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유롭고 배움이 넘치는 교육문화도시 3-2-5

 자유학년제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구분 임기 내 계속 총사업비 5,735백만원

❏ 사업개요   

○ 고양형 진로체험 사업모형을 발굴·지원하고, 現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자유학년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진로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목    표   

○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생태계 조성

○ 고양시-교육지원청-진로센터-학교를 연계한 지역진로체험협력체계 강화

○ 고양형 진로체험 패키지 프로그램 지속적 운영 및 발전

❏ 추진계획 

○ 추진방법

   - 진로교육인프라 구축

    ·직업체험처 발굴: 프로그램 등록 및 안전점검

    ·꿈길 운영: 교육부 전산망 꿈길 관리 및 연수지원, 학교와 체험처 연계 지원

    ·멘토단 구축: 분야별 전문가, 대학생 멘토링 교육재능기부모집

    ·학부모지원단 운영: 학부모지원단 구성 및 역량강화

   - 자유학년제 원클릭 지원 프로그램 지속적인 개발 운영: 고양형 진로체험 패키지 사업 
실시

    ·고양진로체험버스 지속 운영: 초·중·고 진로교육 및 문화체험 지원

    ·현장직업체험패키지: 버스 + 체험비 지원 + 체험처 연결

    ·직업실무패키지: 고양미래인재교육센터 유휴공간 활용 직업콘텐츠 개발운영

    ·자유학년제 지원 진로체험 페스티벌 개최

   - 학부모 · 진로교사 역량강화를 통한 진로교육의 내실화 지원   

    ·지역사회 학부모를 진로교육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여 지역사회 우수

      인적자원으로 관내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맞춤형 직업체험활동 운영

    ·진로교사의 역량 개발을 통하여 진로상담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 신장



      을 통한 진로교육의 내실화 토대 마련

    ·지역자원과의 연계 및 학교급별, 학교급간의 초중고 진로교육의 연

      속성을 위한 전문지원팀 구성 및 네트워킹 지원   

❏ 사업기간 : 2018년 7. ~ (계속)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개소/대/명)

※ 체험처 발굴 등 3개 단위사업 확대 추진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 구분 계 기투자 ‘18.6 ‘19 ‘20 ‘21 ‘22.6 임기후
계 5,735 507 491 1,569 1,579 1,589

자유학년제
지원

국비 0 -
도비 0
시비 5,515 463 447 1,525 1,535 1,545

교육청 220 44 44 44 44 44

총괄부서 평생교육과장:정영안 ☎ 8075-2270 혁신교육팀장: 장은옥 ☎ 2280 담당자:명다운 ☎ 2281

단위사업 ‘18.7 ‘19 ‘20 ‘21 ‘22.6월 임기후

체험처 발굴 확대 300 개소 330 개소 360 개소 390 개소 420 개소 450 개소

체험버스지원확대 800 대 850 대 900 대 950 대 1,000 대 1,050 대
자유학년제 지원
인적자원 확보
(학부모, 대학생,
직업인멘토,

진로진학지원단 등)

300 명 330 명 360 명 390 명 420 명 450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