며, 학령기 학생이
학교를 벗어나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은 검정고시가 거의 유일한 실정이
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고 사회성원으로 자리매김이 가능하도
록 하는 최소한의 보장으로서 의무교육단계의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국가차원의 시스
템적 지원이 요청된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지원을 위해 산재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발
굴하고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다. 인증평가 연구 및 사례 분석
Ⅲ장에서는 인증평가와 관련된 연구와 인증평가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학습지원 프로
그램 인증 방안 개발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목적인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이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목적에 부합하
는 효과적 학습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적,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사례들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인증제는 근거법령을 토대로 운
영되며, 인증 주체, 대상,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인증절차 등의 체제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증 사례들을 살펴볼 때, 신청의 유형은 개별 프로그램 단위, 전체(기관)
단위,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내용 영역별 분류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다. 인
증의 목적에 맞추어 어떤 유형에 따라 구분하고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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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인증에 참여하는 대상의 경우, 신뢰할만한 기관에 대해서는 일부 평가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면제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사업 초기 단계에는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인증평가는 과도한 서류
작업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필수지표로 간소화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프로그램의 인증 이
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피드백 관리가 프로그램 인증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라.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시범사업 운영 현황 및 현안 분석
Ⅳ장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시범사업의 추진과정과 성과, 학습지원 프로그램
지정심의의 운영 현황과 현안 문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지원 시범사업의 개선
시사점을 도출하고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의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2017년 출범한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은 학교를 벗

어난 학령기 청소년들이 학습을 지속하여 학교 밖에서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
원하는 정책 사업으로, 지난 3년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법령근거 및 운영지침 마련, 운영
시·도 및 등록학습자 확대, 중학교 학력인정자 배출 등 꾸준한 성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교 밖으로의 이탈과 악용 소지의 우려로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에 참여가능
한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앞으로 대상의 확대가 요청되었다.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를 위해 엄정하고 검증된 인증 평가도구 및 추진체제를 개발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
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인증 제도를 통해 학습지
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초등학교 단계의 온라인프로그램 제공 필요, 기관 단위
인증의 개발 및 일반화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마.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추진체제 및 평가도구(안) 구안 및 타당화
Ⅴ장에서는 선행연구, 사례 분석, 학습지원 시범사업 운영 결과와 현안 분석 등을 바탕
으로 전문가협의와 연구진 숙의를 거쳐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인증의 방향, 평가도구
및 인증 추진체제(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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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의 방향으로는 학교 밖 학습자의 요구와 필요
에 부합하는 다양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이 확보되고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며, 초·중학교
단계의 학력인정이 가능하도록 검증된 양질의 프로그램이 제공되도록 하며, 학교 밖 청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학습 내용, 학습관리 및 학습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Ⅵ장에서는 제안된 연구진의 초안에 대해 타당화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평가도구 및
인증 추진체제(안)에 대한 델파이조사(2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초안을 수정
하였다. 또한 수정된 초안에 대해 모의평가를 실시하여 내용을 보완하였다. 델파이조사
결과와 모의평가 결과를 수렴하여,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방안(평가도
구 및 인증 추진체제)의 최종안을 제안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의 추진체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증의
목적은 학교 밖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평가하여 초·중학교 학력인정이 가능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으로 인증하는 것이다. 둘째, 인증의 참여대상은 정부·지자체 및 공공
기관에서 운영(또는 위탁운영)하는 초·중학교 단계에 해당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한다. 셋째, 신청 유형은 출석수업기반과 원격수업기반 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하며, 신청
시 프로그램 단위 또는 기관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넷째,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
그램 내용 영역은 ‘학력보완(교과학습), 직업교육·훈련, 문화예술, 인문교양·시민교육’의
4영역으로 한다. 다섯째, 인증 평가는 인증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여섯째, 인

증 평가는 서류평가와 실사평가로 실시하며, 서류평가는 1차 기본요건 평가, 2차 프로그
램 운영 평가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실사평가를 실시한다. 일곱째, 평가 방법은 기본
요건 평가의 경우, 평가지표 중 하나라도 부적합한 경우 탈락으로 판정한다. 프로그램
운영 평가는 총점 70점 미만의 경우 탈락으로 판정한다.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평가도구(안)은 출석수업과 원격수업 두 가지
의 운영 유형에 따라, 각각 프로그램 단위와 기관 단위 신청에 대해 구분된 지표를 제안
하였다.
출석수업의 경우, 프로그램 단위 신청에서는 기본요건으로 3개 항목의 7개 지표에 대
해 평가하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3개 항목 6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기관 단위 신청
에서는 기본요건으로 3개 항목 7개 지표에 대해 평가하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3개
항목 5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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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의 경우, 프로그램 단위 신청에서는 기본요건으로 3개 항목 8개 지표에 대해
평가하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3개 항목 7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기관 단위 신청에
서는 기본요건으로 3개 항목 8개 지표에 대해 평가하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3개 항목
5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유형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Ⅶ-1> 프로그램 단위 신청 평가도구(최종안)
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출석수업)

평가지표(원격수업)

1.1.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

1.1.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

운영기관 1.2. 기관 운영의 안정성

1.2. 기관 운영의 안정성

1.3. 프로그램 운영 실적
기본
요건

평가방법

1.3. 원격수업 프로그램 운영 실적

전담인력 2.1. 전담인력 및 교·강사 자격 적합성
및
교·강사 2.2. 전담인력 및 교·강사 질 관리 적절성
3.1. 교육공간의 적합성
교육환경
3.2. 교육시설 확보 및 관리의 적절성
/교육여건

2.1. 전담인력 및 교·강사 자격 적합성
2.2. 전담인력 및 교·강사 질 관리 적절성

지표별
부적합
(탈락)
판정

3.1 원격교육 설비 확보의 적정성
3.2 플랫폼 확보의 적정성
3.3 개인정보 및 보안관리 체계의 적절성

프로
그램
운영

교육목표 1.1. 교육목표의 타당성

20 1.1. 교육목표의 타당성 및 구체성 15

2.1. 교육 운영계획의 적절성
교육내용
2.2 교육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및 방법

15 2.1. 교육 운영계획의 적절성

15

20 2.2 교육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15

2.3 원격수업 콘텐츠 구현의 적절성
학습자 및 3.1. 프로그램 관리의 적절성
프로그램 3.2. 학습자 지원의 적절성
관리
3.3. 프로그램 개선 체계 적절성

15

15 3.1. 프로그램 관리의 적절성

15

15 3.2. 학습자 지원의 적절성

15

총점
70점
미만
부적합
(탈락)
판정

15 3.3. 프로그램 개선 체계의 적절성 10

<표 Ⅶ-2> 기관 단위 신청 평가도구(최종안)
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출석수업)
1.1.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

운영기관 1.2.. 기관 운영의 안정성
1.3. 프로그램 운영 실적
기본
요건

평가지표(원격수업)
1.1.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
1.2. 기관 운영의 안정성
1.3. 원격수업 프로그램 운영 실적

전담인력 2.1. 전담인력 및 교·강사 자격 적합성 2.1. 전담인력 및 교·강사 자격 적합성
및
교·강사 2.2. 전담인력 및 교·강사 질 관리 적절성 2.2. 전담인력 및 교·강사 질 관리 적절성
3.1. 교육공간의 적합성
교육환경
3.2. 교육시설 확보 및 관리의 적절성
/교육여건

평가방법

3.1 원격교육 설비 확보의 적정성

지표별
부적합
(탈락)
판정

3.2 플랫폼 확보의 적정성
3.3 개인정보 및 보안관리 체계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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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출석수업)

전년도 1.1.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실적
운영 실적 1.2. 전년도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
프로
그램
운영

운영 계획

학습자
관리

2

평가지표(원격수업)
15 1.1.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결과

평가방법
15

15 1.2. 전년도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 15

2.1.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내용의
2.1.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내용의
25
25
적절성
적절성
2.2. 프로그램 운영 및 결과 관리의
2.2. 프로그램 운영 및 결과 관리의
20
20
적절성
적절성
3.1. 학습자 관리 및 지원의 적절성

25 3.1. 학습자 관리 및 지원의 적절성

총점
70점
미만
부적합
(탈락)
판정

25

인증 실행을 위한 과제 및 제언

가. 인증(안)의 효과적 활용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과제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참여대상의 단계적 확대

(문제제기)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지원 및 의무교육단계 학력인정을 위해 추진 중인 학

습지원 시범사업에서는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복지지원을 담당하는 일부 기관’에 대해서만 인증 참여의 대상으로 인정
함으로써 참여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사업 초기 단계에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관심 있는 기관들의 참여마저 제한하고 있어 학습자들
의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의 델파이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엄정한 인증평가를 거친다면 참여대상의 확대
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문가들은 여전히 공공기관 중
심으로 참여를 인정하되 민간의 참여는 조급히 진행하기보다 점진적인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전문가들은 민간의 비영리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이었으나, 민간의 영리기관에 대해서는 유보에 대
한 의견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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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의 참여대

상을 확대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종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단계에서는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직접 및 위탁 운영기관까지 대상으로 우
선 확대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민간 비영리기관으로 확대 운영하는 단계를 거친 이후에,
민간 영리기관으로 확대를 고려하는 단계적 확대 방안을 제안할 수 있겠다.
1단계(단기):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 위탁기관으로 확대
2단계(중기): 민간 비영리기관으로 확대
3단계(중·장기): 민간 영리기관의 교육기부(무상) 프로그램으로 확대
4단계(장기): 민간 영리기관으로 확대

프로그램 인증 참여대상의 엄격한 제한은 학력인정이라는 조건이 무분별하게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과 프로그램을 양산하거나 사익추구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
는 목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미 학교 안에서도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등 학교 밖 지
역사회와 연계한 학습의 인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등교육 학점을 인정하고 있는 학
점은행제의 경우, 이미 10여년의 기간 동안 인증제를 수행하고 있고 엄정한 인증평가 제
도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문가의 검증을 마쳐 체계적으로 개발된 학습지
원 프로그램 인증제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안정적인 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의 최종안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1단계 확대부터 실행해 나가면서 단·중·장기
의 단계별 방향과 계획을 수립·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단계적인 추진 과정에서 나
타나는 문제를 해소하며 인증제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해 나감으로써 향후 민간 영역
까지 확대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인증 추진체제 및 평가도구(최종안)의 적용 및 참여 홍보

(문제제기) 본 연구에서 제안한 최종안은 기존 학습지원 시범사업 운영에서 나타난 문

제점을 해소하고 학습자 및 교육기관 참여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프로그램의 특성,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을 고려한 인증 참여와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도구(안)
을 구안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학습지원 시범사업 지정심의에서는 규정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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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프로그램 단위 신청과 평가’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실제 운영에 있어 학교 밖 청소
년의 유동적 학습 참여의 특성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특정기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적용하였던 ‘프로그램 일괄 신청’을 ‘기관 단위 신청’으로 유형화하고, 그에 적합한 지표
와 평가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그 동안 학교 밖 청소년 학습자들의 요구가 많았던 온
라인학습(원격수업)에 대해 인증 가능하도록 평가지표를 구안하여 제안하였다. 또한, 학
교 밖 청소년의 학습에 필요한 영역들을 4가지로 나누어 포함하고자 하였으며, 그 밖에
도 학교 밖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력인정 사업에 대한 안내, 학습자 지원 및 관리
등을 평가도구에 반영하여 구안하였다. 이와 같은 새로운 인증 방안을 사업 실행에 적용
하기 위해서는, 정책사업의 운영 주체들의 이해와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프로그램 인증 참여 대상에 대한 홍보와 안내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언) 새로운 인증의 체제 및 평가도구의 적용을 위해서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지정

심의위원회 등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자들의 이해와 공감이 수반되어야 한다. 현재 시범
사업에서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공유하고, 새로운 인증 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개선을
위한 동의를 얻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인증평가와 관련된 운영규정 개정의
절차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학습자들이나 교육기관 참여자들의 요구가 많았던 참여대상
확대, 온라인학습 확대 등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프로그램 인증 운영에 효과
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지자체 관할의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이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역 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대해 사업을 홍보하고 참여
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본 사업의 특성상 한계를 인정하고 학교 밖의 학력인정이 악용되
거나 학교교육의 이탈을 돕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가운데, 학교 밖의 학습자
들이 정보를 얻고 학습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야 할 것이다. 여러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학교복귀가 쉽지 않은 대상자들에게 학습지원
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참여 대상이 되는 기관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것이다.

다양화를 위한 기 검증된 교육프로그램의 적극적 활용 필요

(문제제기) 다양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확보와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청소년에게 학력인정이 가능한 학습을 제공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공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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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인증에 참여하기를 꺼린다는 점이다. 인증제의 엄정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나 복잡한 인증절차나 서류준비로 인해 양질의 기관 및 프로그램의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제언) 델파이 조사에서도 제안된 바와 같이,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이미 인증

의 절차를 거친 기관 및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일반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면제해
주거나, 일부 서류평가 절차를 축소해 주는 등의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볼 수 있겠다. 현행
지정심의에서도 지정심의 면제 절차는 마련되어 있으나 지정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조건 자체의 제약으로 인해 다양한 기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단
계적으로 자격기준을 완화해 나가면서 이와 함께 면제 또는 절차축소 등의 방안을 함께
활용한다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매뉴얼 제작 및 평가위원 연수 정례화

(문제제기) 인증제를 통해 다양하고 양질의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확보를 위해서 선결

되어야 할 또 다른 과제는 인증 평가의 공정성 및 이를 수행하는 평가위원의 전문성일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부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위주의 프로
그램과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민간기관으로까지 그 대상이 확대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 때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는 평가위원의 성격과 시기에 관계없이 일관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들의 전문성 신장 방안을 모
색할 필요가 있다.
(제언) 인증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는 우선 평가매뉴얼 제작이 필요할 것이

다. 평가위원별로 평가기준의 해석, 평가절차의 이해, 평가대상에 대한 사전 지식 등이
다양할 것에 대비하여 어느 평가위원이 어느 시기에 참여하더라도 유사한 기준과 시각을
통해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매뉴얼이 제작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매뉴얼에는 평가대상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정보가 제공될 것인지, 평가기준의 제시와 더불어 평가기준의 해석
의 융통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것인지, 여러 명의 평가위원의 의견이 어떻게 종합적
으로 고려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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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평가위원들이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 전 철저한 사
전 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사전 연수에서는 프로그램 인증 평가의 취지와 목적, 평
가매뉴얼에 대한 철저한 이해, 모의평가 등의 과정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평
가위원의 전문성을 일정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 평가에 참여했던 평
가위원의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평가위원의 풀을 일정 수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인증제를 통한 프로그램 다양화와 질 관리 추구의 양립

(문제제기)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에서 추구하는 방향에는 양립된

가치들이 동시에 존재한다. 즉 정규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
밖’으로 소외된 ‘청소년’의 필요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는, 접근가능한 교육의 기회를 확
대 제공하려면 지역 내에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발굴·제공되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학
력인정과 관계된다는 점에서 질이 담보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전자에 초점을 맞출 때,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인증은 진입장벽을 낮추고 학습자들의
가까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 내 다양한 프로그램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을 지향
해야 하는 반면, 후자에 초점을 맞추면 인증의 기준은 엄격하고 엄정해야 한다. 두 가지
의 방향과 가치 모두가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에서 핵심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바, 향후
이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양립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제언) 이러한 과제에 접근하기 위한 도구로서 인증제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증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우선적으로 엄정함을 기반으로 한다. 동시에 참여를 유인하
기 위해서는 인증 서류, 절차 등이 중복 없이 간소하고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 운영되어
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도구 개발의 방향으로 중복 없는 간소화된 평가도구와
절차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다만, 다양한 유형의 참여를 고려하여 유형별로 구분된 평가
도구를 제안하였기 때문에 향후 새롭게 적용될 때 유형별로 운영상에 문제가 없는지 지
속적인 검토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차후 점진적으로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허용하
게 되면서 진입장벽을 낮추는 한편, 매년 운영결과를 평가하여 탈락시키는 등 운영 상의
질 관리를 강화시켜나가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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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학습지원의 방향 탐색

기관 단위 인증의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및
향후 투 트랙(프로그램 단위, 기관 단위) 인증 방식의 일원화
(문제제기) 학습지원 시범사업의 지정심의 운영 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으로

인해 나타난 어려운 점의 하나는 학습자가 학습을 신청을 하기 전에 프로그램 운영 계획
을 세우고 계획된 시기에 계획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학교 밖에서 학
습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출석률이 70% 이상이 되어
야만 학력인정 이수시수로 인정받게 된다. 따라서 교육기관에서 학교 밖 학습자의 특성
과 요구를 반영하려면 연초가 아닌 학습자가 프로그램 참여를 결정한 시작시점에 프로그
램의 내용, 학습기간 등을 결정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시범사업에서는 학
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에 예외조항을 마련하여 기관단위로 프로그램 일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다양한 기관으로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확
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관 단위 인증의 방식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학습지원 시범사업 운영의 법적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에
있으며, 그 내용에 따르면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로 규
정되어 있다. 이에, 학습지원 시범사업 지정심의에서는 법령에 제시된 프로그램 단위로
인증 신청 및 평가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향후 예외조항이 아닌 기관 단위 인증
의 확대를 위한 법적근거의 적합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제언) 본 연구의 인증 방안에서는 기관단위 신청의 참여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인증

절차를 마련하였다. 연구에서 제안된 기관단위 신청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 법적근거
의 적합성에 관해 검토한 결과, 학교 밖 프로그램 지정의 운영 방법에 대한 사항은 교육
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시·도 공통운영 지침 또는 시·도교육청의 운영 규정
을 개정하여 기관단위 인증을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학교 밖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투 트랙의 인증 방식을 기관 단위 중심의 인증으로 일원화하
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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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학습경험의 인정과 그에 부합한 평가체제 도입

(문제제기)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지원 및 의무교육단계 학력인정의 취지는 정규 학교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국가 교육과정의 틀을 벗어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발적인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영역에 대한 학습을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통해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학교 밖 청소년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정규학교로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일차적인 교육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이들이 현실적으로 학교 복귀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지정과 학력인정의
방향은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제한적인 학습지원 프로그
램 지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학교 밖 학습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학력인정에 다다르기까지 장애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지원 및 의무교육단계 학력인정의 제도적 타당성과 관련하
여 제기되는 문제 중의 하나는 이 제도를 통해 이들의 실질적인 학력(學力)을 담보할 수
있느냐이다. 왜냐하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력인정 기준은 인정받을 수 있는 학습지
원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와 시간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각 학습지원 프로그램이 이수 기
준으로 ‘평가’가 제외되거나 필수가 아닌 상황에서, 이들이 참여하는 학습의 질과 학습의
결과로서 학력(學力)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제언)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소정의 심의 과정을 통해 ‘사전

지정’하는 접근에서 나아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의 흥미에 따른 학습을 위해 자발적
으로 선택하고 이수한 학습과정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학력인정이 가능한 체제로 나아가
야 한다. ‘사전 인정’받은 프로그램에 국한한 학습지원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기존 학
교교육의 틀을 벗어난 학습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
들이 스스로 찾아서 선택한 다양한 학습과정에 대해서 ‘사후 심의’하여 학력인정이 가능
한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사회인으로서 적응하지 못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들도 자신의 생계, 자아실현 등을 위
해 구직에 대한 관심은 크며, 이를 위해 학원 등에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
어, 미용학원에서 이수한 과정이 있을 수 있다. 만약 이와 같은 다양한 학습과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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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
한 학습지원과 학력인정제도의 당초 취지에 부합한다. 이러한 접근이 학교 밖 청소년들
의 ‘비형식학습(informal)’을 인정해 주는 접근이라면, ‘무형식학습(unformal)’의 인정을
통해서도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접근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직장에서 경험
하는 직무활동을 학습경험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이들의 직무경험을 직
업계고의 현장실습 등과 동일하게 인정하자는 것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의 질과 학습결과로서 최소한의 성
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portfolio) 형식의 평가 방법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평가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당위성만이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이 자발적으
로 찾아서 학습한 다양한 학습경험, 즉 비형식·무형식학습을 인정할 수 있는 평가 방식
으로 의미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비형식·무형식학습은 학습
과정 하나하나를 특정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기존 지정심의의 틀 안에서는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학교 밖 청소년 공교육비 보조금 지원 확대

(문제제기)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지원 및 의무교육단계 학력인정과 관련하여 생기는

의문은 과연 이들에게 정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1인당 공교육비의 어느 정도나 지
원되고 있는가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정규 학교교육을 벗어난 학생들로 이들에 대한
공교육비를 산정하거나, 무작정 일반적인 학생 수준의 공교육비 지원을 주장하기는 어렵
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지원 및 의무교육단계 학력인정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
은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기관·시설에 대한 최소한 보조금뿐이며,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조금은 없다. 이로 인해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기관·시설의 입장에서는 보다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렵다. 학교 밖
청소년의 입장에서도 자신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기 어렵다. 이는 결국, 일부 보
조금 지원에 의해 운영되는 제한된 학습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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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확대와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공교육비 보조금을 산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최
근 미국 아이오와 주(Iowa State)의 경우, 사립학교와 홈스쿨링에 공교육비를 투자하는
내용의 법안을 채택하였다. 이는 공교육을 제공하는 사립학교의 학생뿐만 아니라 홈스쿨
링을 받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도 교육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조금 규모는
미국 전국 평균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보조금과 같은 수준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
다53). 우리나라의 경우 홈스쿨링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홈스쿨링
학생이 학교교육을 벗어난 학교 밖 청소년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미국의 사례를 참
고할 필요가 있다. 공교육비 보조금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이 희망하는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이를 통해 학
교 밖 청소년들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신설에 참여하는 교육기관·시설이 대폭 많
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바우처(voucher)
형태가 될 수도 있다.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고등학교 단계로의 확대

(문제제기)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고려할 때, 학교 밖 학습지원과 학력인정이 가장

필요한 대상은 고등학교 단계의 학업중단학생이다. 학습지원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로
고등학교 단계 학습자의 꾸준한 문의가 있으나 한편으로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대입과의
연관관계를 고려할 때 악용의 우려가 크다는 점 등으로 반론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의 이탈 문제에 있어 가장 초점이 되는 대상인 고등학교 단
계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언) 청소년의 학업중단 사유는 다양하다고 할 수 있으나, 기존의 획일적인 학교교육

