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5대 주요 시책

1.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인간교육 실현

2. 스스로 익히고 함께 찾는 배움중심교육 강화

3. 꿈과 적성을 키워가는 진로교육 추진

4.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5. 소통과 참여로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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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  

인간에 대한 존엄과 가치를 바탕에 둔 

상호 존중과 배려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민주시민을 기르는 

인간교육을 실현해 나간다.

학생은 학교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주인의식을 갖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올바른 인성함양을 통해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교과서를 벗어나 

사회적 삶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여 

자율적인 민주시민을 기른다. 

의향과 예향의 광주 시민으로서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문화예술적 경험을 통해 

풍부한 감수성과 창의성을 갖추도록 한다.



주요 시책  1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인간교육 실현

1-가.� 민주·인권·평화교육�

1-나.� 학생�생활교육�

1-다.� 체육·보건교육�

1-라.� 인문학적�감수성�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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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  민주·인권·평화교육

1-가-1.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과/민주시민교육]

 ∘ 교육과정 연계 교과·주제 통합형 수업을 통한 민주시민역량 강화

 ∘ 5·18민주화운동 교육 내실화 및 전국화를 통한 역사·시민의식 제고

가. 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운영 

  1) 학교 민주시민교육* 인식 및 공감대 확산

   - 학교민주시민교육 이해 제고 및 역량 함양을 위한 다양한 포럼, 토론회 개최 

  2) 신규  교육과정 연계 교과·주제 통합형 민주시민교육 실천자료 개발

  3) 학생 민주·인권·평화 동아리 육성 및 지원 (교당 1팀 이상)

  4) 신규  학생 참정권 교육 운영 (연중 1차시 이상)

나. 학교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 지원

  1) 학교로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 운영 (초·중·고, 150학급)

   - 민주주의 및 민주화운동사, 세계시민교육 등을 위한 전문 강사 파견·지원

  2) 신규  민주시민교육 프로젝트 실천 지원 (5~20팀)

   - 교과 융합 시민교육, 사제동행 민주·인권·평화·생태체험 등 프로젝트 기반 교육 활동 

지원

  3) 민주시민교육 교원연구회 운영 지원 (8팀) 

다. 민주시민교육 지원 체계 구축 및 활성화

  1) 참정권교육활성화협의회 구성·운영 (선관위 등 10명, 연중 2회 이상)

  2)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연구자·교사 등 10명, 연중 2회 이상) 

  3) 온라인 민주시민교육 나눔터 구축·운영 (연중, 시교육청 누리집 연계)

  4)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단체)와 연대·협력사업 추진 (연중, 상시)

라.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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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과정 연계 5·18민주화운동 교육 운영·지원

   - 5·18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주간 운영 (예: 5.18. ~ 5.27. 전 기관, 전체 학교)  

   - 5·18민주화운동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5·18기념행사위원회 협력)

   - 5·18 교과 개설 및 5·18민주화운동 교과서 활용 지원

   - 5·18민주화운동 문화예술체험 지원 ( 6,000명, 연중, 12회)

  2) 5·18민주화운동 참여 학생 기념 및 추모 사업 추진 

   - 5·18민주화운동 참여 학생 발굴 및 자료 수집 (연중, 상시)  

   - 명예졸업장 수여 및 기념사업 (해당 학교)

  3) 5·18민주화운동 교육 전국화 추진

   - 비대면 교육과정 연계 5·18민주화운동 교육 학습자료 개발 

   - 전국 학생·교원 대상 대면·비대면 활용 5·18민주화운동 교육활동 운영

   - 5·18 교육포럼 개최 (5월) 

  4) 5·18민주화운동 교육 연계망 구성·운영

   - 5·18 담당교사 연수 (학기초, 1회)

   - 5·18민주화운동 유관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연중, 상시)

   - 전국 시·도교육청 5·18 교육 담당자 연수 (연중)

   - 5·18민주화운동 교육 관련 연대·협력 사업 추진 (연중, 상시)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

 학생들이 스스로 주권자로서 광주학생독립운동 및 5·18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역사의식과 민주·
인권·평화·생태의 가치를 바탕으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이해·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를 배우며 실천하도록 지원하는 교육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반영

사업명 유 초 중 고 특수

5·18민주화운동 교육 계획 ○ ○ ○ ○
학생 참정권 교육 계획 ○ ○ ○ ○

학교회계 예산 편성 필수 및 권장 사업

구분 사업명 예산 편성 권장액 비고

필수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교당 500천원
필수 학생 민주·인권·평화 동아리 운영 교당 7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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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2. 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과/민주시민교육]

