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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조선대학교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펼칠 다양한 지원사업의 발판이 마련됐다.

조선대(총장 민영돈)는 교육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13년 연속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교육부가 교육과정에 충실한 고등학교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입전형과 과정에서 신뢰성·공

정성·투명성을 높이고자 지난 2014년 시작됐다.

2020년에는 75개 대학이 이번 사업에 선정됐으며 조선대는 지난 2008년부터 운영된 이 사업의 전신인 '입학사정관제 운영지원사

업'에 선정된 이후 올해로 ‘13년 연속 선정’을 기록했다.

이번 선정 평가는 2020년 사업계획과 지난달 발표한 대학별 대입전형시행계획(2022학년도)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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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평가에선 평가영역 별로 전문적인 위원단을 구성해, 기존의 방식보다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강화됐다.

조선대는 공교육 기반 전형 설계 및 운영을 통해 사교육 의존 없이 학교 교육만으로 준비가 가능한 전형을 통해 입학전형 내실화에

기여했다.

또한 고른기회 전형 확대, 저소득층학생 학업지속을 위한 지원 강화, 농어촌, 도서지역 등 정보 소외지역 및 소외계층 대상 정보 제

공을 확대하는 등 대학의 사회적 책무 이행에 노력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기간은 2년(1+1)이며, 2020년 전체 사업예산은 지난해 559억에서 증액된 약 700억 원이다.

조선대학교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교육부로부터 11억92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향후 조선대학교는 고교생을 대상으로 함께 걷는 진로, 책에서 찾는 꿈, CU입학설명회 및 모의면접, 교수가 들려주는 전공 이야기,

CU전공체험, CU미래전공설계, 찾아가는 상담가, 찾아가는 동아리 지원, 고교 동아리 지원, CU모의면접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다.

교사대상으로는 찾아가는 CU진학교사 입학설명회, CU교사연수, CU창의수학 교육과정 교사 교사연수를 진행하며, 학부모대상으

로 입학설명회 및 입학컨설팅, 호남지역 학부모 진로진학 아카데미 등 중학생 대상으로는 함께 걷는 중학교 진로 등 다양한 학교교

육 내실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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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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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 선정

13년 연속…국비 11억여원 지원

고른 기회전형 확대 등 호평

조선대학교는 교육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13년 연속 선정돼 올해도 고등학생을 대

상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31일 밝혔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교육부가 교육과정에 충실한 고등학교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입전형과 과정에서 신뢰성·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자 2014년 시작됐으며, 올해는 전국

75개 대학이 선정됐다. 

조선대는 지난 2008년부터 운영된 이 사업의 전신인 ‘입학사정관제 운영지원사업’에 선정된 이

후 올해로 13년 연속 선정됐다. 이번 선정 평가는 2020년 사업계획과 지난 4월 발표한 대학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번 평가에선 평가영역 별로 전문적인 위원단

을 구성해 기존 방식보다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강화됐다.

조선대는 공교육 기반 전형 설계 및 운영을 통해 사교육 의존 없이 학교 교육만으로 준비가

가능한 전형을 통해 입학전형 내실화에 기여했다. 또한 고른기회 전형 확대, 저소득층학생 학

업지속을 위한 지원 강화, 농어촌, 도서지역 등 정보 소외지역 및 소외계층 대상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대학의 사회적 책무 이행에 노력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기간은 2년(1+1)이며, 올해 전체 사업예산은 지난해 559억에서 증액된 약 700억원이다. 조

선대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교육부로부터 11억9천2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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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조선대는 고교생을 대상으로 함께 걷는 진로, 책에서 찾는 꿈, CU입학설명회 및 모의

면접, 교수가 들려주는 전공 이야기, CU전공체험, CU미래전공설계, 찾아가는 상담가, 찾아가는

동아리 지원, 고교 동아리 지원, CU모의면접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사대상으로는 찾아

가는 CU진학교사 입학설명회·CU교사연수·CU창의수학 교육과정 교사 교사연수를 진행하며, 학

부모대상으로 입학설명회 및 입학컨설팅, 진로진학 아카데미 등을, 중학생 대상으로는 함께걷

는 중학교 진로 등 다양한 학교교육 내실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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