의 체제가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
대를 맞이하여 교육 패러다임의 주요한 변화로 디지털을 활용한 개방적이고 확장적인 학
습환경, 학습자중심 개별화 교육, 학교체제의 유연화 그리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학습경
53)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국가별 교육동향(2019.3.13.), ‘[미국] 아이오와 주,
사립학교와 홈스쿨링 학생에게 공교육비 지원 예정’ (검색일: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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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바탕으로 하는 학교 밖 학습인증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류방란 외, 2018), 학교 밖
학습지원 및 학력인정 기회의 확대는 이와 같은 교육적 변화 요구와도 통하는 측면이
있다. 학교 밖 학습지원 및 학력인정 기회 확대는 미래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교육적 변화
기대, 즉 기존의 획일적인 학교교육의 틀에서 벗어난 유연한 학습체제, 맞춤형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와 부합하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미 고교학점제에서 학교 밖 학습경험에 대한 인정을 고려하는 점 등을 생각해 볼
때, 대입에 초점을 둔 정책이 아닌 대입과 관계없이 진로·직업·훈련 등을 폭넓게 인정함
으로써 고등학교 학력 취득이 가능한 제도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근시안적, 정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심도깊은 연구와 협의
가 뒷받침되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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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ccreditation of learning support program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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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program accreditation measures
(evaluation tools and accreditation promotion system)’ to support adolescents
outside of school and to support quality-guaranteed customized learning for
school-dropout adolescents who are relatively alienated from public education
benefits by utiliz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to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opportunities for accreditation of their level of education. Specifically, the study
focuses on promoting the establishment of a stable and systematic learning
support system for school-dropout adolescents by setting evaluation criteria to
determine the quality of various out-of-school education programs in the region
and by preparing comprehensive accreditation measures including scope of
accreditation targets, promotion system, and accreditation procedur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provide ① necessary criteria for the gradual
expansion of the recognition program for out-of-school students’ level of
education, from the current limited basis at the pilot stage to various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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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non-profit/private) and methods and areas (institutional unit/program
unit/online/offline). Also,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② as a standard
for quality control for the accreditation program for out-of-school students.
Furthermore, they could be used as a guideline for developing programs for
school-dropout adolescents.
The four core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o explore the need for
learning support for adolescents outside of school, to draw implications for
developing new program-accreditation measures by analyzing the results of a pilot
project for supporting school-dropout adolescents, to propose accreditation
measures for adolescents outside of school, and to suggest a task for implementing
the proposed accreditation measures. In order to reach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relevant literature analysis, conferences with experts and researchers,
delphi survey (two times), simulation evaluation, and expert forum were utilized
as research methods. Chapter I presents the study model by compiling the details
and methods.
Chapter II identified the concept of out-of-school adolescents and provided the
status of learning support for them. Chapter III was intended to investigate and
analyze research related to accreditation and accreditation evaluation cases, and
to obtain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measures to accredit learning
support programs. Chapter IV focused on the current status and the pending issues
of the implementation process and performance of the pilot project of learning
support and the designated review (or deliberation) of the learning support
program for school-dropout adolescents. Through this process, this study tried to
navigate the direction of the accreditation program for out-of-school students that
were newly developed. Chapter V proposed the direction, assessment tools, and
the promotion system of accreditation for school-dropout adolescents in a draft
developed by this research team. Chapter VI presented the process of validating
the draft presented in Chapter IV. Delphi surveys of assessment tools and
accreditation promotion systems (two times) were conducted, and the draft was

232

Abstract

revis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delphi surveys. In addition, the revised draft
was supplemented by conducting a simulation assessm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delphi surveys and the simulation assessment, the final proposal for the
accreditation of the learning support program for out-of-school adolescents
(evaluation tools and accreditation promotion system) was suggested. Finally,
Chapter VII presented future challenges for utilizing the accreditation measures
(assessment tools and accreditation promotion system) proposed by this research
team.
The direction of accreditation of learning support programs for out-of-school
adolescents was set as follows. First, it should ensure that a variety of learning
support programs, which meet the needs of out-of-school learners, are available
and provided. Secondly, it should be able to provide quality programs that are
static and verified so that the school-dropout adolescents’ level of education at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can be recognized. Third, it should include
on-site assessment ensuring the quality of the learning support programs, and at
the same time, active participation should be considered in the initial stage for
various

institutions

to

participate.

Fourth,

the

indicators

of

assessment

accreditation should be simplified, and duplicate indicators and formal indicators
should be reduced. Fifth, it include learning contents, learning management,
learner suppor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out-of-school adolescents.
The following are the initiatives for the accreditation of learning support
programs for out-of-school adolescents. First, the purpose of accreditation is to
review and evaluate various education programs outside of school and to certify
them as a learning support program that can accredit the level of education at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Second, the targets of accreditation are a
variety of education programs that correspond to th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level operated (or commissioned) by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 or
public institutions. Third, the application type includes both attendance-based and
remote-class-based programs, and can be applied on an institutional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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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based basis at the time of application. Fourth, the content area of the
program for school-dropout adolescents should be in the four areas of ‘education
supplementation (coursework),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cultural arts,
liberal arts and civic education’. Fifth, the review of accreditation should be
conducted by organizing a review committee. Sixth, the accreditation assessment
is carried out with a document evaluation and a on-site evaluation, which consists
of the first basic requirement evaluation and the second program operation
evaluation. Seventh, the assessment method is determined to be disqualified if any
of the assessment indexes are not suitable for the assessment of the basic
requirements. Evaluation of the program operation is conducted after assessment
of the basic requirements, and if the total score is less than 70 points, it is judged
that the program is eliminated.
An assessment tool for the accreditation of school-dropout adolescents learning
support programs was presented in two categories: attendance-based classes and
remote-based classes. Also, separate indicators were proposed for application of
program units and agency units.
For application of program unit for attendance-based classes, it consists of
assessment of basic requirements and assessment of program operation. First, the
assessment of basic requirements presented ① ‘purpose of the institution and
suitability’, ‘stability of agency operation’, and ‘program operation performance’
indicators as evaluation indexes of the operator characteristics, ② ‘compatibility
of training personnel and instructor qualifications’ and ‘suitability for quality
management of instructors’ indicators as evaluation indexes for dedicated
personnel and teaching materials, ③ ‘relevance of education space’ and ‘suitability
of securing and managing educational facilities’ indicators as education
environment evaluation index were presented. In the assessment of program
operation ① the ‘feasibility of education purpose’ indicator as an evaluation index
of education target items, ② ‘adequacy of the training operation plan’ and
‘relevance of education contents and methods’ indicators as evaluation index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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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contents and method items, ③ ‘accuracy of program management’,
‘adequacy of learner’s support’, and ‘relevance of program improvement system’
indicators as evaluation index for learner and program management were
presented.
In the case of an agency-level application for attendance-based classes, it also
consists of a basic requirement evaluation and a program-operating assessment.
The basic requirements assessment indicators are the same as those of application
of program units. In the assessment of program operation performance items in
the previous year, ‘the operation performance of previous year program’ and
‘relevance of previous year’s program contents’ indicators, ② ‘relevance of
program operation plans and contents’ and ‘adequacy of program operation and
outcome management’ indicators as evaluation index of operation plan items, ③
‘adequacy of learner care and support’ indicator as evaluation index of learner
care were presented.
In the case of remote-based classes based on attendance-based classes,
‘adequacy of implementing remote classroom content’, ‘operating performance of
remote class programs’, ‘adequacy of securing facilities for remote education’,
‘adequacy of securing platforms’, and ‘adequacy of personal information and
security management system’ indicators were modified and suggested.
For the effective use of the program accreditation system of learning support
program for school-dropout adolescents and the assessment tools, a gradual
expansion plan and an improvement plan that reflects the learner’s characteristics
were proposed as future challenges.

Keyword: out-of-school adolescents, learning support program, accreditation
promotion system, accreditation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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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평가 신청
양식(안)

부 록

[부록 1] 1,2차 델파이조사지(출석수업기반)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도구 개발’을 위한
델파이 조사(1차: 출석수업기반)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중에도 본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델파이 조사(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하여 연구진이 개발
한 프로그램 인증 방향 및 도구(안)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 받고 수정 및 보완 의견을 수
렴하고자 하오니, 전문가 선생님들의 고견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델파이 조사
의 전체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델파이 조사 계획
◦ 총 2차에 걸쳐 실시
1차
인증 방향 및 방법, 평가도구
타당성에 대한 의견 수렴

1차 결과 수합 및 수정
▶

1차 델파이 결과를 반영한
수정∙보완

2차
▶ 인증 방안 전반에 대한 최종
의견 수렴

바쁘시겠지만 이 연구가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인정 및 학습지원을 위한 방
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의견은 연구 자료로만 활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연구책임자 김 은
공동연구진 손 찬
이 윤
백 선
윤 수
윤 현
연 구 원 김 지

영
희
희
희
경
희
현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경인교육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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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파이 조사 응답 방법 ▣

응답방법

회송처
회송일자

(전자우편 회송) jihyun@kedi.re.kr
1차 : 2019년 9월 19일(목) 오후 6시까지
※ 2차는 9월말 실시 예정(추후 안내)
총 2개 파일

회송자료

① 본 델파이 조사 파일
②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

문의처

- 김지현 : 043) 530-9424 / jihyun@kedi.re.kr
- 김은영 : 043) 530-9575 / eykimedu@kedi.re.kr

▣ 델파이 조사 참여 동의서 ▣
연구의 취지에 따라 델파이 조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명

(인)

자택주소

계좌번호

(은행명:

)

주민번호

※ 소정의 사례비 지급(2차 조사까지 참여 완료 시 30만원 지급 예정)을 위해서는 주민
번호 기재가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정보는
연구 목적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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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방안(안)
▪ ‘학교 밖 청소년 학력인정 및 학습지원 사업’은 의무교육단계에서 미취학 또는 학업중단으로 학교를 벗어
난 청소년에게 학교 밖에서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발굴・제공하고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 2019년 현재 시범운영 중으로, 본 연구는 시범운영 단계 이후 사업의 확대 및 효과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에, 시범운영 단계의 운영 내용을 개선하여 연구진(안)을 제안함.
1) 인증 목적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2항을 근거로, 학교 밖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평가하
여 초·중학교 학력인정이 가능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으로 인증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
습지원 및 학력인정의 기반 조성
2) 인증 방식
⚪ (운영주체) 학교 밖 청소년의 초·중학교 학력인정 및 학력인정이 가능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인정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으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이 지정한 위탁운영기관인 전문기관(한국교육개발
원)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
⚪ (참여대상) 참여 가능한 대상은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또는 위탁운영)하는 초·중학교 단
계에 해당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함.
※ 시범운영 이후, 단계적으로 참여대상을 확대할 예정임.
⚪ (신청유형)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은 출석수업 기반과 원격수업 기반 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하며, (1) 프로그램 단위와 (2) 기관 단위로 신청할 수 있음.
(1) 프로그램 단위

(2) 기관 단위

출석수업 기반 프로그램

(조건) 프로그램 단위로 인증받은 학교 밖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최소 2개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관

원격수업 기반 프로그램

⚪ (프로그램 영역)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내용 영역은 ‘학력보완(교과학습), 직업교육·훈
련, 문화예술, 인문교양·시민교육’의 4영역을 포함함.
3) 인증평가 절차 및 방법

1차평가

기본요건
평가

2차평가

프로그램 운영
평가

서류
평가

평가지표 중 미적합 등급*이
지표별 등급평가
있는 경우, 부적합(탈락) 판정
➜
(A～E 등급)
* 프로그램 단위 E등급,
(정량 또는 정성평가)
기관 단위 D등급 이하
100점 만점 평가
(정성평가)

➜

총점 70점 미만
부적합(탈락) 판정

➜

영역별 70점 미만
부적합(탈락) 판정

* 2차평가 결과에 따라 3차평가 실시여부 결정
실사
평가

3차평가

서류평가 내용의 점검,
확인 평가
(기본요건, 프로그램
운영)

평가영역별
100점 만점 평가
(실사, 정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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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유형별 평가지표
[출석수업 기반]
⚪ 프로그램 단위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1.1.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

1. 운영기관 특성
Ⅰ. 기본
요건

1.3. 프로그램 운영 실적
2. 전담인력 및 교·강사
3. 교육환경
1. 교육목표

Ⅱ. 프로그램
운영

1.2. 기관 운영의 안정성

2. 교육내용 및 방법

2.1. 전담인력 및 교·강사 자격 적합성
2.2. 전담인력 및 교·강사 질 관리 적절성
3.1. 교육공간의 적합성
3.2. 교육시설 확보 및 관리의 적절성
1.1. 교육목표의 타당성 및 구체성
2.1.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2.2 교육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3.1. 교육과정 관리 방안의 적절성

3. 학습자 관리

3.2. 학습자 지원 방안의 적절성
3.3. 프로그램 만족도 제고 노력

⚪ 기관 단위 (※ 기관 단위 신청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의 자율성 부여)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1.1.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

1. 운영기관 특성
Ⅰ. 기본
요건

1.3. 프로그램 운영 실적
2. 전담인력 및 교·강사
3. 교육환경
1. 전년도 운영 실적

Ⅱ. 프로그램
운영

1.2. 기관 운영의 안정성

2. 운영계획
3. 학습자 관리

2.1. 전담인력 및 교·강사 자격 적합성
2.2. 전담인력 및 교·강사 질 관리 적절성
3.1. 교육공간의 적합성
3.2. 교육시설 확보 및 관리의 적절성
1.1.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실적
1.2. 전년도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
2.1.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내용 적절성
2.2. 프로그램 운영 및 결과 관리의 적절성
3.1. 학습자 관리 방안의 적절성

[원격수업 기반] ※ 원격수업 기반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해당영역 전문가 대상으로 별도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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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파이 조사 문항 ▣
1. 현재, 학교 밖 청소년 학력인정 사업 시범운영 단계에서는 사업목적 및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기관(과도한 종교 및 국제교육, 영리 목적,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하
여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
서만 인증 가능하도록 참여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자격 1>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 운영 프로그램
<자격 2>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p
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②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③ 평생학습관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직업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⑤ 소년원학교
⑥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를 통해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청소년수련관, 국립수련시설 등)

시범운영 이후,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참여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3 참조)

2. 향후,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제공 기관을 확대한다면 어떤 기관이 적절하다고 생
각하십니까? 아래 제시된 대상별로 의견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어떤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참여 가능할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예시를 들어 제안하여 주십시오.
참여 자격

기관 예시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

청소년쉼터, 직업전문학교(학원) 등

(2) 평생교육법에 근거,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사립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언론기관 제공 평생교육프로그램 등

(3) 공식적으로 등록(인증)된 학교 밖의 교육프
로그램

꿈길(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인증기관, 직업계
고 산업체현장실습기관 등

(4) 민간 비영리기관 운영 교육프로그램

작은도서관, YMCA 등

(5) 민간 영리기관 운영 교육기부(무상) 프로그램

00기업 경제캠프 등

(6) 기타 (

)

참여 확대
동의
여부(0/X)

※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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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인증을 위한 평가지표(안)입니다. 신청유형별로 프로그램 단위와
기관 단위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각각의 평가영역은 기본요건 및 프로그램 운영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프로그램 단위 신청유형의 평가지표(안) 입니다. 영역별로 제시된 평가지표(안)
을 검토하시고, 각 내용이 적절한지 문항별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단위
Ⅰ. 기본요건 영역(1차 서류평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의무교육단계 학력인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여건이 마련되었는지를 평가함.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1.1.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

1. 운영기관 특성

1.2. 기관 운영의 안정성
1.3. 프로그램 운영 실적

Ⅰ. 기본요건

2.1. 전담인력 및 교·강사 자격 적합성

2. 전담인력 및 교·강사

2.2. 전담인력 및 교·강사 질 관리 적절성
3.1. 교육공간의 적합성

3. 교육환경

3.2. 교육시설 확보 및 관리의 적절성

3. 본 사업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프로그램 단위 신청의 기본요건을 평가하는데 있어 다음
각 평가항목이 ①적절한지(타당성) 또한 ②얼마나 중요한지(중요성)에 대해 O를 표시
해주시고, ③항목에 대해 검토 의견이 있으신 경우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① 타당도
Ⅰ. 기본요건
평가항목

1. 운영기관 특성
2. 전담인력 및 교·강사
3. 교육환경
③ 항목 수정 및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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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타당하지
타당하지
않다
않다

보통
이다

② 중요성
타당
하다

매우
매우
중요하지
중요하지
타당하다
않다
않다

보통
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부 록

* 다음은 기본요건 영역의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입니다.
4. 아래 평가항목(Ⅰ.1. 운영기관 특성)에 대한 평가지표가 ①적절한지(타당성) 또한 ②얼
마나 중요한지(중요성)에 대해 O를 표시해 주십시오. 또한, ③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항목

평가지표
1.1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

1. 운영 1.2 기관 운영의
기관
안정성
특성
1.3 프로그램 운영
실적

1. 운영기관 특성
평가지표
1.1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
1.2 기관 운영의 안정성
1.3 프로그램 운영 실적
③ 지표 및 기준에 대한
견해

평가기준
1.1.1 기관의 설립목적 및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학교 밖 청소년에게 의미
있는 양질의 교육을 기획, 제공하기에 적절한 기관인지 평가
1.1.2 기관의 비영리성 및 교육적 중립성 확보 여부 평가
1.2.1 기관의 사업 규모, 인력 현황, 재정 지원 등을 고려할 때, 학교 밖 청소년
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에 충분한지 평가
1.2.2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평가
- 제공 프로그램에 대해 적정한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가, 강사비, 교재비,
기타 학습자를 위한 지원금이 책정되어 있는지 등
1.3.1 아래 3개 항목 중 2개 이상 충족
- 최근 2년간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한 실적이 3개 프로그램 이상
- 최근 2년간 교육프로그램 90시간 이상 운영
- 최근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
① 타당도
매우
타당하지 보통
타당
타당하지
않다
이다
하다
않다

② 중요성
매우
매우
중요하지 보통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지
타당하다
않다
이다
중요하다
않다

(예시) 1.1 평가지표는 ...
1.1.1 평가기준은 ...

5. 아래 평가항목(Ⅰ.2. 전담인력 및 교·강사)에 대한 평가지표가 ①적절한지(타당성) 또한
②얼마나 중요한지(중요성)에 대해 O를 표시해 주십시오. 또한, ③평가지표 및 평가기
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항목

2. 전담
인력 및
교·강사

평가지표
2.1 전담인력 및
교·강사 자격
적합성
2.2 전담인력 및
교·강사 질
관리 적절성

평가기준
2.1.1 필수이수 교과인 국어, 사회/도덕(역사포함)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
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1.2 선택교과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강사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지도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 및 실
무능력 소지자(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 학교 밖 청소년 업무 전
담자 포함)
2.2.1 교·강사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고 있는지 평가
2.2.2 교·강사 강의시수, 강사료 책정, 연수 등 질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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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타당도
2. 전담인력 및 교·강사
평가지표

매우
타당하지
타당하지
않다
않다

보통
이다

② 중요성
타당
하다

매우 중요하
매우
중요하지 지
타당하다
않다
않다

보통
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2.1 전담인력 및 교강사
자격 적합성
2.2 전담인력 및 교강사
질 관리 적절성
③ 지표 및 기준에 대한
견해

(예시) 2.1 평가지표는 ...
2.1.1 평가기준은 ...

6. 아래 평가항목(Ⅰ.3.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지표가 ①적절한지(타당성) 또한 ②얼마나
중요한지(중요성)에 대해 O를 표시해 주십시오. 또한, ③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항목

평가지표
3.1 교육공간의
적합성

3. 교육
환경

평가기준
3.1.1 강의실 면적기준 = 최소기준면적(30㎡ 이상)+1㎡ 수용인원 1명 이하)
* 단 시·도의 여건상 학습 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시설·설비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10m²이상 30m²이하 범위에서 최소
기준 면적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 면적으로 함

3.2.1
3.2 교육시설 확보 및
관리의 적절성
3.2.2
3.2.3

교육프로그램의 목적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시설을 적절하게 갖추고 있
는지 평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를 확보하고 관리되는지 평가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계획이 있는지 평가
① 타당도

3. 교육환경
평가지표

매우
타당하지
타당하지
않다
않다

보통
이다

② 중요성
타당
하다

3.1 교육공간의 적합성
3.2 교육시설 확보 및 관리의
적절성
③ 지표 및 기준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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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3.1 평가지표는 ...
3.1.1 평가기준은 ...

매우
매우
중요하지
중요하지
타당하다
않다
않다

보통
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부 록

※ 이상 기본요건 영역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방법

1.1.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
1. 운영기관 특성
기본요건
평가
(1차
서류평가)

1.2. 기관 운영의 안정성
1.3. 프로그램 운영 실적

2. 전담인력 및
교·강사
3. 교육환경

2.1. 전담인력 및 교·강사 자격 적합성
2.2. 전담인력 및 교·강사 질 관리 적절성

지표별 등급평가 실시
(A～E 등급, 5단계 평가)
E등급이 하나라도 있으면,
부적합(탈락) 판정

3.1. 교육공간의 적합성
3.2. 교육시설 확보 및 관리의 적절성

7. 이처럼 기본요건에 대해 지표별 등급평가(5단계 평가) 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
각하십니까?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검토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8. 그 밖에 기본요건 평가를 위해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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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프로그램 운영 영역(2차 서류평가)에서는 프로그램의 목표 적합성, 운영 체계성, 관리
적절성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이 충실히 계획되어 제공될 수 있는지를 평가함.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1. 교육목표

1.1. 교육목표의 타당성 및 구체성
2.1.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2. 교육내용 및 방법

2.2. 교육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Ⅱ. 프로그램
운영

3.1. 교육과정 관리 방안의 적절성
3. 학습자 관리

3.2. 학습자 지원 방안의 적절성
3.3. 프로그램 만족도 제고 노력

9. 본 사업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프로그램 단위 신청의 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평
가하는데 있어 다음 각 평가항목이 ①적절한지(타당성) 또한 ②얼마나 중요한지(중요
성)에 대해 O를 표시해주시고, ③항목에 대해 검토 의견이 있으신 경우 자유롭게 기
술해 주십시오.
① 타당도
Ⅱ. 프로그램 운영
평가항목

1. 교육목표
2. 교육내용 및
방법
3. 학습자 관리
③ 항목 수정 및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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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타당
하지
않다

타당
하지
않다

보통
이다

② 중요성
타당
하다

매우
타당
하다

매우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부 록

* 다음은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입니다.
10. 아래 평가항목(Ⅱ.1. 교육목표)에 대한 평가지표가 ①적절한지(타당성) 또한 ②얼마나
중요한지(중요성)에 대해 O를 표시해 주십시오. 또한, ③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평가항목

평가지표

1. 교육
목표

1.1 교육목표의
타당성 및
구체성

평가기준
1.1.1 프로그램의 교육목표가 학교 밖 학력인정을 위한 학습자의 특성과 요
구에 비추어 적절한지 평가
1.1.2 교육목표가 운영 영역별 특성과 요구에 비추어 적절한지 평가
1.1.3 교육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
① 타당도

1. 교육목표
평가지표

매우
타당하지
타당하지
않다
않다

보통
이다

② 중요성
타당
하다

매우
매우
중요하지 보통
중요하지
타당하다
않다
이다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1 교육목표의 타당성 및 구체성
③ 지표 및 기준에 대한
견해

(예시) 1.1 평가지표는 ...
1.1.1 평가기준은 ...

