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교학점제,

충남 참학력 
고등학교 교육의 변화를 

주도합니다.

충남 참학력 
고교학점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고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학교는,



그러나,
대다수의 고등학교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지 못합니다.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없어서,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 적어서

LEA
R N

ING



나는 심리학을 
전공하고 싶은데 

우리학교는 심리학이 
개설되지 않았어

무슨 걱정이야? 
충남 참학력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라면 문제없어!

나는 심리학을 
전공하고 싶은데 우리학교는 
심리학이 개설되지 않았어



충남 참학력 공동교육과정이라면 

해결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소인수 선택과목, 심화과목 등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는 과목을 배울 수 있는 

충남 참학력 공동교육과정 

참학력 공동교육과정이란 



참학력 공동교육과정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충남

참학력 공동교육과정은 

학교연합
공동교육과정

지역연계
공동교육과정

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

정규 내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작은 학교들이 힘을 모아 다양한 과목을 지원해요 

 2021년 운영 현황 : 14교 참여 7과목 운영, 125명 참여

 인근 학교와 연합해서 펼치는 배움의 장을 넓혀 나가요

  2021년 운영 현황 : 4개 지역 18교 참여 20과목 운영, 235명 참여

정규 내 공동교육과정

학교연합 공동교육과정

충남 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2021년



   지역 내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학교 간 울타리가 없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요

 2021년 운영 현황 : 14개 지역 79교 참여 132과목 운영, 1770명 참여 

 시간과 공간 제약을 넘어 온라인교실에서 배워요

 2021년 운영 현황 : 79교 참여 44과목 430명 참여

지역연계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충남 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2021년

※ 충남도내 일반고 76교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 완료



 대학의 우수한 교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꿈을 펼쳐 나갑니다

업무협약 현황 : 15개 지역 36개 대학

2020년 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운영 현황

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 

시군별 천안, 아산 공주,부여,청양 홍성,예산 금산, 논산·계룡 보령,서천 당진,서산,태안

업무협약대학 11교/4교 3교/1교/1교 3교/1교 1교/4교 1교/1교 4교/1교/1교

구분 2020년 1학기 2020년 2학기 비고

운영강좌 76개 강좌 43개 강좌 119개 대학

참여대학 19개 대학 11개 대학 19개 대학

수혜학생 1,075명 601명 1,676명

충남 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2021년

※만족도 조사(2학기): 진로설계도움(91.5%), 강사열의(98.4%), 추천의향(95.4%)



충남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이 밝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한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참학력 공동교육과정이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