11. 아래 평가항목(Ⅱ.2. 교육내용 및 방법)에 대한 평가지표가 ①적절한지(타당성) 또한
②얼마나 중요한지(중요성)에 대해 O를 표시해 주십시오. 또한, ③평가지표 및 평가
기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항목

평가지표
2.1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2. 교육내용
및 방법 2.2 교육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평가기준
2.1.1 교육목표에 따른 학습계획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평가
2.1.2 교육과정에 따른 시수가 적절한 수준인지 평가
2.2.1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이 연계되어 있으며, 교육내용이 영역 및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에 비추어 적절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
2.2.2 적절한 강의방식과 수업자료를 활용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평가
① 타당도

2. 교육내용 및 방법
평가지표

매우
타당하지
타당하지
않다
않다

보통
이다

② 중요성
타당
하다

매우
매우
중요하지
중요하지
타당하다
않다
않다

보통
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2.1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2.2 교육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③ 지표 및 기준에 대한 견해

(예시) 2.2 평가지표는 ...
2.1.2 평가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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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아래 평가항목(Ⅱ.3. 학습자 관리)에 대한 평가지표가 ①적절한지(타당성) 또한 ②얼
마나 중요한지(중요성)에 대해 O를 표시해 주십시오. 또한, ③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항목

평가지표
3.1 교육과정
관리 방안의
적절성

평가기준
3.1.1 학습자 출결 관리, 학습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이 충분히 지원되는지 평가
3.1.2 프로그램 이수 기준이 적절한지, 이수 결과에 대한 관리 방안이 적절한지
평가

3. 학습자 3.2 학습자 지원
3.2.1 사업 취지 및 프로그램 안내, 학습 상담 등 학습자 관리와 지원을 위한
관리
방안의 적절성
준비가 되어있는지 평가
3.3 프로그램
만족도 제고
노력

3.3.1 프로그램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개선 체계가 있는지 평가
- 프로그램 평가 계획(기준, 절차, 방법 등)
- 학습자 만족도 조사 등
① 타당도

3. 학습자 관리
평가지표

매우
타당하지
타당하지
않다
않다

보통
이다

② 중요성
타당
하다

3.1 교육과정 관리 방안의 적절성
3.2 학습자 지원 방안의 적절성
3.3 프로그램 만족도 제고 노력
③ 지표 및 기준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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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3.1 평가지표는 ...
3.2.1 평가기준은 ...

매우
매우
중요하지
중요하지
타당하다
않다
않다

보통
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부 록

※ 이상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영역

평가항목
1. 교육목표

평가지표

평가방법

1.1. 교육목표의 타당성 및 구체성

Ⅱ.프로그램 2. 교육내용 및 방법 2.1.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2.2. 교육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운영
(2차
3.1. 교육과정 관리 방안의 적절성
서류평가) 3. 학습자 관리
3.2. 학습자 지원 방안의 적절성

1.1에서 3.3까지 총 6개 지표
총점 100점 만점에 대해 70%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탈락) 판정

3.3. 프로그램 만족도 제고 노력

13. 이처럼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경우, ‘총점의 70% 미만 부적합(탈락)’으로 판정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검토 의견을 자유롭게 기
술해 주십시오.

14.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평가지표별로 점수를 배분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점 100점)
Ⅱ. 프로그램 운영 영역
평가항목
1. 교육목표

평가지표

지표별 배점
(총점 100점)

1.1. 교육목표의 타당성 및 구체성

2. 교육내용 및 방법

2.1.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2.2. 교육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3.1. 교육과정 관리 방안의 적절성

3. 학습자 관리

3.2. 학습자 지원 방안의 적절성
3.3. 프로그램 만족도 제고 노력

합계

0

15.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 영역 평가를 위해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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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기관 단위 신청유형의 평가지표(안)입니다. 영역별로 제시된 평가지표(안)를 검토
하시고, 각 내용이 적절한지 문항별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 단위
* 기관 단위 신청은 프로그램 단위로 인증받은 학교 밖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최소 2개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인증 이후 프로그램 운영의 자율성 부여

Ⅰ. 기본요건 영역(1차 서류평가)의 평가항목 및 지표는 프로그램 단위와 동일하며, 평가
방법에서 부적합(탈락) 등급기준의 차이가 있음.
평가영역

평가항목
1. 운영기관
특성

기본요건
평가
2. 전담인력 및
(1차 서류평가)
교·강사
3. 교육환경

평가지표

평가방법

1.1.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
1.2. 기관 운영의 안정성
1.3. 프로그램 운영 실적

지표별 등급평가 실시
(A～E 등급, 5단계 평가)

2.1. 전담인력 및 교·강사 자격 적합성
2.2. 전담인력 및 교·강사 질 관리 적절성
3.1. 교육공간의 적합성

D등급이 하나라도 있으면,
부적합(탈락) 판정

3.2. 교육시설 확보 및 관리의 적절성

16. 본 사업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기관 단위 신청의 기본요건 평가항목과 지표에서
프로그램 단위 신청과 차별을 두어야 할 점이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기술해
주십시오.

17. 이처럼 기관 단위 신청의 기본요건에 대해 지표별 등급평가(5단계 평가) 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검토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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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단위 신청유형의 Ⅱ. 프로그램 운영 영역(2차 서류평가)에서는 전년도 운영 실적,
체계적 운영 계획, 관리 적절성 등에 비추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1.1.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실적

1. 전년도 운영 실적
Ⅱ. 프로그램
운영

1.2. 전년도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
2.1.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내용의 적절성

2. 운영계획

2.2. 프로그램 운영 및 결과 관리의 적절성

3. 학습자 관리

3.1. 학습자 관리 방안의 적절성

18. 본 사업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기관 단위 신청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평가하는
데 있어 다음 각 평가항목이 ①적절한지(타당성) 또한 ②얼마나 중요한지(중요성)에
대한 의견에 O를 표시해주시고, ③항목에 대해 검토 의견이 있으신 경우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① 타당도
Ⅱ. 프로그램 운영 평가 매우
타당하지
항목
타당하지
않다
않다

보통
이다

② 중요성
타당
하다

매우
매우
중요하지
중요하지
타당하다
않다
않다

보통
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전년도 운영 실적
2. 운영계획
3. 학습자 관리
③ 항목 수정 및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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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기관단위 신청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입니다.
19. 아래 평가항목(Ⅱ.1. 전년도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지표가 ①적절한지(타당성) 또한
②얼마나 중요한지(중요성)에 대해 O를 표시해 주십시오. 또한, ③평가지표 및 평가
기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기준
1.1 전년도 프로그램 1.1.1 기관 규모를 고려하여 전년도 운영한 프로그램의 수와 학습자 수 등
운영 실적
전년도 운영 실적이 적절한지 평가
1. 전년도
1.2.1 전년도 운영한 프로그램 내용이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학업중단학생 학
운영 실적 1.2 전년도 프로그램
습자의 특성과 요구에 비추어 적절한지 평가
내용의 적절성
1.2.2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결과(참석자 만족도조사, 강의평가 등) 평가
1. 전년도 운영 실적
평가지표

① 타당도
매우
타당하지 보통
타당
타당하지
않다
이다
하다
않다

② 중요성
매우
매우
중요하지 보통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지
타당하다
않다
이다
중요하다
않다

1.1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실적
1.2 전년도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
③ 지표 및 기준에 대한 견해

(예시) 1.1 평가지표는 ...
1.1.1 평가기준은 ...

20. 아래 평가항목(Ⅱ.2. 운영계획)에 대한 평가지표가 ①적절한지(타당성) 또한 ②얼마나
중요한지(중요성)에 대해 O를 표시해 주십시오. 또한, ③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평가항목

2. 운영
계획

평가지표
2.1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내용의 적절성

2.2 프로그램 운영 및
결과 관리의 적절성

2. 운영계획
평가지표

평가기준
2.1.1 영역 구분에 따라 교·강사 자격, 프로그램의 종류, 구분(필수/선택),
이수 시수가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계획되었는지 평가
2.1.2 영역별 프로그램의 교육목표와 내용이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학업중단
학생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에 비추어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적절하게
계획되었는지 평가
2.2.1 프로그램 이수 기준이 적절한지, 이수 결과 관리 방안이 적절한지 평가
2.2.2 프로그램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개선 체계가 있는지 평가
- 학습자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반영 등
① 타당도
매우
타당하지 보통
타당
타당하지
않다
이다
하다
않다

2.1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내용의 적절성
2.2 프로그램 운영 및 결과
관리의 적절성
③ 지표 및 기준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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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1 평가지표는 ...
2.1.1 평가기준은 ...

② 중요성
매우
매우
중요하지 보통
매우
중요하지
중요하다
타당하다
않다
이다
중요하다
않다

부 록

21. 아래 평가항목(Ⅱ.3. 학습자 관리)에 대한 평가지표가 ①적절한지(타당성) 또한 ②얼
마나 중요한지(중요성)에 대한 의견에 O를 표시해 주십시오. 또한, ③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평가항목

평가지표

3. 학습자 3.1 학습자 관리
관리
방안의 적절성

평가기준
3.1.1 학습자 출결 관리, 학습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이 충분히 지원되는지 평가
3.1.2 사업 취지 및 프로그램 안내, 학습 상담 등 학습자 관리와 지원을 위한
준비가 되어있는지 평가
① 타당도

3. 학습자 관리
평가지표

매우
타당하지
타당하지
않다
않다

보통
이다

② 중요성
타당
하다

매우
매우
중요하지
중요하지
타당하다
않다
않다

보통
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3.1 학습자 관리 방안의
적절성
③ 지표 및 기준에 대한
견해

(예시) 3.1 평가지표는 ...
3.1.1 평가기준은 ...

※ 이상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영역

평가항목
1. 전년도 운영 실적

Ⅱ.프로그램
운영
(2차 서류평가) 2. 운영 계획
3. 학습자 관리

평가지표

평가방법

1.1.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실적
1.2. 전년도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
2.1.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내용의 적절성
2.2. 프로그램 운영 및 결과 관리의 적절성

1.1에서 3.1까지 총 5개 지
표 총점 100점 만점에 대해
70%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탈락) 판정

3.1. 학습자 관리 방안의 적절성

22. 이처럼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경우, ‘총점의 70% 미만 부적합(탈락)’으로 판정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검토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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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평가지표별로 점수를 배분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점 100점)
프로그램 운영 영역
평가항목
1. 전년도 운영 실적

2. 운영 계획
3. 학습자 관리

평가지표

지표별 배점
(총점 100점)

1.1.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실적
1.2. 전년도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
2.1.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내용의 적절성
2.2. 프로그램 운영 및 결과 관리의 적절성
3.1. 학습자 관리 방안의 적절성

합 계

0

24.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 영역 평가를 위해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25. 초·중학교 단계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인정과 학습지원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실행
되기 위해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방안(안) 및 학교 밖 청소년 학습
지원 프로그램 인증의 방향 및 방식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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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도구 개발’을 위한
델파이 조사(2차: 출석수업기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본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차 조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
그램 인증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델파이 조사(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지원과 학력인정을 위한 프로그램 인증 방향 및 도구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지는 2차 델파이 조사지로,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 문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재수
렴하고자 합니다. 1차 조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다시 한 번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의 의견은 연구 자료로만 활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델파이 조사 계획
◦ 총 2차에 걸쳐 실시
1차
인증 방향 및 방법, 평가도구
타당성에 대한 의견 수렴

1차 결과 수합 및 수정
▶

1차 델파이 결과를 반영한
수정∙보완

2차
▶ 인증 방안 전반에 대한 최종
의견 수렴

바쁘시겠지만 이 연구가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인정 및 학습지원을 위한 방향을 설정
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생
님의 의견은 연구 자료로만 활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연구책임자 김 은 영 (한국교육개발원)
공동연구진 손 찬 희 (한국교육개발원)
이 윤 희 (한국교육개발원)
백 선 희 (경인교육대학교)
윤 수 경 (이화여자대학교)
윤 현 희 (한국교육개발원)
연 구 원 김 지 현 (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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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파이 조사 응답 방법 ▣

응답방법

회송처

(전자우편 회송) jihyun@kedi.re.kr

회송일자

2차 : 2019년 10월 8일(화) 오후 18시까지

회송자료

총 2개 파일
① 본 델파이 조사 파일
②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문의처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
- 김지현 : 043) 530-9424 / jihyun@kedi.re.kr
- 김은영 : 043) 530-9575 / eykimedu@kedi.re.kr

▣ 델파이 조사 참여 동의서 ▣
연구의 취지에 따라 델파이 조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 1차 제출한 경우 미제출
성명

(인)

자택주소

계좌번호

(은행명:

)

주민번호

※ 소정의 사례비 지급(2차 조사까지 참여 완료 시 30만원 지급 예정)을 위해서는 주민
번호 기재가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정보는
연구 목적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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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방안(안)
▪ ‘학교 밖 청소년 학력인정 및 학습지원 사업’은 의무교육단계에서 미취학 또는 학업중단으로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에게 학교 밖에서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발굴・제
공하고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 2019년 현재 시범운영 중으로, 본 연구는 시범운영 단계 이후 사업의 확대 및 효과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에, 시범운영 단계의 운영 내용을 개선하여 연구진이 개발한
인증 방안(안)을 제안함.
1) 인증 목적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2항을 근거로, 학교 밖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평가하
여 초·중학교 학력인정이 가능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으로 인증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습지
원 및 학력인정의 기반 조성
2) 인증 방식
⚪ (운영주체) 학교 밖 청소년의 초·중학교 학력인정 및 학력인정이 가능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인정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으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이 지정한 위탁운영기관인 전문기관(한국교육개발
원)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
⚪ (참여대상) 참여 가능한 대상은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또는 위탁운영)하는 초·중학교 단
계에 해당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함.
※ 시범운영 이후, 단계적으로 참여대상을 확대할 예정임.
⚪ (신청유형)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은 출석수업 기반과 원격수업 기반 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하며, (1) 프로그램 단위와 (2) 기관 단위로 신청할 수 있음.
(1) 프로그램 단위
출석수업 기반 프로그램
원격수업 기반 프로그램

(2) 기관 단위
(조건) 프로그램 단위로 인증받은 학교 밖 학습지원 프로그
램을 최소 2개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관

⚪ (프로그램 영역)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내용 영역은 ‘학력보완(교과학습), 직업교육·훈
련, 문화예술, 인문교양·시민교육’의 4영역을 포함함.
3) 인증평가 절차 및 방법

1차평가

기본요건
평가

지표별 등급평가
(A～E 등급)
(정량 또는 정성평가)

2차평가

프로그램 운영
평가

100점 만점 평가
(정성평가)

서류
평가

➜

평가지표 중 미적합 등급*이
있는 경우, 부적합(탈락) 판정
* 프로그램 단위 E등급,
기관 단위 D등급 이하

➜

총점 70점 미만
부적합(탈락) 판정

➜

영역별 70점 미만
부적합(탈락) 판정

* 2차평가 결과에 따라 3차평가 실시여부 결정
실사
평가

3차평가

서류평가 내용의
점검, 확인 평가
(기본요건, 프로그램
운영)

평가영역별
100점 만점 평가
(실사, 정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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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유형별 평가지표
[출석수업 기반]
⚪ 프로그램 단위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1.1.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

1. 운영기관 특성
Ⅰ. 기본
요건

1.3. 프로그램 운영 실적
2. 전담인력 및 교·강사
3. 교육환경
1. 교육목표

Ⅱ. 프로그램
운영

1.2. 기관 운영의 안정성

2. 교육내용 및 방법

2.1. 전담인력 및 교·강사 자격 적합성
2.2. 전담인력 및 교·강사 질 관리 적절성
3.1. 교육공간의 적합성
3.2. 교육시설 확보 및 관리의 적절성
1.1. 교육목표의 타당성
2.1. 교육 운영계획의 적절성
2.2 교육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3.1. 프로그램 관리의 적절성

3. 학습자 및 프로그램 관리

3.2. 학습자 지원의 적절성
3.3. 프로그램 개선 체계 적절성

⚪ 기관 단위 (※ 기관 단위 신청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의 자율성 부여)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1.1.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

1. 운영기관 특성
Ⅰ. 기본
요건

1.3. 프로그램 운영 실적
2. 전담인력 및 교·강사
3. 교육환경
1. 전년도 운영 실적

Ⅱ. 프로그램
운영

1.2. 기관 운영의 안정성

2. 운영계획
3. 학습자 관리

2.1. 전담인력 및 교·강사 자격 적합성
2.2. 전담인력 및 교·강사 질 관리 적절성
3.1. 교육공간의 적합성
3.2. 교육시설 확보 및 관리의 적절성
1.1.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실적
1.2. 전년도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
2.1.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내용의 적절성
2.2. 프로그램 운영 및 결과 관리의 적절성
3.1. 학습자 관리 및 지원의 적절성

[원격수업 기반] ※ 원격수업 기반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해당영역 전문가 대상으로 별도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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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파이 조사 문항 ▣
1. 현재, 학교 밖 청소년 학력인정 사업 시범운영 단계에서는 사업목적 및 취지에 적합
하지 않은 기관(과도한 종교 및 국제교육, 영리 목적,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의 참
여를 제한하기 위하여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아래 항
목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만 인증 가능하도록 참여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자격 1>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 운영 프로그램
<자격 2>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
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②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③ 평생학습관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직업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⑤ 소년원학교
⑥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를 통해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청소년수련관, 국립수련시설 등)

시범운영 이후,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참여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차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2차 의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의견
: 해당 번호에 0 표시

1차 결과
(1) 확대 찬성(5명)
(2) 확대 찬성, 단, 엄격한 인증 심의 및 질 관리 수반(6명)
(3) 공공기관으로 확대 찬성, 민간기관의 경우는 반대 혹은 시기상조(6명)
(4) 확대 결정 유보(3명)

2. 향후,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제공 기관을 확대한다면 어떤 기관이 적절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차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대상별 의견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
니다.
참여 자격

1차 결과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 (예시: 직업전문학교(학원) 등)
(2) 평생교육법에 근거,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계좌제 평가
인정 학습과정 (예시: 사립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언론기관 제공
평생교육프로그램 등)
(3) 공식적으로 등록(인증)된 학교 밖의 교육프로그램 (예시: 꿈길(자
유학기제 진로체험) 인증기관, 직업계고 산업체현장실습기관 등)

동의(O): 18명
반대(x): 2명

(4) 민간 비영리기관 운영 교육프로그램
(예시: 작은도서관, YMCA 등)

동의(O): 11명
반대(x): 9명

(5) 민간 영리기관 운영 교육기부(무상) 프로그램
(예시: 00기업 경제캠프, 진로체험버스 등)

동의(O): 6명
반대(x): 14명

2차 의견
: 확대 동의 여부(0/X)

동의(O): 19명
반대(x): 1명
동의(O): 20명
반대(x):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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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인증을 위한 평가지표(안)입니다.
신청유형별로 프로그램 단위와 기관 단위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각각의 평가영역은 기본요건 및 프로그램
운영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프로그램 단위 신청유형의 평가지표(안) 입니다. 영역별로 제시된 평가지표(안)을
검토하시고, 각 내용이 적절한지 1차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단위
Ⅰ. 기본요건 영역(1차 서류평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의무교육단계 학력인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여건이 마련되었는지를 평가함.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1.1.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

1. 운영기관 특성
Ⅰ. 기본
요건

1.2. 기관 운영의 안정성
1.3. 프로그램 운영 실적
2.1. 전담인력 및 교·강사 자격 적합성

2. 전담인력 및 교·강사

2.2. 전담인력 및 교·강사 질 관리 적절성
3.1. 교육공간의 적합성

3. 교육환경

3.2. 교육시설 확보 및 관리의 적절성

3. 본 사업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프로그램 단위 신청의 기본요건을 평가하는데 있어
다음 각 평가항목이 ①적절한지(타당성), ②얼마나 중요한지(중요성)에 대해 1차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O를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기본요건
평가항목

1

2

매우
타당하지
타당하지
않다
않다

① 타당도
3
4
보통
이다

타당
하다

5

1
2
1차
평균
매우
매우
중요하지
(표준 중요하지
타당하다
않다
편차)
않다

② 중요성
3
4
보통
이다

5

1차
평균
매우
(표준
중요하다
중요하다
편차)

1. 운영기관 특성

4.5점
(0.69)

4.5점
(0.69)

2. 전담인력 및
교·강사

4.5점
(0.76)

4.6점
(0.76)

3. 교육환경

4.4점
(0.75)

4.4점
(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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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기본요건 영역의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입니다.
4. 아래 평가항목(Ⅰ.1. 운영기관 특성)에 대한 평가지표가 ①적절한지(타당성), ②얼마나
중요한지(중요성)에 대해 1차 조사 결과(평균,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O를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차 조사 결과가 반영된 평가기준에 대해 ③수정 의견이 있으시면
기술해주십시오.
항목

평가지표
1.1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

1. 운영 1.2 기관 운영의
안정성
기관
특성
1.3 프로그램 운영
실적

평가기준
1.1.1 기관의 설립목적 및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학교 밖 청소년에게 의미
있는 양질의 교육을 기획, 제공하기에 적절한 기관인지 평가
1.1.2 기관의 비영리성, 교육적 중립성 확보 여부 평가
1.2.1 기관의 사업 규모, 인력, 재정 등을 고려할 때, 학교 밖 청소년에게 안정적
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에 충분한지 평가
1.2.2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평가
- 제공 프로그램에 대해 적정한 예산이 책정(또는 계획수립)되어 있는지, 강
사비, 교재비, 기타 학습자 지원 예산이 책정(또는 계획수립)되어 있는지 등
1.3.1 아래 3개 항목 중 2개 이상 충족
- 최근 2년간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한 실적이 3개 프로그램 이상
- 최근 2년간 매년 관련 교육프로그램 45시간 이상 운영
- 최근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1
2
매우
타당하지
타당하지
않다
않다

① 타당도
3
4

5

1
2
1. 운영기관 특성
1차
매우
평가지표
평균
보통
타당
매우
중요하지
중요하지
이다
하다 타당하다 (표준편차)
않다
않다
1.1 기관 목적 및 성격
4.7점
적합성
(0.67)
4.5점
1.2 기관 운영의 안정성
(0.69)
4.1점
1.3 프로그램 운영 실적
(0.72)
③ 평가기준(1.1.1~
- 수정 사항(삭제, 수정, 추가 등): 예시) 1.3.1
1.3.1)에 대한 견해

② 중요성
3
4
보통
이다

5

1차
평균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표준편차)
4.6점
(0.69)
4.5점
(0.60)
3.7점
(0.80)

4-(1). 1차 조사 결과, ‘1.3 프로그램 운영 실적’ 과 관련하여 신규기관이 참여할 수 있
도록 평가지표/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찬성
하십니까? (0 표시)
만약 신규기관이 참여하도록 한다면, 다음 중 어떤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1안. 현재 기준 유지, 신규기관 참여 반대
(
)
2안. 신규기관 참여 가능하도록 평가지표 및 기준 조정
(
)
*신규기관 참여 허용 시 평가 방안 (해당 번호에 0 표시)
(1) ‘프로그램 운영 실적’의 평가기준을 낮춘다
(2) 프로그램 단위 인증임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운영 실적’ 평가지표를 없앤다
(3) 현재 평가기준은 유지하되, 신규기관에 대한 별도조항을 둔다
(예: 신뢰할만한 기관일 경우, 프로그램 내용이 유익할 경우 등)
(4)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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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래 평가항목(Ⅰ.2. 전담인력 및 교·강사)에 대한 평가지표가 ①적절한지(타당성), ②
얼마나 중요한지(중요성)에 대해 1차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O를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차 조사 의견이 반영된 평가기준에 대해 ③수정 의견이 있으면 기술해주십시오.
항목

2. 전담
인력 및
교·강사

평가지표
2.1 전담인력 및
교·강사 자격
적합성
2.2 전담인력 및
교·강사 질
관리 적절성

평가기준
2.1.1 필수이수 교과인 국어, 사회/도덕(역사포함)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1.2 선택교과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강사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지도과목의 자격증 및 실무능력
소지자에 한함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 학교 밖 청소년 업무
전담자도 포함됨)
2.1.3 전담인력 및 교·강사의 성범죄 경력 조회 실시 여부 평가
2.2.1 전담인력 및 교·강사 질 확보를 위한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평가
- 전담인력 및 교·강사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 관리
- 교·강사 강의시수, 강사료 책정, 연수 및 협의회 등

1
2
매우
타당하지
타당하지
않다
않다

① 타당도
3
4

5

1
2
2. 전담인력 및 교·강사
1차
매우
평가지표
보통
타당
매우 평균
중요하지
중요하지
이다
하다 타당하다 (표준편차)
않다
않다
2.1 전담인력 및 교강사
4.4점
자격 적합성
(0.88)
2.2 전담인력 및 교강사
4.2점
질 관리 적절성
(0.88)
③ 평가기준(2.1.1~ 2.2.1)에 - 수정 사항(삭제, 수정, 추가 등): 예시) 2.1.1
대한 견해

② 중요성
3
4
보통
이다

5

1차
매우 평균
중요하다
중요하다 (표준편차)
4.4점
(0.88)
4.3점
(0.80)

6. 아래 평가항목(Ⅰ.3.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지표가 ①적절한지(타당성) 또한 ②얼마나
중요한지(중요성)에 대해 1차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O를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차 조사 의견이 반영된 평가기준에 대해 ③수정 의견이 있으면 기술해주십시오.
항목

평가지표

평가기준
3.1.1 강의실 면적기준 = 최소기준면적(30㎡ 이상)+1㎡ 수용인원 1명 이하
* 단 시·도의 여건상 학습 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시설·설비기준을 완화할 필요
3.1 교육공간의
적합성
가 있는 경우,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10m²이상 30m²이하 범위에서
3. 교육
최소 기준 면적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 면적으로 함
환경
3.2.1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육시설 및 기자재가 확보되고 관리되는지 평가
3.2 교육시설 확보 및
3.2.2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실태 평가
관리의 적절성
- 안전관리 계획 여부, 소방법 준수, 안전공제회(보험) 가입 등
① 타당도
② 중요성
1
2
3
4
5
1
2
3
4
5
3. 교육환경
1차
1차
매우
매우
평가지표
평균
타당하지 보통 타당 매우 평균
중요하지 보통
매우
타당하지
중요하지
중요하다
않다 이다 하다 타당하다 (표준편차)
않다 이다
중요하다 (표준편차)
않다
않다
3.9점
3.7점
3.1 교육공간의 적합성
(0.88)
(0.98)
3.2 교육시설 확보 및 관리의
4.0점
4.2점
적절성
(0.79)
(0.83)
③ 평가기준(3.1.1~ 3.2.2)에 - 수정 사항(삭제, 수정, 추가 등): 예시) 1.3.1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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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1차 조사 결과, ‘3.1 교육공간 적합성’과 관련하여 학교 밖 학습이 집합식 강의형
태보다 소수 개별화된 학습형태로 이루어지는 특성으로 인해 ‘강의실 면적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해당 기준을 변경한
다면 다음 중 어떤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안. 현재 기준 유지

(

)

2안. 강의실 면적기준 변경

(

)

*변경 방안 (해당 번호에 0 표시)
(1) 3.1.1 강의실 면적기준을 완화한다 (예: 최소면적기준을 낮춘다)
(2) 3.1.1 현재 기준을 유지하되, 최소면적기준((30㎡) 이하인 경우 예외조항을 둔다
(3) 3.1.1 강의실 면적기준을 삭제하고, 교육공간 적합성에 대한 다른 평가기준을 둔다
(예: 주변 유해시설 유무, 접근성, 실내환경 적합성 등)
(4) 기타 (
)

※ 이상 기본요건 영역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방법

1.1.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
1. 운영기관 특성
기본요건
평가
(1차
서류평가)

지표별 등급평가 실시
(A～E 등급, 5단계 평가)

1.2. 기관 운영의 안정성
1.3. 프로그램 운영 실적

2. 전담인력 및
교·강사
3. 교육환경

2.1. 전담인력 및 교·강사 자격 적합성
2.2. 전담인력 및 교·강사 질 관리 적절성

E등급이 하나라도 있으면,
부적합(탈락) 판정

3.1. 교육공간의 적합성
3.2. 교육시설 확보 및 관리의 적절성

7. 이처럼 기본요건에 대해 지표별 등급평가(5단계 평가) 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1차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2차 의견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에서 제시된 의견
(1) 지표별 등급평가가 적절하므로, 그대로 유지(8명)
(2) 등급평가 보다는 점수평가가 적절함(2명)
(3) 부적합(탈락) 기준을 강화(2명)
(예: D등급이 2개(3개) 이상일 경우 E등급 1개로 간주)
(4) 조건부적합 기준을 두어 보완 기회 제공(1명)
(5) 기타(
)

2차 의견

※ 1차 의견 중,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0 표시,
또는 추가 의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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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에 기본요건 평가를 위해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이 있다면, 1차 조사 결과를 고려
하여 2차 의견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에서 제시된 의견

2차 의견

(1)
(2)
(3)
(4)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완화(2명)
효율성을 위해 1차 평가와 2차 평가 동시 진행(1명)
평가자 주관성 배제 및 신뢰도 확보 방안 고려(1명)
‘학력인정을 위한 해당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적합성’을 평가하
는 항목 추가(1명)
(5) 기타(
)

※ 1차 의견 중,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모두 0표시,
또는 추가 의견 작성

Ⅱ. 프로그램 운영 영역(2차 서류평가)에서는 프로그램의 목표 적합성, 운영 체계성, 관리
적절성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이 충실히 계획되어 제공될 수 있는지를 평가함.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1. 교육목표
Ⅱ.프로그램
운영

1.1. 교육목표의 타당성
2.1. 교육 운영계획의 적절성

2. 교육내용 및 방법

2.2. 교육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3.1. 프로그램 관리의 적절성

3. 학습자 및 프로그램 관리

3.2. 학습자 지원의 적절성
3.3. 프로그램 개선 체계 적절성

9. 본 사업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프로그램 단위 신청의 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평
가하는데 있어 다음 각 평가항목이 ①적절한지(타당성), ②얼마나 중요한지(중요성)에
대해 1차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O를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타당도
Ⅱ. 프로그램 운영
평가항목

1

2

3

매우
타당하지 보통
타당하지
않다
이다
않다

4

② 중요성
5

1
2
3
4
5
1차
1차
매우
평균
평균
타당
매우
중요하지 보통
매우
중요하지
중요하다
하다 타당하다 (표준편차)
않다
이다
중요하다 (표준편차)
않다

1. 교육목표

4.6점
(0.50)

4.7점
(0.49)

2. 교육내용 및
방법

4.6점
(0.50)

4.7점
(0.47)

3. 학습자 및
프로그램 관리

4.7점
(0.49)

4.8점
(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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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입니다.
10. 아래 평가항목(Ⅱ.1. 교육목표)에 대한 평가지표가 ①적절한지(타당성) ②얼마나 중요
한지(중요성)에 대해 1차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O를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차 조사 의견이 반영된 평가기준에 대해 ③수정 의견이 있으면 기술해주십시오.
평가항목

평가지표

1. 교육
목표

1.1 교육목표의
타당성

1. 교육목표
평가지표

1.1 교육목표의 타당성
③ 평가기준(1.1.1~
1.1.2)에 대한 견해

평가기준
1.1.1 교육목표가 학력인정을 위한 학교 밖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에 비추어
적절한지 평가
- 불건전성, 정치적·종교적 중립성의 문제가 없는지 평가
- 학습자 수준에 적절한지 등 평가
1.1.2 교육목표가 운영 영역별 특성과 요구에 비추어 적절한지 평가

① 타당도
② 중요성
1
2
3
4
5
1
2
3
4
5
1차
1차
매우
매우
평균
평균
타당하지 보통 타당 매우
중요하지 보통
매우
타당하지
중요하지
중요하다
않다 이다 하다 타당하다 (표준편차)
않다 이다
중요하다 (표준편차)
않다
않다
4.6점
4.6점
(0.51)
(0.60)
- 수정 사항(삭제, 수정, 추가 등): 예시) 1.3.1

11. 아래 평가항목(Ⅱ.2. 교육내용 및 방법)에 대한 평가지표가 ①적절한지(타당성), ②얼
마나 중요한지(중요성)에 대해 1차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O를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차 조사 결과가 반영된 평가기준에 대해 ③수정 의견이 있으시면 기술해주십시오.
항목

평가지표

평가기준
2.1.1 교육목표에 따른 운영계획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작성되었는지 평가
2.1.2 적절한 시수 확보 여부 평가
- 교육목표 및 내용, 학습자 특성에 비추어 시수가 적절한지 평가
2.2.1 교육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한 내용인지 평가
2.2.2 교육내용이 프로그램 영역 및 학습자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지 평가
2.2.3 교육내용에 맞는 수업방식과 수업자료를 활용하는지 평가

2.1 교육 운영
계획의 적절성

2. 교육내용
및 방법 2.2 교육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1

2

① 타당도
3
4

5

1
2
2. 교육내용 및 방법
매우
매우
매우 평균
중요하
평가지표
타당하 보통 타당
중요하
타당하
타당하 (표준편차)
지
지 않다 이다 하다
지
지 않다
다
않다
않다
2.1 교육 운영계획의
4.6점
적절성
(0.50)
2.2 교육내용 및 방법의
4.7점
적절성
(0.47)
③ 평가기준(2.1.1~ 2.2.3)에 - 수정 사항(삭제, 수정, 추가 등): 예시) 1.3.1
대한 견해

② 중요성
3
4

5

평균
보통
매우
(표준편차)
중요하다
이다
중요하다
4.7점
(0.49)
4.8점
(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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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아래 평가항목(Ⅱ.3. 학습자 및 프로그램 관리)에 대한 평가지표가 ①적절한지(타당성),
②얼마나 중요한지(중요성)에 대해 1차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O를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차 조사 의견이 반영된 평가기준에 대해 ③수정 의견이 있으면 기술해주십시오.
항목

3. 학습자 및
프로그램
관리

평가지표

평가기준

3.1 프로그램
관리의 적절성

3.1.1 학습자 출결 관리, 학습에 대한 피드백이 충분히 지원되는지 평가
3.1.2 이수 기준이 적절한지, 이수 결과에 대한 관리 방안이 적절한지
평가

3.2 학습자 지원의
적절성

3.2.1 학습자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준비가 되어있는지 평가
- 사업 취지 및 프로그램 안내, 학습 상담, 진로 상담 등

3.3 프로그램 개선
체계 적절성

3.3.1 프로그램 개선(내용 및 만족도 등) 체계가 있는지 평가
- 프로그램 평가 계획(기준, 절차, 방법 등)
- 학습자 만족도조사 및 결과 반영 등
① 타당도

1
3. 학습자 관리
평가지표

2

3

매우
타당하 보통
타당하
지 않다 이다
지 않다

4
타당
하다

② 중요성
5

1

2

3

4

5

평균 매우 중요하
매우
매우 평균
중요하
보통 중요하
타당하 (표준편차)
지
중요하 (표준편차)
지
이다
다
다
않다
다
않다

3.1 프로그램 관리의 적절성

4.6점
(0.60)

4.7점
(0.47)

3.2 학습자 지원의 적절성

4.4점
(0.75)

4.6점
(0.50)

3.3 프로그램 개선 체계
적절성

4.7점
(0.47)

4.9점
(0.37)

③ 평가기준(3.1.1~ 3.3.1)에
대한 견해

- 수정 사항(삭제, 수정, 추가 등): 예시) 1.3.1

※ 이상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영역

평가항목
1. 교육목표

평가지표

2.1. 교육 운영계획의 적절성
Ⅱ.프로그램 2. 교육내용 및 방법
2.2 교육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운영
(2차 서류평가) 3. 학습자 및 프로그램 3.1. 프로그램 관리의 적절성
3.2. 학습자 지원의 적절성
관리
3.3. 프로그램 개선 체계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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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육목표의 타당성
1.1에서 3.3까지 총 6개 지표
총점 100점 만점에 대해 70%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탈락) 판정

부 록

13. 이처럼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경우, ‘총점의 70% 미만 부적합(탈락)’으로 판정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1차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의견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에서 제시된 의견

2차 의견

※ 1차 의견 중,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0표시,
또는 추가 의견 작성

(1) 총점의 70% 미만 부적합(탈락)이 적절하므로, 유지(11명)
(2) 과락 개념 도입 필요(4명)
(예: 평가항목 중 하나라도 50점 미만일 경우 탈락)
(3) 총점의 80% 미만 부적합(탈락)으로, 기준 강화(1명)
(4) 기타(
)

14.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평가지표별로 점수를 배분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차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2차 의견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Ⅱ. 프로그램 운영 영역
평가항목
1. 교육목표
2. 교육내용 및 방법
3. 학습자 및 프로그램
관리

평가지표

1차 결과
(응답평균)

1.1. 교육목표의 타당성

18.75

2.1. 교육 운영계획의 적절성

18.5

2.2 교육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20.75

3.1. 프로그램 관리의 적절성

15.25

3.2. 학습자 지원의 적절성

14.25

3.3. 프로그램 개선 체계 적절성

12.5
100.0

합계

2차 의견 지표별 배점
(총점 100점)

0

15.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 영역 평가를 위해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이 있다면, 1차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2차 의견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에서 제시된 의견

2차 의견

(1) 초·중학교 교육과정 부합 정도 및 지속성 등을 추가 반영(1명)
※ 1차 의견 중,
(2) 기존 공교육과 차별된 ‘지역 및 센터에 특성화된 창의적 체험활동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반영(1명)
번호에 모두 0표시,
(3) 프로그램 운영 결과로서 학생의 변화 정도 반영(1명)
또는 추가 의견 작성
(4)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시수 배정 및 교육과정 운영을 지표에
반영(1명)
(5) ‘인문교양·시민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비해 운영이 미흡하여
지표에 반영 필요(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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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기관 단위 신청유형의 평가지표(안)입니다. 영역별로 제시된 평가지표(안)를 검토
하시고, 각 내용이 적절한지 문항별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 단위
* 기관 단위 신청은 프로그램 단위로 인증받은 학교 밖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최소 2개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인증 이후 프로그램 운영의 자율성 부여

Ⅰ. 기본요건 영역(1차 서류평가)의 평가항목 및 지표는 프로그램 단위와 동일하며, 평가
방법에서 부적합(탈락) 등급기준의 차이가 있음.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1.1.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

1. 운영기관
특성

1.2. 기관 운영의 안정성

기본요건
평가
2. 전담인력 및
(1차 서류평가)
교·강사
3. 교육환경

평가방법

1.3. 프로그램 운영 실적

지표별 등급평가 실시
(A~E 등급, 5단계 평가)

2.1. 전담인력 및 교·강사 자격 적합성
2.2. 전담인력 및 교·강사 질 관리 적절성
3.1. 교육공간의 적합성

D등급이 하나라도 있으면,
부적합(탈락) 판정

3.2. 교육시설 확보 및 관리의 적절성

16. 본 사업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기관 단위 신청의 기본요건 평가항목과 지표에서
프로그램 단위 신청과 차별을 두어야 할 점이 있는지에 대해 1차 결과를 고려하여
2차 의견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에서 제시된 의견

2차 의견

(1) 기관 단위 평가의 기준 강화 필요 (4명)
※ 1차 의견 중,
(예: 부적합 기준을 D에서 C로 상향)
적절하다고생각하는 번호에
(2)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확보가 중요 (3명)
모두 0표시,
(3) 기관(기관장)의 사업의지 및 운영철학 포함 필요 (3명)
또는 추가 의견 작성
(4)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교육환경 기준 강조 필요 (2명)
(5) 프로그램 운영 실적 기준 강화 필요 (1명)
(6) 전담인력 및 교·강사 자격에 대해 프로그램 단위 평가보다 유연한 평
가 기준을 적용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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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처럼 기관 단위 신청의 기본요건에 대해 지표별 등급평가(5단계 평가) 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1차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2차
의견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에서 제시된 의견

2차 의견

(1) 지표별 등급평가가 적절하므로, 그대로 유지(9명)
(2) 등급평가 보다는 점수평가가 적절함(2명)
(3) 부적합(탈락) 기준을 강화(2명)
(예: D등급이 2개(3개) 이상일 경우 E등급 1개로 간주)
(4) 조건부적합 기준을 두어 보완 기회 제공(1명)
(5) 기타(
)

※ 1차 의견 중,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0표시,
또는 추가 의견 작성

※ 기관 단위 신청유형의 Ⅱ. 프로그램 운영 영역(2차 서류평가)에서는 전년도 운영 실적,
체계적 운영 계획, 관리 적절성 등에 비추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
평가영역

평가항목
1. 전년도 운영 실적

Ⅱ. 프로그램
운영

2. 운영계획
3. 학습자 관리

평가지표
1.1.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실적
1.2. 전년도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
2.1.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내용의 적절성
2.2. 프로그램 운영 및 결과 관리의 적절성
3.1. 학습자 관리 및 지원의 적절성

18. 본 사업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기관 단위 신청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평가하는
데 있어 다음 각 평가항목이 ①적절한지(타당성) 또한 ②얼마나 중요한지(중요성)에
대해 1차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O를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타당도
② 중요성
1
2
3
4
5
1
2
3
4
5
Ⅱ. 프로그램 운영
평균
평균
매우
매우
평가 항목
타당하지 보통
타당
매우
중요하지 보통
매우
(표준편차) 중요하지
(표준편차)
타당하지
중요하다
않다
이다
하다 타당하다
않다
이다
중요하다
않다
않다
1. 전년도
운영 실적

4.2점
(0.77)

4.1점
(0.79)

2. 운영계획

4.7점
(0.49)

4.7점
(0.47)

3. 학습자 관리

4.7점
(0.47)

4.7점
(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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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기관단위 신청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입니다.
19. 아래 평가항목(Ⅱ.1. 전년도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지표가 ①적절한지(타당성) 또한
②얼마나 중요한지(중요성)에 대해 1차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O를 표시해주시기 바
랍니다. 또한, 1차 조사 의견이 반영된 평가기준에 대해 ③수정 의견이 있으면 기술
해주십시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기준

1.1 전년도 프로그램 1.1.1 전년도 운영 실적(운영한 프로그램의 수, 학습자 수, 출석 및 이수율
운영 실적
등)이 충분한지 평가
1. 전년도
운영 실적 1.2 전년도 프로그램 1.2.1 전년도에 운영한 프로그램 내용이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에 비추어 적절
한지 평가
내용의 적절성
1.2.2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결과(참석자 만족도조사, 강의평가 등) 평가

1. 전년도 운영 실적
평가지표
1.1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실적
1.2 전년도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
③ 평가기준(1.1.1~
1.2.2)에 대한 견해

① 타당도
② 중요성
1
2
3
4
5
1
2
3
4
5
평균
평균
매우
매우
타당하지 보통 타당 매우 (표준편차)
중요하지 보통
매우 (표준편차)
중요하다
타당하지
중요하지
않다 이다 하다 타당하다
않다 이다
중요하다
않다
않다
4.0점
4.1점
(0.79)
(0.89)
4.6점
4.6점
(0.69)
(0.68)
- 수정 사항(삭제, 수정, 추가 등): 예시) 1.3.1

20. 아래 평가항목(Ⅱ.2. 운영계획)에 대한 평가지표가 ①적절한지(타당성) 또한 ②얼마나
중요한지(중요성)에 대해 1차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O를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차 조사 결과가 반영된 평가기준에 대해 ③수정 의견이 있으시면 기술해주십시오.
평가항목

2. 운영
계획

평가지표
2.1 프로그램 운영 계
획 및 내용의 적
절성
2.2 프로그램 운영 및
결과 관리의 적절성

평가기준
2.1.1 프로그램 영역 구분에 따라 교·강사 자격, 프로그램 내용, 필수/선택구
분, 이수 시수가 적절하게 계획되었는지 평가
2.1.2 교육목표와 내용이 프로그램 영역 및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계획되었는지 평가
2.2.1 프로그램 이수 기준이 적절한지, 이수 결과 관리 방안이 적절한지 평가
2.2.2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반영하는 개선 체계가 있는지 평가
- 프로그램 평가 결과, 학습자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반영 등

① 타당도
1
2
3
4
5
1
2
2. 운영계획
평균
매우
매우
매우 중요하
평가지표
타당하 보통 타당
타당하
타당하 (표준편차) 중요하지 지
지 않다 이다 하다
지 않다
다
않다 않다
2.1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4.6점
내용의 적절성
(0.60)
2.2 프로그램 운영 및 결과
4.6점
관리의 적절성
(0.50)
③ 평가기준(2.1.1~ 2.2.2)에 - 수정 사항(삭제, 수정, 추가 등): 예시) 1.3.1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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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요성
3
4

5

평균
보통
매우 (표준편차)
중요하다
이다
중요하다
4.8점
(0.55)
4.8점
(0.44)

부 록

21. 아래 평가항목(Ⅱ.3. 학습자 관리)에 대한 평가지표가 ①적절한지(타당성) 또한 ②얼
마나 중요한지(중요성)에 대한 의견에 O를 표시해 주십시오. 또한, 1차 조사 결과가
반영된 평가기준에 대해 ③수정 의견이 있으시면 기술해주십시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기준

3.1.1 학습자 출결 관리, 학습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이 충분히 지원되는지
3. 학습자 3.1 학습자 관리 및 지
평가
관리
원의 적절성
3.1.2 학습자 지원을 위한 준비가 되었는지 평가
- 사업 취지 및 프로그램 안내, 학습 상담, 진로 상담, 학생복지 지원 등
① 타당도
3. 학습자 관리
평가지표

3.1 학습자 관리 및
지원의 적절성

1

2

3

4

② 중요성
5

1

2

3

4

5

평균
평균
매우
매우
타당하지 보통 타당 매우 (표준편차)
중요하지 보통 중요 매우 (표준편차)
타당하지
중요하지
않다 이다 하다 타당하다
않다 이다 하다 중요하다
않다
않다
4.7점
(0.49)

4.7점
(0.49)

③ 평가기준(3.1.1~ 3.1.2)에 - 수정 사항(삭제, 수정, 추가 등): 예시) 1.3.1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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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영역

평가항목
1. 전년도 운영 실적

Ⅱ.프로그램
운영
(2차 서류평가) 2. 운영 계획
3. 학습자 관리

평가지표

평가방법

1.1.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실적
1.1에서 3.1까지 총 5개 지표
총점 100점 만점에 대해
2.1.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내용의 적절성
70% (70점) 미만인 경우,
2.2. 프로그램 운영 및 결과 관리의 적절성 부적합(탈락) 판정
3.1. 학습자 관리 및 지원의 적절성
1.2. 전년도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

22. 이처럼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경우, ‘총점의 70% 미만 부적합(탈락)’으로 판정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차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
랍니다.
1차에서 제시된 의견
(1)
(2)
(3)
(4)

총점의 70% 미만 부적합(탈락)이 적절함(11명)
총점의 80% 미만 부적합(탈락)으로 기준 강화 필요(3명)
과락 개념의 도입 필요(2명)
기타(
)

2차 의견

※ 1차 의견 중,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0표시,
또는 추가 의견 작성

23.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평가지표별로 점수를 배분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점 100점)
프로그램 운영 영역
평가항목
1. 전년도 운영 실적
2. 운영 계획
3. 학습자 관리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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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1차 결과
(응답 평균)

1.1.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실적

14.10

1.2. 전년도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

17.15

2.1.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내용의 적절성

25.50

2.2. 프로그램 운영 및 결과 관리의 적절성

23.25

3.1. 학습자 관리 및 지원의 적절성

20.00
100.00

지표별 배점
(총점 100점)

0

부 록

24.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 영역 평가를 위해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이 있다면 1차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2차 의견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에서 제시된 의견
(1)
(2)
(3)
(4)
(5)
(6)
(7)
(8)
(9)

프로그램 일반화 가능성 및 공유 노력 관련 지표 (1명)
학습자 요구 반영 및 개인 맞춤형 지원 가능성 관련 지표 (1명)
사업 초기 단계이므로 기관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필요 (1명)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계획 수립(예: 참여인원 등) 관련 지표 (1명)
교·강사의 전문성 신장 시스템 관련 지표 (1명)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평가지표 및 기준 필요 (1명)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강조하는 지표 필요 (1명)
충분한 예산 확보 관련 지표 (1명)
기타(
)

2차 의견

※ 1차 의견 중,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모두 0표시,
또는 추가 의견 작성

25. 초·중학교 단계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인정과 학습지원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실행
되기 위해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차 조사에서 제시된 의견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차에서 제시된 의견
(1)
(2)
(3)
(4)
(5)

학교 밖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 반영(학습자 맞춤형 프로그램) (5명)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 (5명)
학습자 관리 및 지원 (4명)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질 관리 (2명)
기관단위 인증은 기관의 기본역량, 프로그램단위 인증은
프로그램의 구체성 및 체계성 (1명)
(6) 기관은 신뢰성, 프로그램은 목적의 타당성 (2명)
(7) 운영인력의 전문성과 안전하고 준비된 학습환경 (1명)
(8) 기관의 인증 참여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방향 (1명)
(9) 원적학교와의 상호교류 가능한 시스템 (1명)
(10) 프로그램의 접근성 및 개방성 (1명)
(11) 기타(
)

2차 의견

※ 1차 의견 중,
2가지 선택하여
번호에 0표시,
또는 추가 의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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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방안(안) 및 학교 밖 청소년 학습
지원 프로그램 인증의 방향 및 방식에 대한 1차 결과입니다. 1차 조사에서 제시된
의견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차에서 제시된 의견

2차 의견

(1) 현재 투 트랙(프로그램 인증, 기관 인증)에서 향후 기관 인증으로 통합 필요 ※ 1차 의견 중,
(1명)
2가지 선택하여
(2) 환경에 대한 현장실사 필요 (1명)
번호에 0표시,
(3) 담당 인력에 대한 교육 강화 필요 (1명)
또는 추가 의견 작성
(4) 출석 기반 프로그램과 원격 기반 프로그램이 모두 활성화 (1명)
(5) 인증심의 확대 및 정례화 필요 (1명)
(6) 인증 절차의 시스템화 및 사전 안내 (1명)
(7) 교육감이 이미 지정한 다양한 자원 활용(예: 교육감 위탁 대안교육시설) (1명)
(8) 타부처 또는 지자체 주최(주관) 행사의 시수 인정 검토 (1명)
(9) 기관단위 신청의 경우 기관에서 배출한 학력인정 학생수를 평가 기준 혹은
가산점으로 포함시킬 필요 (1명)
(10) 자격, 경력 등 다양한 학습경험이 인정될 수 있도록 확대 필요 (1명)
(11)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대상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될 필요
(1명)
(12) 인증 방식의 단순화 필요 (1명)
(13) 프로그램의 질 관리 필요 (1명)
(14) 기타(
)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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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1,2차 델파이조사지(원격수업기반)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도구 개발’을 위한
델파이 조사(1차: 원격수업기반)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중에도 본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교육개발
원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
로 델파이 조사(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하여 연구진이 개발한 프로그램 인증 방향 및 도구(안)에 대
해 타당성을 검토 받고 수정 및 보완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전문가 선생님들의 고견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델파이 조사의 전체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델파이 조사 계획
◦ 총 2차에 걸쳐 실시
1차
인증 방향 및 방법, 평가도구
타당성에 대한 의견 수렴

1차 결과 수합 및 수정
▶

1차 델파이 결과를 반영한
수정∙보완

2차
▶ 인증 방안 전반에 대한 최종
의견 수렴

바쁘시겠지만 이 연구가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인정 및 학습지원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의견
은 연구 자료로만 활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연구책임자 김 은 영 (한국교육개발원)
공동연구진 손 찬 희 (한국교육개발원)
이 윤 희 (한국교육개발원)
백 선 희 (경인교육대학교)
윤 수 경 (이화여자대학교)
윤 현 희 (한국교육개발원)
연 구 원

김 지 현 (한국교육개발원)

277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방안 연구

▣ 델파이 조사 응답 방법 ▣

응답방법

회송처

(전자우편 회송) jihyun@kedi.re.kr

회송일자

1차 : 2019년 9월 26일(목) 오후 6시까지
※ 2차는 9월말 실시 예정(추후 안내)

회송자료

총 2개 파일
① 본 델파이 조사 파일
②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문의처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
- 김지현 : 043) 530-9424 / jihyun@kedi.re.kr
- 김은영 : 043) 530-9575 / eykimedu@kedi.re.kr

▣ 델파이 조사 참여 동의서 ▣
연구의 취지에 따라 델파이 조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명

(인)

자택주소

계좌번호

(은행명:

)

주민번호

※ 소정의 사례비 지급(2차 조사까지 참여 완료 시 30만원 지급 예정)을 위해서는 주민번호
기재가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정보는 연구 목적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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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방안(안)
▪ ‘학교 밖 청소년 학력인정 및 학습지원 사업’은 의무교육단계에서 미취학 또는 학업중단으로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에게 학교 밖에서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발굴・제공하고 학력
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 2019년 현재 시범운영 중으로, 본 연구는 시범운영 단계 이후 사업의 확대 및 효과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에, 시범운영 단계의 운영 내용을 개선하여 연구진(안)을 제안함.
1) 인증 목적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2항을 근거로, 학교 밖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평가하여
초·중학교 학력인정이 가능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으로 인증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습지원
및 학력인정의 기반 조성
2) 인증 방식
⚪ (운영주체) 학교 밖 청소년의 초·중학교 학력인정 및 학력인정이 가능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인정 권한
은 교육감에게 있으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이 지정한 위탁운영기관인 전문기관(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
⚪ (참여대상) 참여 가능한 대상은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또는 위탁운영)하는 초·중학교 단계
에 해당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함.
※ 시범운영 이후, 단계적으로 참여대상을 확대할 예정임.
⚪ (신청유형)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은 (1) 출석수업 기반, (2) 원격수업 기반 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하며, 각각 프로그램 단위 또는 기관 단위로 신청할 수 있음.
⚪ (프로그램 영역)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내용 영역은 ‘학력보완(교과학습), 직업교육·훈련,
문화예술, 인문교양·시민교육’의 4영역을 포함함.
3) 인증평가 절차 및 방법

1차평가

기본요건
평가

지표별 등급평가
(A～E 등급)
(정량 또는 정성평가)

2차평가

프로그램 운영
평가

100점 만점 평가
(정성평가)

서류
평가

➜

평가지표 중 미적합 등급*이
있는 경우, 부적합(탈락) 판정
* 프로그램 단위 E등급,
기관 단위 D등급 이하

➜

총점 70점 미만
부적합(탈락) 판정

➜

영역별 70점 미만
부적합(탈락) 판정

* 2차평가 결과에 따라 3차평가 실시여부 결정
실사
평가

3차평가

서류평가 내용의 점검,
확인 평가
(기본요건, 프로그램
운영)

평가영역별
100점 만점 평가
(실사, 정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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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유형별 평가지표
[원격수업 기반] ※ 원격수업 기반 관련 평가지표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 프로그램 단위 신청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1.1.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

1. 운영기관 특성

1.2. 기관 운영의 안정성
1.3. 원격수업 기반 프로그램 운영 실적

Ⅰ. 기본
요건

2. 전담인력 및 교·강사

2.1. 전담인력 및 교·강사 자격 적합성
2.2. 전담인력 및 교·강사 질 관리 적절성
3.1. 원격교육 설비 확보의 적정성

3. 교육환경

3.2. 플랫폼 확보의 적정성
3.3 개인정보 및 보안관리 체계의 적절성

1. 교육목표

1.1. 교육목표의 타당성 및 구체성
2.1.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Ⅱ. 프로그램
운영

2. 교육내용 및 방법

2.2 교육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2.3 원격수업 콘텐츠 구현의 적절성
3.1. 교육과정 관리 방안의 적절성

3. 학습자 관리

3.2. 학습자 지원 방안의 적절성
3.3. 프로그램 만족도 제고 노력

⚪ 기관 단위 신청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1.1.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

1. 운영기관 특성

1.2. 기관 운영의 안정성
1.3. 원격수업 기반 프로그램 운영 실적

Ⅰ. 기본
요건

2. 전담인력 및 교·강사

2.1. 전담인력 및 교·강사 자격 적합성
2.2. 전담인력 및 교·강사 질 관리 적절성
3.1. 원격교육 설비 확보의 적정성

3. 교육환경

3.2. 플랫폼 확보 적정성
3.3 개인정보 관리 적절성

1. 전년도 운영 실적
Ⅱ. 프로그램
운영

2. 운영계획
3. 학습자 관리

1.1.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실적
1.2. 전년도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
2.1.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내용 적절성
2.2. 프로그램 운영 및 결과 관리의 적절성
3.1. 학습자 관리 방안의 적절성

[출석수업 기반] ※ 출석수업 기반 평가지표는 별도 델파이로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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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파이 조사 문항 ▣
1. 현재, 학교 밖 청소년 학력인정 사업 시범운영 단계에서는 사업목적 및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기관(과도한 종교 및 국제교육, 영리 목적,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의 참여를 제한
하기 위하여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아래 항목에 해당하
는 기관에 대해서만 인증 가능하도록 참여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자격 1>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 운영 프로그램
<자격 2>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
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②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③ 평생학습관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직업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⑤ 소년원학교
⑥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를 통해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청소년수련관, 국립수련시설 등)
<심의면제> 방송통신중학교 온라인교육과정, 공공기관 운영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시범운영 이후,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참여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3 참조)

2. 향후,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제공 기관을 확대한다면, 어떤 기관의 원격수업
프로그램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여 가능한 기관 또는 원격수업 프로그램의 예시
를 들어 제안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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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인증을 위한 평가지표(안)입니다.
원격수업에 대한 인증 평가는 프로그램 단위와 기관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평가영역은 기본요건 및 프로그램
운영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원격수업 기반 프로그램 단위 신청유형의 평가지표(안) 입니다. 영역별로 제시된
평가지표(안)을 검토하시고, 각 내용이 적절한지 문항별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단위
Ⅰ. 기본요건 영역(1차 서류평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의무교육단계 학력인정을 위한
원격기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여건이 마련되었는지를 평가함.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1.1.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

1. 운영기관 특성

1.2. 기관 운영의 안정성
1.3. 원격수업 기반 프로그램 운영 실적

Ⅰ. 기본
요건

2.1. 전담인력 및 교·강사 자격 적합성

2. 전담인력 및 교·강사

2.2. 전담인력 및 교·강사 질 관리 적절성
3.1. 원격교육 설비 확보의 적정성

3. 교육환경

3.2. 플랫폼 확보 적정성
3.3 개인정보 및 보안관리 체계의 적절성

3. 본 사업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기본요건을 평가하는데 있어 다음 각 평가항목이 ①적절
한지(타당성) 또한 ②얼마나 중요한지(중요성)에 대해 O를 표시해주시고, ③항목에 대해
검토 의견이 있으신 경우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① 타당도
Ⅰ. 기본요건
평가항목
1. 운영기관 특성
2. 전담인력 및

교·강사

3. 교육환경
③ 항목 수정 및 견해

282

매우
타당하지
타당하지
않다
않다

보통
이다

② 중요성
타당
하다

매우
매우
중요하지
중요하지
타당하다
않다
않다

보통
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부 록

* 다음은 기본요건 영역의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입니다.
4. 아래 평가항목(Ⅰ.1. 운영기관 특성)에 대한 평가지표가 ①적절한지(타당성) 또한 ②얼마
나 중요한지(중요성)에 대해 O를 표시해 주십시오. 또한, ③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항목

평가지표
1.1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

1. 운영 1.2 기관 운영의
기관
안정성
특성
1.3 원격수업 기반
프로그램 운영
실적

평가기준
1.1.1 기관의 설립목적 및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학교 밖 청소년에게 의미있는
양질의 교육을 기획, 제공하기에 적절한 기관인지 평가
1.1.2 기관의 비영리성 및 교육적 중립성 확보 여부 평가
1.2.1 기관의 사업 규모, 인력 현황, 재정 지원 등을 고려할 때,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에 충분한지 평가
1.2.2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평가
- 제공 프로그램에 대해 적정한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가, 강사비, 교재비, 기타
학습자를 위한 지원금이 책정되어 있는지 등
1.3.1 아래 2개의 조건 모두를 충족
- 최근 2년간 원격 교육프로그램을 90시간 이상 운영한 실적
- 해당 프로그램은 ‘1차시당 20분이상(±5분) + 총 15차시 이상’ 또는 1개 학
습과정을 ‘총 300분 이상’ 으로 구성

1. 운영기관 특성
평가지표

① 타당도
매우
타당하지 보통
타당
타당하지
않다
이다
하다
않다

② 중요성
매우
매우
중요하지 보통
매우
중요하지
중요하다
타당하다
않다
이다
중요하다
않다

1.1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
1.2 기관 운영의 안정성
1.3 원격수업 기반 프로그램 운영
실적
③ 지표 및 기준에 대한 견해

(예시) 1.1 평가지표는 ...
1.1.1 평가기준은 ...

5. 아래 평가항목(Ⅰ.2. 전담인력 및 교·강사)에 대한 평가지표가 ①적절한지(타당성) 또한
②얼마나 중요한지(중요성)에 대해 O를 표시해 주십시오. 또한, ③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항목

2. 전담
인력 및
교·강사

평가지표

평가기준
2.1.1 필수이수 교과인 국어, 사회/도덕(역사포함)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
2.1 전담인력 및
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교·강사 자격 2.1.2 선택교과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적합성
따른 강사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지도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 및 실무능력
소지자(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 학교 밖 청소년 업무 전담자 포함)
2.2.1 교·강사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고 있는지 평가
2.2 전담이력 및
2.2.2 교·강사 강의시수, 강사료 책정, 연수 등 질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교·강사 질 관리
평가
적절성
2.2.3 콘텐츠 운영 및 품질관리를 위한 인력이 확보되었는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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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담인력 및 교·강사
평가지표

① 타당도
매우
타당하지 보통
타당
타당하지
않다
이다
하다
않다

② 중요성
매우
매우
중요하지 보통 중요
매우
중요하지
타당하다
않다
이다 하다 중요하다
않다

2.1 전담인력 및 교강사
자격 적합성
2.2 전담인력 및 교강사
질 관리 적절성
③ 지표 및 기준에 대한 견해

(예시) 2.1 평가지표는 ...
2.1.1 평가기준은 ...

6. 아래 평가항목(Ⅰ.3.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지표가 ①적절한지(타당성) 또한 ②얼마나 중요
한지(중요성)에 대해 O를 표시해 주십시오. 또한, ③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항목

3. 교육
환경

평가지표

평가기준

3.1. 원격교육 설비
확보의 적정성

3.1.1 서버 및 네트워크 설비가 원격수업 운영가능하도록 확보되었는지 여부를 평가
3.1.2 소프트웨어 설비가 원격수업 운영가능하도록 확보되었는지 여부를 평가
3.1.3 원격교육용 정보보호 시스템 설비가 확보되었는지 여부를 평가

3.2. 플랫폼 확보
적정성

3.2.1 관리자 및 교수자용 플랫폼이 확보되었는지 여부를 평가
- 관리자 모듈은 교육과정 관리, 교수자 및 학습자 영역 관리, 강의실 관리,
학습운영 및 수강관리, 운영자 지원 관리 등 기능을 포함하는가
- 교수자 모듈은 과정관리, 학생관리, 출석・진도・학습・시험관리, 커뮤니티
및네트워크 관리 기능을 포함하는가
3.2.2 학습자용 플랫폼이 확보되었는지 여부를 평가
- 학습기능(수강,출석,학습,평가 등), 과제기능, 상담기능, 커뮤니티 등 포함
하는가

3.3 개인정보 및
3.3.1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체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평가
보안관리 체계의
- 개인정보보호 내부지침 및 점검표, 개인정보 관리 및 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적절성
관리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는가 등
① 타당도
3. 교육환경
평가지표

매우
타당하지
타당하지
않다
않다

보통
이다

② 중요성
타당
하다

3.1. 원격교육 설비 확보의 적정성
3.2. 플랫폼 확보 적정성
3.3 개인정보 및 보안관리 체계의
적절성
③ 지표 및 기준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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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3.1 평가지표는 ...
3.1.1 평가기준은 ...

매우
매우
중요하지
중요하지
타당하다
않다
않다

보통
이다

중요
매우
하다 중요하다

부 록

※ 이상 원격수업 기반 프로그램 단위 신청유형의 기본요건 영역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방법

1.1.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
1. 운영기관 특성

1.2. 기관 운영의 안정성
1.3. 원격수업 기반 프로그램 운영 실적

기본요건
2. 전담인력 및
평가
교·강사
(1차 서류평가)

2.1. 전담인력 및 교·강사 자격 적합성
2.2. 전담인력 및 교·강사 질 관리 적절성
3.1. 원격교육 설비 확보의 적정성

3. 교육환경

지표별 등급평가 실시
(A~E 등급, 5단계 평가)
E등급이 하나라도 있으면,
부적합(탈락) 판정

3.2. 플랫폼 확보의 적정성
3.3 개인정보 및 보안관리 체계의 적절성

7. 이처럼 기본요건에 대해 지표별 등급평가(5단계 평가) 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검토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8. 그 밖에 기본요건 평가를 위해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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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프로그램 운영 영역(2차 서류평가)에서는 프로그램의 목표 적합성, 운영 체계성, 관리
적절성 등에 비추어 원격수업 프로그램이 충실히 계획되어 제공될 수 있는지를 평가함.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1. 교육목표

1.1. 교육목표의 타당성 및 구체성
2.1.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Ⅱ.프로그램
운영

2. 교육내용 및 방법

2.2 교육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2.3 원격수업 콘텐츠 구현의 적절성
3.1. 교육과정 관리 방안의 적절성

3. 학습자 관리

3.2. 학습자 지원 방안의 적절성
3.3. 프로그램 만족도 제고 노력

9. 본 사업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평가하는데 있어 다음 각 평가
항목이 ①적절한지(타당성) 또한 ②얼마나 중요한지(중요성)에 대해 O를 표시해주시고,
③항목에 대해 검토 의견이 있으신 경우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① 타당도
Ⅱ. 프로그램 운영
평가항목
1. 교육목표
2. 교육내용 및 방법
3. 학습자 관리
③ 항목 수정 및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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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타당하지
타당하지
않다
않다

보통
이다

② 중요성
타당
하다

매우
매우
중요하지
중요하지
타당하다
않다
않다

보통
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부 록

* 다음은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입니다.
10. 아래 평가항목(Ⅱ.1. 교육목표)에 대한 평가지표가 ①적절한지(타당성) 또한 ②얼마나 중
요한지(중요성)에 대해 O를 표시해 주십시오. 또한, ③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의
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평가항목

평가지표

1. 교육
목표

1.1 교육목표의
타당성 및
구체성

평가기준
1.1.1 원격수업 프로그램의 교육목표가 학교 밖 학력인정을 위한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에 비추어 적절한지 평가
1.1.2 교육목표가 운영 영역별 특성과 요구에 비추어 적절한지 평가
1.1.3 교육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
① 타당도

1. 교육목표
평가지표

매우
타당하지
타당하지
않다
않다

보통
이다

② 중요성
매우
타당
매우
중요하지 보통
중요하지
하다 타당하다
않다
이다
않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1.1 교육목표의 타당성 및 구체성
③ 지표 및 기준에 대한 견해

(예시) 1.1 평가지표는 ...
1.1.1 평가기준은 ...

11. 아래 평가항목(Ⅱ.2. 교육내용 및 방법)에 대한 평가지표가 ①적절한지(타당성) 또한 ②
얼마나 중요한지(중요성)에 대해 O를 표시해 주십시오. 또한, ③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항목

평가지표
2.1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2.2 교육내용
및 방법의
2. 교육내용
적절성
및 방법
2.3 원격수업 콘텐츠
구현의 적절성

2. 교육내용 및 방법
평가지표

평가기준
2.1.1 교육목표에 따른 학습계획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평가
2.1.2 교육과정에 따른 시수가 적절한 수준인지 평가
2.2.1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이 연계되어 있으며, 교육내용이 영역 및 학습자의 특
성과 요구에 비추어 적절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
2.2.2 적절한 강의방식과 수업자료를 활용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평가
2.3.1 콘텐츠의 내용이 교육목표와 주차별 수업계획이 잘 구현되도록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평가
2.3.2 콘텐츠에 접근하는 방법 및 절차, 화면구성이 학습자에게 편리하게 구현되어
있는지 평가
① 타당도
매우
타당하지 보통 타당
타당하지
않다
이다 하다
않다

② 중요성
매우
매우
중요하지 보통 중요
중요하지
타당하다
않다
이다 하다
않다

매우
중요하다

2.1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2.2 교육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2.3 원격수업 콘텐츠 구현의 적절성
③ 지표 및 기준에 대한 견해

(예시) 2.2 평가지표는 ...
2.1.2 평가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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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아래 평가항목(Ⅱ.3. 학습자 관리)에 대한 평가지표가 ①적절한지(타당성) 또한 ②얼마나
중요한지(중요성)에 대해 O를 표시해 주십시오. 또한, ③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항목

평가지표
3.1 교육과정
관리 방안의
적절성

3. 학습자
3.2 학습자 지원
관리
방안의 적절성
3.3 프로그램
만족도 제고
노력

평가기준
3.1.1 원격으로 학습자 출결 관리, 학습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이 충분히 지원되는지
평가
3.1.2 프로그램 이수 기준이 적절한지, 이수 결과에 대한 관리 방안이 적절한지
평가
3.2.1 원격으로 본 사업 취지 및 프로그램 안내, 학습 상담 등 학습자 관리와 지원을
위한 준비가 되어있는지 평가
3.3.1 원격으로 프로그램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개선 체계가 있는지 평가
- 프로그램 평가 계획(기준, 절차, 방법 등)
- 학습자 만족도 조사 등
① 타당도

3. 학습자 관리
평가지표

매우
타당하지
타당하지
않다
않다

보통
이다

② 중요성
타당
하다

3.1 교육과정 관리 방안의 적절성
3.2 학습자 지원 방안의 적절성
3.3 프로그램 만족도 제고 노력
③ 지표 및 기준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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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3.1 평가지표는 ...
3.2.1 평가기준은 ...

매우
매우
중요하지
중요하지
타당하다
않다
않다

보통
이다

중요
매우
하다 중요하다

부 록

※ 원격수업 기반 프로그램 단위 신청유형의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영역

평가항목
1. 교육목표

Ⅱ.프로그램 2. 교육내용 및 방법
운영
(2차 서류평가)
3. 학습자 관리

평가지표
1.1. 교육목표의 타당성 및 구체성
2.1.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2.2 교육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2.3 원격수업 콘텐츠 구현의 적절성
3.1. 교육과정 관리 방안의 적절성
3.2. 학습자 지원 방안의 적절성
3.3. 프로그램 만족도 제고 노력

평가방법
1.1에서 3.3까지 총 6개 지표 총점
100점 만점에 대해 70%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탈락) 판정

13. 이처럼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경우, ‘총점의 70% 미만 부적합(탈락)’으로 판정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검토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
십시오.

14.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평가지표별로 점수를 배분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점 100점)
Ⅱ. 프로그램 운영 영역
평가항목
1. 교육목표
2. 교육내용 및 방법

3. 학습자 관리
합계

평가지표

지표별 배점
(총점 100점)

1.1. 교육목표의 타당성 및 구체성
2.1.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2.2 교육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2.3 원격수업 콘텐츠 구현의 적절성
3.1. 교육과정 관리 방안의 적절성
3.2. 학습자 지원 방안의 적절성
3.3. 프로그램 만족도 제고 노력
0

15.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 영역 평가를 위해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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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원격수업 기반 기관 단위 신청유형의 평가지표(안)입니다. 영역별로 제시된 평가지
표(안)를 검토하시고, 각 내용이 적절한지 문항별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 단위
* 기관 단위 신청은 프로그램 단위로 인증받은 학교 밖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최소 2개 이상 (20분±5분으로 구성된
총 30차시 또는 총 600분 이상 프로그램) 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인증 이후 프로그램 운영의
자율성 부여

* 기관 단위 신청의 Ⅰ. 기본요건 영역(1차 서류평가)의 평가항목 및 지표는 프로그램 단위
신청의 평가지표와 동일하며, 평가 방법에서 부적합(탈락) 등급기준의 차이가 있음.
평가영역

평가항목
1. 운영기관
특성

기본요건
2. 전담인력 및
평가
교·강사
(1차 서류평가)

평가지표
1.1.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
1.2. 기관 운영의 안정성
1.3. 원격수업 기반 프로그램 운영 실적
2.1. 전담인력 및 교·강사 자격 적합성
2.2. 전담인력 및 교·강사 질 관리 적절성
3.1. 원격교육 설비 확보의 적정성

3. 교육환경

평가방법

지표별 등급평가 실시
(A～E 등급, 5단계 평가)
D등급이 하나라도 있으면,
부적합(탈락) 판정

3.2. 플랫폼 확보의 적정성
3.3 개인정보 및 보안관리 체계의 적절성

16. 본 사업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기관 단위 신청의 기본요건 평가항목과 지표에서 프로
그램 단위 신청과 차별을 두어야 할 점이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기술해 주십시오.

17. 이처럼 기관 단위 신청의 기본요건에 대해 지표별 등급평가(5단계 평가) 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검토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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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기관 단위 신청유형의 Ⅱ. 프로그램 운영 영역(2차 서류평가)에서는 전년도 운영 실적,
체계적 운영 계획, 관리 적절성 등에 비추어 다양한 원격수업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제
공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
평가영역

평가항목
1.1.
1.2.
2.1.
2.2.
3.1.

1. 전년도 운영 실적
Ⅱ. 프로그램
운영

2. 운영계획
3. 학습자 관리

평가지표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실적
전년도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내용의 적절성
프로그램 운영 및 결과 관리의 적절성
학습자 관리 방안의 적절성

18. 본 사업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기관 단위 신청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평가하는데
있어 다음 각 평가항목이 ①적절한지(타당성) 또한 ②얼마나 중요한지(중요성)에 대한
의견에 O를 표시해주시고, ③항목에 대해 검토 의견이 있으신 경우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① 타당도
Ⅱ. 프로그램 운영 평가 매우
타당하지
항목
타당하지
않다
않다

보통
이다

② 중요성
타당
하다

매우
매우
중요하지
중요하지
타당하다
않다
않다

보통
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전년도 운영 실적
2. 운영계획
3. 학습자 관리
③ 항목 수정 및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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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기관 단위 신청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입니다.
19. 아래 평가항목(Ⅱ.1. 전년도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지표가 ①적절한지(타당성) 또한 ②
얼마나 중요한지(중요성)에 대해 O를 표시해 주십시오. 또한, ③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기준

1.1 전년도 프로그램 1.1.1 전년도 운영한 원격수업 프로그램의 수, 학습자 수, 이수자 수 등 전년도
운영 실적
운영 실적을 고려할 때, 원격수업 운영기관으로 적절한지 평가

1. 전년도
운영 실적 1.2 전년도 프로그램 1.2.1 전년도 운영한 프로그램 내용이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학업중단학생 학습
자의 특성과 요구에 비추어 적절한지 평가
내용의 적절성
1.2.2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결과(참석자 만족도조사, 강의평가 등) 평가

1. 전년도 운영 실적
평가지표

① 타당도
매우
타당하지 보통 타당
타당하지
않다
이다 하다
않다

② 중요성
매우
매우
중요하지 보통 중요
매우
중요하지
타당하다
않다
이다 하다 중요하다
않다

1.1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실적
1.2 전년도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
③ 지표 및 기준에 대한
(예시) 1.1 평가지표는 ...
견해
1.1.1 평가기준은 ...

20. 아래 평가항목(Ⅱ.2. 운영계획)에 대한 평가지표가 ①적절한지(타당성) 또한 ②얼마나 중
요한지(중요성)에 대해 O를 표시해 주십시오. 또한, ③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의
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평가항목

2. 운영
계획

평가지표
2.1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내용의 적절성

2.2 프로그램 운영 및
결과 관리의 적절성

2. 운영계획
평가지표

평가기준
2.1.1 영역 구분에 따라 교·강사 자격, 프로그램의 종류, 구분(필수/선택), 이수
시수가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계획되었는지 평가
2.1.2 영역별 프로그램의 교육목표와 내용이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학업중단학
생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에 비추어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적절하게 계획
되었는지 평가
2.2.1 프로그램 이수 기준이 적절한지, 이수 결과 관리 방안이 적절한지 평가
2.2.2 프로그램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개선 체계가 있는지 평가
- 학습자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반영 등
① 타당도
매우
타당하지 보통
타당
타당하지
않다
이다
하다
않다

2.1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내용의 적절성
2.2 프로그램 운영 및 결과
관리의 적절성
③ 지표 및 기준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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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1 평가지표는 ...
2.1.1 평가기준은 ...

② 중요성
매우
매우
중요하지 보통 중요
중요하지
타당하다
않다
이다 하다
않다

매우
중요하다

부 록

21. 아래 평가항목(Ⅱ.3. 학습자 관리)에 대한 평가지표가 ①적절한지(타당성) 또한 ②얼마나
중요한지(중요성)에 대한 의견에 O를 표시해 주십시오. 또한, ③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평가항목

평가지표

3. 학습자 3.1 학습자 관리
관리
방안의 적절성

평가기준
3.1.1 원격으로 학습자 출결 관리, 학습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이 충분히 지원
되는지 평가
3.1.2 원격으로 사업 취지 및 프로그램 안내, 학습 상담 등 학습자 관리와 지
원을 위한 준비가 되어있는지 평가
① 타당도

3. 학습자 관리
평가지표

매우
타당하지
타당하지
않다
않다

3.1 학습자 관리 방안의
적절성
③ 지표 및 기준에 대한
견해

보통
이다

타당
하다

② 중요성
매우
매우
중요하지 보통
중요
중요하지
타당하다
않다
이다
하다
않다

매우
중요하다

(예시) 3.1 평가지표는 ...
3.1.1 평가기준은 ...

※ 이상 원격수업 기반 기관 단위 신청유형의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방법

1.1.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실적

1. 전년도 운영 실적
1.2. 전년도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
Ⅱ. 프로그램
운영
2.1.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내용의 적절성
(2차 서류평가) 2. 운영 계획
2.2. 프로그램 운영 및 결과 관리의 적절성
3. 학습자 관리

1.1에서 3.1까지 총 5개 지표
총점 100점 만점에 대해 70%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탈락) 판정

3.1. 학습자 관리 방안의 적절성

22. 이처럼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경우, ‘총점의 70% 미만 부적합(탈락)’으로 판정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검토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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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평가지표별로 점수를 배분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점 100점)
프로그램 운영 영역
평가항목
1. 전년도 운영 실적
2. 운영 계획
3. 학습자 관리

평가지표

지표별 배점
(총점 100점)

1.1.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실적
1.2. 전년도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
2.1.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내용의 적절성
2.2. 프로그램 운영 및 결과 관리의 적절성
3.1. 학습자 관리 방안의 적절성

합 계

0

24. 그 밖에 기관 단위 신청유형에서 프로그램 운영 영역 평가를 위해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
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25. 초·중학교 단계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인정과 학습지원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실행되기
위해 원격수업 기반의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점이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6. 끝으로,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방안(안) 및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의 방향 및 방식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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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도구 개발’을 위한
델파이 조사(2차: 원격수업기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본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차 조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델파이 조사(전
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지원과 학력인정을 위한 프로그램
인증 방향 및 도구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지는 2차 델파이 조사지로,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 문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재수렴하고자 합니다. 1차 조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다시 한 번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의견은 연구 자료로만 활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델파이 조사 계획
◦ 총 2차에 걸쳐 실시
1차
인증 방향 및 방법, 평가도구
타당성에 대한 의견 수렴

1차 결과 수합 및 수정
▶

1차 델파이 결과를 반영한
수정∙보완

2차
▶ 인증 방안 전반에 대한 최종
의견 수렴

바쁘시겠지만 이 연구가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인정 및 학습지원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
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의견은 연구 자료로만 활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연구책임자 김 은
공동연구진 손 찬
이 윤
백 선
윤 수
윤 현
연 구 원 김 지

영
희
희
희
경
희
현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경인교육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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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파이 조사 응답 방법 ▣

응답방법

회송처

(전자우편 회송) jihyun@kedi.re.kr

회송일자

1차 : 2019년 10월 15일(화) 오후 6시까지

회송자료

총 2개 파일
① 본 델파이 조사 파일
②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문의처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
- 김지현 : 043) 530-9424 / jihyun@kedi.re.kr
- 김은영 : 043) 530-9575 / eykimedu@kedi.re.kr

▣ 델파이 조사 참여 동의서 ▣
연구의 취지에 따라 델파이 조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 1차 제출한 경우 미제출
성명

(인)

자택주소

계좌번호

(은행명:

)

주민번호

※ 소정의 사례비 지급(2차 조사까지 참여 완료 시 30만원 지급 예정)을 위해서는 주민번호
기재가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정보는 연구 목
적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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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방안(안)

▪ ‘학교 밖 청소년 학력인정 및 학습지원 사업’은 의무교육단계에서 미취학 또는 학업중단으로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에게 학교 밖에서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발굴・제공하고 학력
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 2019년 현재 시범운영 중으로, 본 연구는 시범운영 단계 이후 사업의 확대 및 효과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에, 시범운영 단계의 운영 내용을 개선하여 연구진(안)을 제안함.
1) 인증 목적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2항을 근거로, 학교 밖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평가하여
초·중학교 학력인정이 가능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으로 인증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습지원 및
학력인정의 기반 조성
2) 인증 방식
⚪ (운영주체) 학교 밖 청소년의 초·중학교 학력인정 및 학력인정이 가능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인정 권한
은 교육감에게 있으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이 지정한 위탁운영기관인 전문기관(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
⚪ (참여대상) 참여 가능한 대상은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또는 위탁운영)하는 초·중학교 단계에
해당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함.
※ 시범운영 이후, 단계적으로 참여대상을 확대할 예정임.
⚪ (신청유형)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은 (1) 출석수업 기반, (2) 원격수업 기반 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하며, 각각 프로그램 단위 또는 기관 단위로 신청할 수 있음.
⚪ (프로그램 영역)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내용 영역은 ‘학력보완(교과학습), 직업교육·훈련,
문화예술, 인문교양·시민교육’의 4영역을 포함함.
3) 인증평가 절차 및 방법

1차평가

기본요건
평가

2차평가

프로그램 운영
평가

서류
평가

지표별 등급평가
➜
(A～E 등급)
(정량 또는 정성평가)

100점 만점 평가
(정성평가)

평가지표 중 미적합 등급*이
있는 경우, 부적합(탈락) 판정
* 프로그램 단위 E등급,
기관 단위 D등급 이하

➜

총점 70점 미만
부적합(탈락) 판정

➜

영역별 70점 미만
부적합(탈락) 판정

* 2차평가 결과에 따라 3차평가 실시여부 결정
실사
평가

3차평가

서류평가 내용의 점검,
확인 평가
(기본요건, 프로그램
운영)

평가영역별
100점 만점 평가
(실사, 정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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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유형별 평가지표
[원격수업 기반] ※ 원격수업 기반 관련 평가지표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 프로그램 단위 신청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1.1.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

1. 운영기관 특성

1.2. 기관 운영의 안정성
1.3. 원격수업 기반 프로그램 운영 실적

Ⅰ. 기본
요건

2. 전담인력 및 교·강사

2.1. 전담인력 및 교·강사 자격 적합성
2.2. 전담인력 및 교·강사 질 관리 적절성
3.1. 원격교육 설비 확보의 적정성

3. 교육여건

3.2. 플랫폼 확보의 적정성
3.3 개인정보 및 보안관리 체계의 적절성

1. 교육목표

1.1. 교육목표의 타당성 및 구체성
2.1. 교육 운영계획의 적절성

Ⅱ. 프로그램
운영

2. 교육내용 및 방법

2.2 교육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2.3 원격수업 콘텐츠 구현의 적절성
3.1. 프로그램 관리의 적절성

3. 학습자 및 프로그램 관리

3.2. 학습자 지원의 적절성
3.3. 프로그램 개선 체계의 적절성

⚪ 기관 단위 신청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1.1.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

1. 운영기관 특성

1.2. 기관 운영의 안정성
1.3. 원격수업 기반 프로그램 운영 실적

Ⅰ. 기본
요건

2. 전담인력 및 교·강사

2.1. 전담인력 및 교·강사 자격 적합성
2.2. 전담인력 및 교·강사 질 관리 적절성
3.1. 원격교육 설비 확보의 적정성

3. 교육여건

3.2. 플랫폼 확보의 적정성
3.3 개인정보 및 보안관리 체계의 적절성

1. 원격수업 프로그램 전년도
운영 결과
Ⅱ. 프로그램
운영

2. 운영계획
3. 학습자 관리

1.1.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결과
1.2. 전년도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
2.1.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내용의 적절성
2.2. 프로그램 운영 및 결과 관리의 적절성
3.1. 학습자 관리 및 지원의 적절성

[출석수업 기반] ※ 출석수업 기반 평가지표는 별도 델파이로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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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파이 조사 문항 ▣
1. 현재, 학교 밖 청소년 학력인정 사업 시범운영 단계에서는 사업목적 및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기관(과도한 종교 및 국제교육, 영리 목적,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의 참여를 제한
하기 위하여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아래 항목에 해당하
는 기관에 대해서만 인증 가능하도록 참여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자격 1>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 운영 프로그램
<자격 2>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
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②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③ 평생학습관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직업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⑤ 소년원학교
⑥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를 통해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청소년수련관, 국립수련시설 등)
<심의면제> 방송통신중학교 온라인교육과정, 공공기관 운영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시범운영 이후,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참여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차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2차 의견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의견
: 해당 번호에 0 표시

1차 결과
(1) 확대 찬성, 단 점진적 접근 필요(단계적 확대, 시범운영(5명)
(2) 민간까지 확대 찬성, 이를 위한 인증절차 마련(4명)
(3) 공공기관, 대학부설기관 등 신뢰성이 확보된 기관으로 확대(2명)
(4) 기타 (

)

2. 향후,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제공 기관을 확대한다면, 어떤 기관의 원격수업
프로그램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전문가들이 제시한 1차 조사 결과에 동의 여
부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의견
: 확대 동의에 모두 0 표시

1차 결과
(1) MOOK, 사이버대학 등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원격수업
(2) EBS 인터넷 강의
(3) 비영리법인 운영 강좌
(4) 교원원격연수 운영기관(민간 18개 기관 포함)
(5) 민간 운영 무료강좌
(6) 외국어, 음악, 영화, 취업 등 다양한 민간교육 강좌
(7) 탈북, 다문화청소년, 병원학교 관련 원격수업 프로그램
(8)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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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인증을 위한 평가지표(안)입니다.
원격수업에 대한 인증 평가는 프로그램 단위와 기관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평가영역은 기본요건 및 프로그램
운영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원격수업 기반 프로그램 단위 신청유형의 평가지표(안) 입니다. 영역별로 제시된
평가지표(안)을 검토하시고, 각 내용이 적절한지 문항별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단위
Ⅰ. 기본요건 영역(1차 서류평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의무교육단계 학력인정을 위한
원격기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여건이 마련되었는지를 평가함.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1.1.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

1. 운영기관 특성

1.2. 기관 운영의 안정성
1.3. 원격수업 기반 프로그램 운영 실적

Ⅰ. 기본
요건

2. 전담인력 및 교·강사

2.1. 전담인력 및 교·강사 자격 적합성
2.2. 전담인력 및 교·강사 질 관리 적절성
3.1. 원격교육 설비 확보의 적정성

3. 교육여건

3.2. 플랫폼 확보의 적정성
3.3 개인정보 및 보안관리 체계의 적절성

3. 본 사업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기본요건을 평가하는데 있어 다음 각 평가항목이 ①적절
한지(타당성) 또한 ②얼마나 중요한지(중요성)에 대해 1차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O를 표
시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기본요건
평가항목

① 타당도
② 중요성
1
2
3
4
5
1
2
3
4
5
평균
평균
매우
매우
타당하지 보통 타당
매우
중요하지 보통 중요
매우
타당하지
(표준편차) 중요하지
(표준편차)
않다
이다 하다 타당하다
않다
이다 하다 중요하다
않다
않다

1. 운영기관 특성

4.6점
(0.51)

4.6점
(0.51)

2. 전담인력 및
교·강사

4.6점
(0.67)

4.8점
(0.45)

3. 교육여건

4.5점
(0.52)

4.7점
(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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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기본요건 영역의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입니다.
4. 아래 평가항목(Ⅰ.1. 운영기관 특성)에 대한 평가지표가 ①적절한지(타당성) 또한 ②얼마나
중요한지(중요성)에 대해 1차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O를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평가지표
1.1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

1. 운영 1.2 기관 운영의
기관
안정성
특성
1.3 원격수업 기반
프로그램 운영
실적

평가기준
1.1.1 기관의 설립목적 및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학교 밖 청소년에게 의미있는
양질의 교육을 기획, 제공하기에 적절한 기관인지 평가
1.1.2 기관의 비영리성 및 교육적 중립성 확보 여부 평가
1.2.1 기관의 사업 규모, 인력 현황, 재정 지원 등을 고려할 때,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에 충분한지 평가
1.2.2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평가
- 제공 프로그램에 대해 적정한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가, 강사비, 교재비, 기타
학습자를 위한 지원금이 책정되어 있는지 등
1.3.1 아래 2개의 조건 모두를 충족
- 최근 2년간 매년 원격 교육프로그램을 45시수(차시) 이상 운영한 실적
- 해당 프로그램의 구성은 ① 1차시당 20분이상(±5분)+총 15차시 이상
또는 ② 1개 학습과정이 총 300분 이상으로 함

① 타당도
② 중요성
1
2
3
4
5
1
2
3
4
5
1. 운영기관 특성
평균
평균
매우
매우
평가지표
타당하지 보통 타당 매우
중요하지 보통 중요 매우
(표준편차) 중요하지
(표준편차)
타당하지
않다
이다 하다 타당하다
않다
이다 하다 중요하다
않다
않다
1.1 기관 목적 및 성격
4.5점
4.5점
적합성
(0.90)
(0.67)
4.6점
4.6점
1.2 기관 운영의 안정성
(0.51)
(0.67)
1.3 원격수업 기반
4.0점
3.8점
프로그램 운영 실적
(0.74)
(0.58)
③ 평가기준(1.1.1~
- 수정 사항(삭제, 수정, 추가 등): 예시) 1.3.1
1.3.1)에 대한 견해

5. 아래 평가항목(Ⅰ.2. 전담인력 및 교·강사)에 대한 평가지표가 ①적절한지(타당성) 또한
②얼마나 중요한지(중요성)에 대해 1차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O를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2. 전담
인력 및
교·강사

평가지표

평가기준
2.1.1 필수이수 교과인 국어, 사회/도덕(역사포함) 교·강사의 경우, 「초·중등교육
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1.2 선택교과 교·강사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
2.1 전담인력 및
행령」에 따른 강사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지도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
교·강사 자격
는 관련업무 경력 소지자(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 학교 밖 청소년
적합성
업무 전담자도 포함됨)
2.1.3. 전담인력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업무 관련 자격증 또는 관련업무 경력
소지자
2.2.1 전담인력 및 교·강사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고 있는지 평가
2.2 전담인력 및
2.2.2 전담인력 및 교·강사 질 확보를 위한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평가
교·강사 질 관리
- 전담인력 및 교·강사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 관리
적절성
- 강의시수, 강사료 책정, 연수 등 질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평가
2.2.3 콘텐츠 운영 및 품질관리를 위한 인력이 확보되었는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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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타당도
② 중요성
1
2
3
4
5
1
2
3
4
5
2. 전담인력 및 교·강사
평균
평균
매우
매우
평가지표
타당하지 보통 타당 매우
중요하지 보통 중요 매우
(표준편차) 중요하지
(표준편차)
타당하지
않다 이다 하다 타당하다
않다 이다 하다 중요하다
않다
않다
2.1 전담인력 및 교강사
3.9점
4.7점
자격 적합성
(1.08)
(0.49)
2.2 전담인력 및 교강사
4.3점
4.8점
질 관리 적절성
(0.78)
(0.39)
③ 평가기준(2.1.1~ 2.2.3)에 - 수정 사항(삭제, 수정, 추가 등): 예시) 1.3.1
대한 견해

6. 아래 평가항목(Ⅰ.3. 교육여건)에 대한 평가지표가 ①적절한지(타당성) 또한 ②얼마나 중
요한지(중요성)에 대해 1차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O를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3. 교육
여건

평가지표

평가기준
3.1.1 하드웨어 설비가 원격수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확보되었는지 여부를 평가
3.1. 원격교육 설비
- 서버, 네트워크 또는 클라우드, 콘텐츠제작 장비 등
확보의 적정성 3.1.2 소프트웨어 설비가 원격수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확보되었는지 여부를 평가
3.1.3 원격교육용 정보보호 시스템 설비가 확보되었는지 여부를 평가
3.2.1 관리자 및 교수자용 플랫폼이 확보되었는지 여부를 평가
- 관리자 모듈은 교육과정 관리, 교수자 및 학습자 영역 관리, 강의실 관리,
학습운영 및 수강관리, 운영자 지원 관리 등 기능을 포함하는가
3.2.2 교수자용 플랫폼이 확보되었는지 여부를 평가
3.2. 플랫폼 확보의
- 교수자 모듈은 과정관리, 학생관리, 출석・진도・학습・시험관리, 커뮤니
적정성
티 및네트워크 관리 기능을 포함하는가
3.2.3 학습자용 플랫폼이 확보되었는지 여부를 평가
- 학습기능(수강,출석,학습,평가 등), 과제기능, 상담기능, 커뮤니티 등 포함
하는가
3.3 개인정보 및
3.3.1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체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평가
보안관리 체계의
- 개인정보보호 내부지침 및 점검표, 개인정보 관리 및 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적절성
관리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는가 등

① 타당도
② 중요성
1
2
3
4
5
1
2
3
4
5
3. 교육여건
평균
매우
매우
평가지표
타당하지 보통 타당 매우
중요하지 보통 중요 매우
(표준편차) 중요하지
타당하지
않다 이다 하다 타당하다
않다 이다 하다 중요하다
않다
않다
4.3점
3.1. 원격교육 설비 확보의 적정성
(0.87)
4.4점
3.2. 플랫폼 확보의 적정성
(0.67)
3.3 개인정보 및 보안관리 체계
4.6점
의 적절성
(0.67)
③ 평가기준(3.1.1~ 3.3.1)에 - 수정 사항(삭제, 수정, 추가 등): 예시) 1.3.1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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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표준편차)
4.5점
(0.52)
4.7점
(0.49)
5.0점
(0.00)

부 록

※ 이상 원격수업 기반 프로그램 단위 신청유형의 기본요건 영역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방법

1.1.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
1. 운영기관 특성

1.2. 기관 운영의 안정성
지표별 등급평가 실시
(A~E 등급, 5단계 평가)

1.3. 원격수업 기반 프로그램 운영 실적
기본요건
2. 전담인력 및
평가
교·강사
(1차 서류평가)

2.1. 전담인력 및 교·강사 자격 적합성
2.2. 전담인력 및 교·강사 질 관리 적절성
3.1. 원격교육 설비 확보의 적정성

3. 교육여건

E등급이 하나라도 있으면,
부적합(탈락) 판정

3.2. 플랫폼 확보의 적정성
3.3 개인정보 및 보안관리 체계의 적절성

7. 이처럼 기본요건에 대해 지표별 등급평가(5단계 평가) 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1차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2차 의견을 표시해 주십시오.
1차에서 제시된 의견
(1) 지표별 등급평가가 적절하므로, 그대로 유지(7명)
(2) 점수평가 방법 고려(1명)
(3) 부적합(탈락) 기준을 강화(1명)
(예: 총점기준을 추가하여 총점 몇점 이하 탈락)
(4) 질관리를 위해 D등급의 경우 개선 조항 마련(1명)
(5) 학교 밖의 특성을 고려하여 등급기준 완화(1명)
(6) 기타(
)

2차 의견

※ 1차 의견 중,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0 표시,
또는 추가 의견 작성

8. 그 밖에 기본요건 평가를 위해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이 있다면, 1차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2차 의견을 표시해 주십시오.
1차에서 제시된 의견
(1)
(2)
(3)
(4)
(5)
(6)

플랫폼의 질적 수준 및 전담인력 관련 규정 필요
최근 2년간 재정상태 포함
서류평가의 순차 운영 필요
교육기관의 중장기 운영계획 포함
집체교육 포함여부 고려
기타(
)

2차 의견

※ 1차 의견 중,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0 표시,
또는 추가 의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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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프로그램 운영 영역(2차 서류평가)에서는 프로그램의 목표 적합성, 운영 체계성, 관리
적절성 등에 비추어 원격수업 프로그램이 충실히 계획되어 제공될 수 있는지를 평가함.
평가영역

평가항목
1. 교육목표

평가지표
1.1. 교육목표의 타당성 및 구체성
2.1. 교육 운영계획의 적절성

Ⅱ.프로그램
운영

2. 교육내용 및 방법

2.2 교육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2.3 원격수업 콘텐츠 구현의 적절성
3.1. 프로그램 관리의 적절성

3. 학습자 및 프로그램 관리

3.2. 학습자 지원의 적절성
3.3. 프로그램 개선 체계의 적절성

9. 본 사업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평가하는데 있어 다음 각 평가
항목이 ①적절한지(타당성) 또한 ②얼마나 중요한지(중요성)에 대해 1차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O를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타당도
② 중요성
1
2
3
4
5
1
2
3
4
5
Ⅱ. 프로그램 운영
평균
평균
매우
매우
평가항목
타당하지 보통
타당
매우
중요하지 보통
매우
(표준편차) 중요하지
(표준편차)
중요하다
타당하지
않다
이다
하다 타당하다
않다
이다
중요하다
않다
않다
4.7점
4.7점
1. 교육목표
(0.49)
(0.49)
4.6점
4.7점
2. 교육내용 및 방법
(0.51)
(0.49)
3. 학습자 및
4.6점
4.8점
프로그램 관리
(0.67)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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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다음은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입니다.
10. 아래 평가항목(Ⅱ.1. 교육목표)에 대한 평가지표가 ①적절한지(타당성) 또한 ②얼마나 중
요한지(중요성)에 대해 1차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O를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항목

1. 교육
목표

평가지표
1.1 교육목표의
타당성 및
구체성

평가기준
1.1.1 원격수업 프로그램의 교육목표가 학력인정을 위한 학교 밖 학습자의 특성과 요
구에 비추어 적절한지 평가
- 불건전성, 정치적·종교적 중립성의 문제가 없는지 평가
- 학습자 수준(발단단계 등)에 적절한지 등 평가
1.1.2 교육목표가 프로그램 영역별 특성과 요구에 비추어 적절한지 평가
1.1.3 교육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
① 타당도
1
2
3
4
매우
타당하지 보통 타당
타당하지
않다 이다 하다
않다

② 중요성
5
1
2
3
4
1. 교육목표
매우 평균
매우
평가지표
중요하지 보통 중요
타당 (표준편차) 중요하지
않다 이다 하다
하다
않다
1.1 교육목표의 타당성 및
4.6점
구체성
(0.50)
③ 평가기준(1.1.1~ 1.1.3)에 - 수정 사항(삭제, 수정, 추가 등): 예시) 1.3.1
대한 견해

5
매우 평균
중요 (표준편차)
하다
4.8점
(0.40)

11. 아래 평가항목(Ⅱ.2. 교육내용 및 방법)에 대한 평가지표가 ①적절한지(타당성) 또한 ②
얼마나 중요한지(중요성)에 대해 1차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O를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평가지표
평가기준
2.1 교육 운영계획의 적 2.1.1 교육목표에 따른 운영계획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작성되었는지 평가
절성
2.1.2 교육목표 및 내용, 학습자 특성에 비추어 시수가 적절한지 평가
2.2 교육내용
2.2.1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이 연계되어 있으며, 교육내용이 영역 및 학습자의 특
및 방법의
성과 요구에 비추어 적절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
2. 교육내용
적절성
2.2.2 적절한 강의방식과 수업자료를 활용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평가
및 방법
2.3.1 원격수업 콘텐츠가 교육목표와 주차별 수업계획이 잘 드러나도록 구성되
2.3 원격수업 콘텐츠
었는지 평가
구현의 적절성
2.3.2 콘텐츠에 접근하는 방법 및 절차, 화면구성이 학습자에게 편리하게 구현되어
있는지 평가
① 타당도
② 중요성
1
2
3
4
5
1
2
3
4
5
2. 교육내용 및 방법
평균
평균
매우
매우
평가지표
타당하지 보통 타당 매우
중요하지 보통 중요 매우
(표준편차) 중요하지
(표준편차)
타당하지
않다 이다 하다 타당하다
않다 이다 하다 중요하다
않다
않다
2.1 교육 운영계획의
4.5점
4.7점
적절성
(0.52)
(0.49)
2.2 교육내용 및 방법의
4.5점
4.7점
적절성
(0.67)
(0.49)
2.3 원격수업 콘텐츠
4.4점
4.7점
구현의 적절성
(0.79)
(0.49)
③ 평가기준(2.1.1~
- 수정 사항(삭제, 수정, 추가 등): 예시) 1.3.1
2.3.2)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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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아래 평가항목(Ⅱ.3. 학습자 및 프로그램 관리)에 대한 평가지표가 ①적절한지(타당성)
또한 ②얼마나 중요한지(중요성)에 대해 O를 표시해 주십시오. 1차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O를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평가지표

평가기준

3.1 프로그램
관리의 적절성
3. 학습자
및 프로그램 3.2 학습자 지원의
관리
적절성
3.3 프로그램
개선 체계의
적절성

3.1.1 원격으로 학습자 출결 관리, 학습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이 충분히 지원되는지
평가
3.1.2 프로그램 이수 기준이 적절한지, 이수 결과에 대한 관리 방안이 적절한지
평가
3.2.1 원격으로 학습자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준비가 되어있는지 평가
- 사업 취지 및 프로그램 안내, 학습 상담, 진로 상담 등
3.3.1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평가
- 프로그램 평가 계획(기준, 절차, 방법 등) 및 결과 반영
- 학습자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반영 등
① 타당도

3. 학습자 및 프로그램 관리
평가지표

1

2

3

4

② 중요성
5

1
2
3
4
5
평균
평균
매우
매우
타당하지 보통 타당 매우 (표준편차)
중요하지 보통 중요 매우 (표준편차)
타당하지
중요하지
않다 이다 하다 타당하다
않다 이다 하다 중요하다
않다
않다

3.1 프로그램 관리의
적절성

4.3점
(0.75)

4.8점
(0.39)

3.2 학습자 지원의
적절성

4.3점
(0.78)

4.8점
(0.39)

3.3 프로그램 개선 체계의
적절성

4.4점
(0.67)

4.6점
(0.51)

③ 평가기준(3.1.1~ 3.3.1)에 - 수정 사항(삭제, 수정, 추가 등): 예시) 1.3.1
대한 견해

※ 원격수업 기반 프로그램 단위 신청유형의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영역

평가항목
1. 교육목표

평가지표

평가방법

1.1. 교육목표의 타당성 및 구체성
2.1. 교육 운영계획의 적절성

Ⅱ. 프로그램 2. 교육내용 및 방법
운영
(2차 서류평가)
3. 학습자 및 프로그램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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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육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2.3 원격수업 콘텐츠 구현의 적절성
3.1. 프로그램 관리의 적절성
3.2. 학습자 지원의 적절성
3.3. 프로그램 개선 체계의 적절성

1.1에서 3.3까지 총 6개 지표
총점 100점 만점에 대해 70%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탈락) 판정

부 록

13. 이처럼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경우, ‘총점의 70% 미만 부적합(탈락)’으로 판정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1차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의견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에서 제시된 의견

2차 의견

(1) 총점의 70% 미만 부적합(탈락)이 적절하므로, 유지(6명)
(2) 부적합(탈락) 기준 강화 및 구체화 필요(2명)
(총점기준 도입, 과락 개념 도입, 루브릭 제시 등)
(3) 총점의 60% 미만 부적합(탈락)으로, 기준 완화(2명)
(4) 조건부기준 도입, 개선노력을 통한 재신청 고려(2명)
(5) 기타(
)

※ 1차 의견 중,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0표시,
또는 추가 의견 작성

14.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평가지표별로 점수를 배분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차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2차 의견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Ⅱ. 프로그램 운영 영역
평가항목
1. 교육목표
2. 교육내용 및 방법

3. 학습자 및 프로그램
관리

평가지표

1차 결과
(응답평균)

1.1. 교육목표의 타당성 및 구체성

15.3

2.1. 교육 운영계획의 적절성

14.4

2.2 교육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15.8

2.3 원격수업 콘텐츠 구현의 적절성

13.6

3.1. 프로그램 관리의 적절성

14.0

3.2. 학습자 지원의 적절성

15.3

3.3. 프로그램 개선 체계의 적절성

11.6
100

합계

2차 의견 지표별 배점
(총점 100점)

100

15.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 영역 평가를 위해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이 있다면, 1차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2차 의견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에서 제시된 의견
(1)
(2)
(3)
(4)
(5)
(6)

사후관리 및 산출계획 내용 추가
저작권 및 표절 문제 고려
학습자 지원 항목에 대한 배점 상향 조정
만족도보다는 환류실적 등 개선 행위에 초점
학습자 관리 영역에 중도탈락율, 중도탈락방지 노력 등의 항목 추가 고려
기타(
)

2차 의견

※ 1차 의견 중,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모두 0표시,
또는 추가 의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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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원격수업 기반 기관 단위 신청유형의 평가지표(안)입니다. 영역별로 제시된 평가지
표(안)를 검토하시고, 각 내용이 적절한지 문항별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 단위
* 기관 단위 신청은 프로그램 단위로 인증받은 학교 밖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최소 2개 이상 (20분±5분으로 구성된
총 30차시 또는 총 600분 이상 프로그램) 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인증 이후 프로그램 운영의
자율성 부여

* 기관 단위 신청의 Ⅰ. 기본요건 영역(1차 서류평가)의 평가항목 및 지표는 프로그램 단위
신청의 평가지표와 동일하며, 평가 방법에서 부적합(탈락) 등급기준의 차이가 있음.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방법

1.1. 기관 목적 및 성격 적합성

1. 운영기관
특성

1.2. 기관 운영의 안정성
1.3. 원격수업 기반 프로그램 운영 실적

기본요건
2. 전담인력 및
평가
교·강사
(1차 서류평가)

2.1. 전담인력 및 교·강사 자격 적합성
2.2. 전담인력 및 교·강사 질 관리 적절성
3.1. 원격교육 설비 확보의 적정성

3. 교육여건

지표별 등급평가 실시
(A~E 등급, 5단계 평가)
D등급이 하나라도 있으면,
부적합(탈락) 판정

3.2. 플랫폼 확보의 적정성
3.3 개인정보 및 보안관리 체계의 적절성

16. 본 사업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기관 단위 신청의 기본요건 평가항목과 지표에서 프로
그램 단위 신청과 차별을 두어야 할 점이 있는지에 대해 1차 결과를 고려하여 2차 의견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에서 제시된 의견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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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단위 신청에서는 유지보수 방안에 대한 평가가 중요
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하므로, 지속적 관리가 중요
기관단위에 대해서는 실적 강화가 필요(예: 최근 3년 실적)
기관 운영의 안정성 및 전문성 등을 중점
전담인력 확보 및 배치에 대한 기준 필요
기타(
)

2차 의견

※ 1차 의견 중,
적절하다고생각하는 번호
에 모두 0표시,
또는 추가 의견 작성

부 록

17. 이처럼 기관 단위 신청의 기본요건에 대해 지표별 등급평가(5단계 평가) 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1차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2차 의견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에서 제시된 의견
(1)
(2)
(3)
(4)
(5)

2차 의견

지표별 등급평가가 적절하므로, 그대로 유지(6명)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지표 제시(1명)
부적합(탈락) 기준에 대한 구체적 명시 필요(2명)
탈락기준의 완화 필요(1명)
기타(
)

※ 1차 의견 중,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0 표시,
또는 추가 의견 작성

※ 기관 단위 신청유형의 Ⅱ. 프로그램 운영 영역(2차 서류평가)에서는 전년도 운영 실적,
체계적 운영 계획, 관리 적절성 등에 비추어 다양한 원격수업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제
공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
평가영역

평가항목
1. 원격수업 프로그램
전년도 운영 결과

Ⅱ.프로그램
운영

2. 운영계획
3. 학습자 관리

평가지표
1.1.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결과
1.2. 전년도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
2.1.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내용의 적절성
2.2. 프로그램 운영 및 결과 관리의 적절성
3.1. 학습자 관리 및 지원의 적절성

18. 본 사업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기관 단위 신청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평가하는데
있어 다음 각 평가항목이 ①적절한지(타당성) 또한 ②얼마나 중요한지(중요성)에 대해
1차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O를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Ⅱ. 프로그램 운영
평가 항목

① 타당도
② 중요성
1
2
3
4
5
1
2
3
4
5
평균
평균
매우
매우
타당하지 보통
타당
매우
중요하지 보통
매우
타당하지
중요하다
(표준편차) 중요하지
(표준편차)
않다
이다
하다 타당하다
않다
이다
중요하다
않다
않다

1. 원격수업
프로그램 전년도
운영 결과

4.3점
(0.65)

4.0점
(0.77)

2. 운영계획

4.6점
(0.69)

4.6점
(0.50)

3. 학습자 관리

4.6점
(0.52)

4.7점
(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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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기관 단위 신청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입니다.
19. 아래 평가항목(Ⅱ.1. 원격수업 프로그램 전년도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지표가 ①적절한지
(타당성) 또한 ②얼마나 중요한지(중요성)에 대해 1차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O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기준
1.1 전년도 프로그램 1.1.1 전년도에 운영한 원격수업 프로그램의 수, 학습자 수, 출석 및 이수율 등
1. 원격수업
운영 결과
전년도 운영 결과를 고려할 때, 원격수업 운영기관으로 적절한지 평가
프로그램
1.2.1 전년도에 운영한 프로그램 내용이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에 비추어 적절
전년도
1.2 전년도 프로그램
한지 평가
운영 결과
내용의 적절성
1.2.2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결과(참석자 만족도조사, 강의평가 등) 평가
1. 원격수업 프로그램
전년도 운영 결과
평가지표
1.1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결과
1.2 전년도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
③ 평가기준(1.1.1~
1.2.2)에 대한 견해

① 타당도
② 중요성
1
2
3
4
5
1
2
3
4
5
평균
평균
매우
매우
타당하 보통 타당
매우
중요하지 보통 중요
매우
(표준편차) 중요하지
(표준편차)
타당하지
지 않다 이다 하다 타당하다
않다
이다 하다 중요하다
않다
않다
4.3점
4.0점
(0.62)
(0.74)
4.3점
4.2점
(0.75)
(0.83)
- 수정 사항(삭제, 수정, 추가 등): 예시) 1.3.1

20. 아래 평가항목(Ⅱ.2. 운영계획)에 대한 평가지표가 ①적절한지(타당성) 또한 ②얼마나 중
요한지(중요성)에 대해 1차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O를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항목

2. 운영
계획

평가지표
2.1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내용의 적절성
2.2 프로그램 운영 및 결
과 관리의 적절성

평가기준
2.1.1 프로그램 영역 구분에 따라 교·강사 자격, 프로그램의 종류, 구분(필수/선
택), 이수 시수가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계획되었는지 평가
2.1.2 교육목표와 내용이 프로그램 영역 및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에 비추어 구체
적이고 적절하게 계획되었는지 평가
2.2.1 프로그램 이수 기준이 적절한지, 이수 결과 관리 방안이 적절한지 평가
2.2.2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 평가
- 프로그램 평가 결과, 학습자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반영 등

① 타당도
② 중요성
1
2
3
4
5
1
2
3
4
5
2. 운영계획
평균
평균
매우
매우
평가지표
타당하지 보통 타당
매우
중요하지 보통 중요하 매우
(표준편차) 중요하지
(표준편차)
타당하지
않다
이다 하다 타당하다
않다
이다
다 중요하다
않다
않다
2.1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4.8점
4.8점
내용의 적절성
(0.45)
(0.45)
2.2 프로그램 운영 및
4.8점
4.8점
결과 관리의 적절성
(0.39)
(0.39)
③ 평가기준(2.1.1~
- 수정 사항(삭제, 수정, 추가 등): 예시) 1.3.1
2.2.2)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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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아래 평가항목(Ⅱ.3. 학습자 관리)에 대한 평가지표가 ①적절한지(타당성) 또한 ②얼마나
중요한지(중요성)에 대해 1차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O를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항목
3. 학습자
관리

평가지표

평가기준

3.1 학습자 관리 및
지원의 적절성

3. 학습자 관리
평가지표
3.1 학습자 관리 및 지원의
적절성
③ 평가기준(3.1.1)에 대한
견해

3.1.1 원격으로 학습자 출결 관리, 학습에 대한 피드백이 충분히 지원되는지
평가
3.1.2 원격으로 학습자를 지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 평가
- 사업 취지 및 프로그램 안내, 학습 상담, 진로 상담 등

① 타당도
② 중요성
1
2
3
4
5
1
2
3
4
5
평균
평균
매우
매우
타당하지 보통 타당 매우
중요하지 보통 중요 매우
(표준편차) 중요하지
(표준편차)
타당하지
않다 이다 하다 타당하다
않다 이다 하다 중요하다
않다
않다
4.4점
4.9점
(0.79)
(0.29)
- 수정 사항(삭제, 수정, 추가 등): 예시) 1.3.1

※ 이상 원격수업 기반 기관 단위 신청유형의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영역

평가항목
1. 원격수업 프로그램
전년도 운영 결과

Ⅱ.프로그램
운영
(2차 서류평가) 2. 운영 계획

3. 학습자 관리

평가지표

평가방법

1.1.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결과
1.2. 전년도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
2.1.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내용의 적절성
2.2. 프로그램 운영 및 결과 관리의 적절성

1.1에서 3.1까지 총 5개
지표 총점 100점 만점에
대해 70%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탈락) 판정

3.1. 학습자 관리 및 지원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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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처럼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경우, ‘총점의 70% 미만 부적합(탈락)’으로 판정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1차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2차 의
견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에서 제시된 의견
(1) 총점의 70% 미만 부적합(탈락)이 적절하므로, 유지(6명)
(2) 부적합(탈락) 기준 강화 및 구체화 필요(2명)
(총점기준 도입, 과락 개념 도입, 루브릭 등)
(3) 총점의 60% 미만 부적합(탈락)으로, 기준 완화(2명)
(4) 조건부 기준 도입(2명)
(5) 기타(
)

2차 의견

※ 1차 의견 중,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0표시,
또는 추가 의견 작성

23.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평가지표별로 점수를 배분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차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2차 의견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운영 영역
평가항목
1. 원격수업 프로그램
전년도 운영 결과
2. 운영 계획
3. 학습자 관리

평가지표

1차 결과
(응답 평균)

1.1.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결과

14.6

1.2. 전년도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

15.5

2.1.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내용의 적절성

22.7

2.2. 프로그램 운영 및 결과 관리의 적절성

22.7

3.1. 학습자 관리 및 지원의 적절성

24.6
100

합 계

지표별 배점
(총점 100점)

100

24.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 영역 평가를 위해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이 있다면 1차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2차 의견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에서 제시된 의견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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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위 신청에서는 기관비전 및 발전계획 포함
산출물 운영계획과 품질관리 계획에 대한 내용 추가
프로그램의 지속적 질 관리에 대한 방안 필요
유지보수 방안에 유지보수 기간에 대한 내용 추가
기타(
)

2차 의견

※ 1차 의견 중,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모두 0표시,
또는 추가 의견 작성

부 록

25. 초·중학교 단계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인정과 학습지원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실행되기
위해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1차 조사에서 제시된 의견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차에서 제시된 의견
(1)
(2)
(3)
(4)

초・중학교 학력인정에 필요한 필수적 내용 포함
학습자가 이해하기 쉬운 원격콘텐츠로 구현하였는지 검토 필요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수준의 프로그램 구성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학습자 관리 필요
(학교부적응, 기본학력저하, 경제적 상황 등)
(5) 학습자의 동기부여 방안 및 제도 마련 필요
(6) 학습에 부진한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튜터링제도 운영
(7)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인성, 감성 등 프로그램 운영
(8) 프로그램 운영기관 차원의 환류체계 구축을 통한 개선 노력
(9)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대한 관리(설명회, 연수 등)
(10) 오프라인 교육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블렌디드 러닝 필요
(11) 원격콘텐츠 운영을 위한 적절한 지원 시스템 구축
(12) 학교 밖 청소년의 원격콘텐츠 접근 용이성
(13) 기타(
)

2차 의견

※ 1차 의견 중,
2가지 선택하여
번호에 0표시,
또는 추가 의견 작성

26. 끝으로,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방안(안) 및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의 방향 및 방식에 대한 1차 결과입니다. 1차 조사에서 제시된 의견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차에서 제시된 의견

2차 의견

학교 밖 청소년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기준 개발이 필요
※ 1차 의견 중,
시범사업에서의 인증 사례를 바탕으로 내용 보완 필요
2가지 선택하여
홍보 계획을 통한 기관들의 참여 확대 필요
번호에 0표시,
모의평가를 통해 지표 검토와 적정 통과 기준 보완 필요
또는 추가 의견 작성
다양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제공인지 질이 담보된 프로그램 제공인지에 대한 목
표설정의 명료화 필요
(6) 추후 인증된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유도 방안 및 혜택 고려
(7) 인증받은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장기적 계획 고려
(8) 교원자격증 기준을 완화하고, 양질의 콘텐츠와 튜터 제도 검토
(9)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참여 가능하도록 심의면제 확대 고려
(10) 국가단위의 콘텐츠 및 교수학습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
(11) 기타(
)
(1)
(2)
(3)
(4)
(5)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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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평가 신청 양식(안)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관 신청서(안)
(출석수업 기반)
접수번호

※ 기재하지 마시오

기관명
기관 주소

담당자

(☎ )

성명

연락처

전 화
휴대폰

이메일
신청서류 목록

필수

선택

[첨부 1]

기관 개요 및 운영여건

[첨부 2]

교육과정 운영 계획 기술서

[첨부 3]

교육과정 차시별 계획

<증빙 1>

면적이 명시된 강의실 배치도(또는 사진)

<증빙 2>

교·강사 이력서

<증빙 3>

기관 연간사업계획서

<참고 1>

확 인

기타사항

2018년도 사업운영결과보고서

<참고 2>

위와 같이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교 밖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관
인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본 신청서 내용과 증빙자료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인증 취소 등 그에 상응하는 불이
익을 감수하겠음을 확인합니다.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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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기 관 장 :

(서명 또는 인)

월

일

부 록

[첨부 1] 기관개요 및 운영여건
기 관 명
① 기관유형
기관주소
② 대 표 자

연락처

설 립 일

사업자등록번호

홈페이지주소
③ 기관
설립목적
④ 기관 연혁

⑤
기관
운영
현황

운영
프로그램

2018 (

)개

운영
시간

2018 (

)시간

학습자 수

2018 (

)명

총액
⑥
기관
예산

)천원

2017 (

2017 (
2018 (

)개

)시간

)명
)천원

2016 (

)개

2016 (

)시간

2016 (
2017 (

)명
)천원

여가부 (
재원

총액
⑦
프로
그램
예산

2019 (

2017 (

)천원, 교육부(
)천원, 기타(
)천원
※ 2019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2018년 예산의 산출 근거 및 조달 현황을 파악하여 작성

2019 (

)천원

2018 (

)천원

2017 (

)천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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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인력
(상담사, 청소년지도사, 행정원 등)

경
력

⑧
운
영
인
력

교사

강사

현 황

(

)명

(

)명

(

)명

1년 미만

(

)명

(

)명

(

)명

1~3년
미만

(

)명

(

)명

(

)명

3년 이상

(

)명

(

)명

(

)명

근무시간

주 (

)시간

주 (

)시간

주 (

)시간

급 여
(시간)

평균 (

)천원

평균 (

)천원

평균 (

인력확보 계획
⑨
시설 소유여부

소유 (

)

임대 (

)

월

일 ~

월

일 )

강의실 (
)개
행정실 (
)개
상담실 (
)개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⑩ 시설 현황

⑪ 교육 기자재
현황 및 활용방안

임대기간 (

기자재명

수량

활 용

항 목

실시여부

기타사항(횟수, 방법 등)

1
2
3

⑫ 직원 및
교·강사
관리

1

성범죄 경력조회

2

교강사 연수·협의회

3

강사평가 및 피드백

<추가 기술>
항 목

⑬ 교육
시설 관리

1

안전관리계획 수립

2

안전공제회(보험) 가입

<추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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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여부

기타사항(방법 등)

)천원

부 록

[첨부 2] 교육과정 운영 계획 기술서
기 관 명
프로그램명
영역

①
구 분

필수/선택

② 과

정

□ 학력보완(교과학습)
□ 문화예술
□ 국어

□ 사회과

□ 공 통

□ 직업교육·훈련
□ 인문교양·시민교육
□ 인성

□ 봉사활동

□ 초등학교

□ 선택

□ 중학교

③ 교육목표
총 시간(A×B)

④ 수업시간

총 차시(A)
시간

총 액

⑤ 프로그램 운영예산

(

차시
기관 부담

) 천원

⑥ 강의실 면적

면적 (

⑦ 외부시설
활용 계획

시설명 (

1차시 수업시간(B)

(
2

)m

분
학습자 부담

) 천원
최대 수용인원 (

)

면적 (

(

) 천원

)명
)m2

외부 시설 활용 사유 :

⑧ 이수기준

⑨ 강의방식

⑩ 학습교재 및 기자재
이름

소속

교·강사 최종 학력, 전공, 자격증

⑪ 담당 교·강사

항 목

⑫ 학습자
관리 방안

1

출결사항 관리

2

프로그램 사전 안내
(목표, 내용, 수업계획 등)

3

학력인정 사업 안내

4

학습자 상담(학습, 진로)

5

학습자 맞춤형 지원 제공
(학습멘토 등)

실시여부

기타사항(방법 등)

<추가 기술>
⑬ 이수결과 관리
⑭ 프로그램
개선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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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차시별 운영계획
차시

시간
(시수)

주 제

세부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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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시간(시수)

비고

부 록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관 신청서(안)
(출석수업 기반)
접수번호

※ 기재하지 마시오

기관명
(☎ )

기관 주소
성명

연락처

담당자

전 화
휴대폰

이메일

신청서류 목록

필수

선택

[첨부 1]

기관개요 및 운영여건

[첨부 2]

2018년도 프로그램 운영 결과

[첨부 3]

2019년도 프로그램 운영 내용

[첨부 4]

2019년도 영역별 대표 프로그램 운영 계획

<증빙 1>

시설면적에 대한 도면, 사진 등

<증빙 2>

전담인력, 교·강사 자격증 또는 이력서

<증빙 3>

2019년도 사업운영계획서

<참고 1>

2018년도 사업운영결과보고서

확 인

기타사항

위와 같이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교 밖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기
관 인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본 신청서 내용과 증빙자료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인증 취소 등 그에 상응하는 불
이익을 감수하겠음을 확인합니다.
년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기 관 장 :

(서명 또는 인)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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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기관개요 및 운영여건
기 관 명
① 기관유형
기관주소
② 대 표 자

연락처

설 립 일

사업자등록번호

홈페이지주소
③ 기관
설립목적

④ 기관 연혁

⑤
기관
운영
현황

⑥
기관
예산

⑦
프로
그램
예산

320

운영
프로그램

2018 (

)개

2017 (

운영
시간

2018 (

)시간

학습자 수

2018 (

)명

총액

2019 (

)천원

재원

교육부(

)천원, 여성가족부 (

총액

2019 (

)천원

내용

2017 (
2017 (
2018 (

2018 (

)개

2016 (

)시간
)명

2016 (
2016 (

)천원

)개
)시간
)명

2017 (

)천원

)천원, 기타(

)천원

)천원

2017 (

)천원

부 록

전담 인력
(상담사, 청소년지도사, 행정원 등)

⑧
운
영
인
력

교사

강사

현 황

(

)명

(

)명

(

)명

1년 미만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근무시간

주 (

)시간

주 (

)시간

주 (

)시간

급여(시간)

평균 (

경 1~3년
력 미만
3년 이상

)천원

평균 (

)천원

평균 (

)천원

인력확보
계획
⑨
시설 소유여부

소유 (

)

임대 (

)

임대기간 (

구 분
강의실
행정실
상담실
실습실

⑩ 시설 면적

기자재명

⑪ 교육 기자재
현황 및 활용방안

월

일 ~

월

일 )
2

수량(개)

면적 (m )

수용인원 (명)

3
1
3
1
수량

1

PC

3

2

노트북

5

3

빔프로젝터

2

활용

4
실시여부
⑫ 직원 및
교·강사
관리

1

성범죄 경력조회

O

2

교강사 연수·협의회

O

3

강사평가 및 피드백

O

기타사항(횟수, 방법 등)

실시여부
⑬ 교육
시설 및 기자재
관리

1

안전관리계획 수립

O

2

안전공제회(보험) 가입

O

기타사항(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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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2018년도 프로그램 운영 결과
기 관 명

No.

① 프로그램명

② 참석자 수

③ 이수자 수

1

명

명

2

명

명

3

명

명

4

명

명

5

명

명

6

명

명

7

명

명

8

명

명

9

명

명

10

명

명

11

명

명

12

명

명

13

명

명

14

명

명

15

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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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주요 프로그램 운영 내용
프로그램명
교육 목표

차시

시간
(시수)

세부내용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합 계

예산

운영 결과

총

천원

시간(시수)

(구체적인 예산 내용)

강의평가, 피드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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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2019년도 프로그램 운영 개요
기 관 명

 프로그램 운영 개요
① 운영 영역

∘ 학력보완(교과학습)(
∘ 문화예술(
)

)

∘ 직업교육·훈련(
)
∘ 인문교양·시민교육 (

)

② 프로그램의
특징
③ 이수기준
④ 이수 결과
관리
⑤ 프로그램
개선 체계
항 목

⑫ 학습자
관리 방안

1

출결사항 관리

2

프로그램 사전 안내
(목표, 내용, 수업계획 등)

3

학력인정 사업 안내

4

학습자 상담(학습, 진로)

5

학습자 맞춤형 지원 제공
(학습멘토 등)

실시여부

기타사항(방법 등)

1. 학력보완(교과학습)
⑦ 교육 목표
⑧ 교·강사 자격

⑨ 프로그램명
1
2
3
4

324

⑩ 시수
(시간)

⑪ 구분
필수

선택

부 록

2. 직업교육·훈련
교육 목표
강사 자격
구분

프로그램명

시수
(시간)

필수

프로그램명

시수
(시간)

필수

프로그램명

시수
(시간)

선택

1
2
3
4
5

3. 문화예술
교육 목표
강사 자격
구분
선택

1
2
3
4

4. 인문교양·시민교육
교육 목표
강사 자격

구분
필수

선택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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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2019년도 영역별 대표 프로그램 운영 계획
기 관 명

영 역

시수(시간)

프로그램명
강사 자격
예산

주요 내용 및
운영 계획

영 역
프로그램명
강사 자격
예산

주요 내용 및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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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수(시간)

부 록

영 역

시수(시간)

프로그램명

강사 자격

예산

주요 내용 및
운영 계획

영 역

시수(시간)

프로그램명

강사 자격

예산

주요 내용 및
운영 계획

327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 방안 연구

영 역

프로그램명

강사 자격

예산

주요 내용 및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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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수(시간)

부 록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신청서(안)
(원격수업 기반)
접수번호
기관명
(☎

기관 주소

)

성명

연락처

담당자

전 화
휴대폰

이메일

신청서류 목록
[첨부 1]

필수

선택

확 인

기타사항

기관 개요 및 운영여건

[첨부1-1]

원격수업 시설・설비

[첨부 2]

교육과정 운영 계획 기술서

[첨부 3]

교육과정 차시별 계획

<증빙 1>

면적이 명시된 강의실 배치도(또는 사진)

<증빙 2>

교·강사 이력서

<증빙 3>

기관 연간사업계획서

<참고 1>

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참고 2>

위와 같이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
그램 인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본 신청서 내용과 증빙자료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
으며 만일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인증 취소 등 그에 상
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확인합니다.
2019 년

월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기 관 장 :

(서명 또는 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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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1] 원격수업 시설 설비
1) 원격교육 설비 확보
사양・수량・용량

구분

메모리(MB)

학사행정DB

OLTP
서버
[tpmC]
하
드
웨
어

CPU

강의수강DB
백업용 DB
Web 서버

WEB/
WAS
서버
[OPS]

메일 서버
동영상서버
학사행정서버
내부네트워크

네트워크

인터넷대역폭
CDN 서비스
CMS
보 안

시설 설비명

설비 용량

웹서버(웹엔진)
소
프
트
웨
어

동영상 서버용
DB종류
DBMS

동시 사용자수
검색엔진

원격교육운영 S/W

2) 서버 및 네트워크 문제 관련 유지보수 체제
상주 여부
(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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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체계

디스크(GB)

정원

부 록

3) 학습관리시스템 기능 구축
구 분

메뉴명

세부 기능 및 역할

학습자용

교수자용

관리자용

구 분

세부 내용

전자정부 웹 호환성 지침 준수,
웹표준 및 웹 접근성 고려

4)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체계
구 분

세부 내용

내부지침 및 점검표 구비
관리자 및 책임자 지정
개인정보교육 이수 여부,
실시 계획
전담인력 PC 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설치 및 정기점검
정기교육 및 전담인력 PC 점검 내용 기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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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교육과정 운영 계획 기술서
기 관 명

프로그램명
영역

①
구 분

필수/선택

② 과

정

□ 학력보완(교과학습)
□ 문화예술
□ 국어

□ 직업교육·훈련
□ 인문교양·시민교육

□ 사회과

□ 공 통

□ 인성

□ 초등학교

□ 봉사활동

□ 선택

□ 중학교

③ 교육목표
총 시간(A×B)

④ 수업시간

총 차시(A)
시간

차시

총 액

⑤ 프로그램 운영예산

(

⑥ 콘텐츠
개발 방법

자체(

기관 부담
) 천원
),

임차 여부

⑦ LMS

1차시 수업시간(B)

임대(
개발사

학습자 부담

(
),

분

) 천원
구매(

),
개발년도

(자체, 임대)

(
일부 외주(

)
개발/구매비용
(

⑧ 이수기준

⑨ 강의방식

⑩ 학습교재 및
기자재
이름

소속

교·강사 최종 학력, 전공, 자격증

⑪ 담당 교·강사

항 목

⑫ 학습자
관리 방안

1

출결사항 관리

2

프로그램 사전 안내
(목표, 내용, 수업계획 등)

3

학력인정 사업 안내

4

학습자 상담(학습, 진로)

5

학습자 맞춤형 지원 제공
(학습멘토 등)

<추가 기술>
⑬ 이수결과 관리
⑭ 프로그램
개선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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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여부

) 천원

기타사항(방법 등)

) 천원

부 록

[첨부 3] 차시별 운영계획
차시

시간
(시수)

주 제

세부내용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합 계

총

시간(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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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관 신청서(안)
(원격수업 기반)
접수번호

※ 기재하지 마시오

기관명
(☎ )

기관 주소
성명

연락처

담당자

전 화
휴대폰

이메일

신청서류 목록

필수

선택

[첨부 1]

기관개요 및 운영여건

[첨부1-1]

원격수업 시설・설비

[첨부 2]

2018년도 프로그램 운영 결과

[첨부 3]

2019년도 프로그램 운영 내용

[첨부 4]

2019년도 영역별 대표 프로그램 운영 계획

<증빙 1>

시설면적에 대한 도면, 사진 등

<증빙 2>

전담인력, 교·강사 자격증 또는 이력서

<증빙 3>

2019년도 사업운영계획서

<참고 1>

2018년도 사업운영결과보고서

확 인

기타사항

위와 같이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교 밖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관 인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본 신청서 내용과 증빙자료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
며 만일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인증 취소 등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확인합니다.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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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기 관 장 :

(서명 또는 인)

월

일

부 록

[첨부 1-1] 원격수업 시설 설비
1) 원격교육 설비 확보
사양・수량・용량

구분

CPU

메모리(MB)

디스크(GB)

정원

학사행정DB
OLTP
서버
[tpmC]
하
드
웨
어

강의수강DB
백업용 DB
Web 서버

WEB/
WAS
서버
[OPS]

메일 서버
동영상서버
학사행정서버
내부네트워크

네트워크
인터넷대역폭
CDN 서비스
CMS
보 안

시설 설비명

설비 용량

웹서버(웹엔진)
소
프
트
웨
어

동영상 서버용
DB종류
DBMS

동시 사용자수
검색엔진

원격교육운영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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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버 및 네트워크 문제 관련 유지보수 체제
상주 여부

유지보수 체계

(유, 무)

3) 학습관리시스템 기능 구축
구 분

메뉴명

세부 기능 및 역할

학습자용

교수자용

관리자용

임차 여부

LMS

개발사

개발년도

(자체, 임대)

구 분

(

세부 내용

전자정부 웹 호환성 지침 준수,
웹표준 및 웹 접근성 고려

4)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체계
구 분
내부지침 및 점검표 구비
관리자 및 책임자 지정
개인정보교육 이수 여부,
실시 계획
전담인력 PC 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설치 및 정기점검
정기교육 및 전담인력 PC 점검
내용 기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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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구매비용

세부 내용

) 천원

부 록

[첨부 2] 2018년도 프로그램 운영 결과
기 관 명

No.

① 프로그램명

② 참석자 수

③ 이수자 수

1

명

명

2

명

명

3

명

명

4

명

명

5

명

명

6

명

명

7

명

명

8

명

명

9

명

명

10

명

명

11

명

명

12

명

명

13

명

명

14

명

명

15

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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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프로그램 운영 내용
프로그램명
교육 목표

차시

시간
(시수)

세부내용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합 계

예산

운영 결과

338

총

천원

강의평가, 피드백 등

시간(시수)

(구체적인 예산 내용)

부 록

[첨부 3] 2019년도 프로그램 운영 개요
기 관 명

 프로그램 운영 개요
① 운영 영역

∘ 학력보완(교과학습)(
∘ 문화예술(
)

)

∘ 직업교육·훈련(
)
∘ 인문교양·시민교육 (

)

② 프로그램의
특징
③ 이수기준
④ 이수 결과 관리
⑤ 프로그램
개선 체계
항 목

⑫ 학습자
관리 방안

1

출결사항 관리

2

프로그램 사전 안내
(목표, 내용, 수업계획 등)

3

학력인정 사업 안내

4

학습자 상담(학습, 진로)

5

학습자 맞춤형 지원 제공
(학습멘토 등)

실시여부

기타사항(방법 등)

1. 학력보완(교과학습)
⑦ 교육 목표
⑧ 교·강사 자격

⑨ 프로그램명

⑩ 시수
(시간)

⑪ 구분
필수
선택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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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교육·훈련
교육 목표
강사 자격

프로그램명

시수
(시간)

구분
필수

선택

1
2
3
4
5

3. 문화예술
교육 목표
강사 자격

프로그램명

1
2
3
4

340

시수
(시간)

구분
필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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