 ∘ 교육과정 연계 인권교육 활성화를 통한 학생 인권 감수성 신장

 ∘ 광주학생인권조례 10주년 사업 추진을 통한 인권존중의 학교문화 조성

가.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1) 교과 연계, 주제 통합 수업을 통한 학생 인권교육 권장

   - 학생 대상: 학기당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 1시간 이상 포함)

   - 교직원 대상: 학기당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 1회 포함, 원격 의무 연수 등 활용)

   - 학부모 대상: 연 1회 이상, 학부모 총회, 가정통신문 등 활용

  2) 교과 연계, 주제 통합 수업을 위한 자료 안내

나. 인권 존중의 학교 문화 조성

  1) 인권 존중의 학생 생활규칙 제·개정 (전체 학교, 학교별 자체 점검)

  2) 인권교육 학습자료 및 교육활동 안내 (연중, 민주인권교육센터 누리집)

  3) 신규  학생인권조례 10주년 기념사업 (인권 쟁점 및 적용 지침 보급, 챌린지 등)

  4) 장애인권교육 지원 (초·중, 80학급, 연중)

  5) 신규  학생인권실태조사 실시 (초·중·고, 6월)

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1) 노동인권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안내 (연중, 민주인권교육센터 누리집)

  2)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중·고 800학급 내외, 연중)

  3) 청소년 노동인권 홍보 활동 (연중, 10회)

  4) 노동인권교육 강사단 역량 강화 연수 (30명, 4월)

  5)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정책간담회 (20명, 5월)

  6) 노동인권교육 교과연구회 (15명 내외, 1팀)

 라. 청소년 인권 체험 프로그램 운영

  1) 광주 인권사무소 연계 인권 체험 교육활동 안내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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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소년 인권 골든벨 (중학생 100명, 6월)

  3) 일하는 청소년 토크 콘서트 (고등학생 50명, 6월)

  4) 청소년 모의인권 이사회 (고등학생 80명, 10월)

마. 교원 인권 교육 역량 강화

  1) 학생인권 선도교사 운영 (1팀, 연중)

  2) 학교 인권연구회 지원 (4팀, 각 10명 내외)

  3) 신규  학생 민주인권평화동아리 지도교원 연수 (초·중등, 30명 이내, 각 3회) 

  4) 교원 대상 인권교육 직무 연수 (40명)

  5) 교장·교감 대상 인권 연수 (30명, 2회)

바. 인권보장 협력체제 구축

  1) 교육 및 어린이 청소년 인권 국제포럼 (10월, 150명)

   - 어린이 청소년 주제회의, 전국 인권교육교사 네트워크, 인권보호 담당자 연수

  2) 세계인권선언 기념 주간 공동 운영 (100명, 12월)

   - 세계인권선언 기념 문화행사, 민주인권평화동아리 활동 전시회, 인권교육 토론회

  3) 인권 유관 기관,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강화

   - 인권정책 원탁토론, 인권정책 연석회의,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민관협의회

사. 학생 인권 보장체제 구축

  1) 광주학생인권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학생인권 옹호관 제도 도입 등)

  2)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위원회 개최 (연 4회, 필요 시 임시회)

  3) 학생인권 구제 소위원회 운영 (필요 시, 인권 침해 사안 검토 및 권고)

  4) 민주인권교육센터 학생 인권 조사·구제 업무 수행

   - 학생 인권·노동인권 통합 상담 창구 운영 (☎1644-1179, http://human.gen.go.kr)

   - 학생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 및 가해 교원·학교 대상 시정 조치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반영

사업명 유 초 중 고 특수

인권교육 실시 계획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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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3.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민주시민교육과/민주시민교육, 교육지원청/민주시민교육지원과]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활동 보호로 협력·존중의 학교문화 구축

 ∘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처로 교육활동 보호

가.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통한 교육활동 보호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전체 학교)

   - 학교 규칙 내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

   -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

  2) 교육활동 보호 길라잡이 제작·배부 (전체 학교, 3월)

  3) 광주광역시교권보호위원회 운영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 지원

  1) 신규  교원 사생활 보호를 위한 안심번호 서비스 시행 (학교장 권장)

  2) 교육활동 보호 및 침해행위 예방 홍보 영상 배포 (3종)

  3) 지원청별 교권보호지원센터(교권보호 전담팀) 운영

   - 교직원, 학생,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지원

   - 교권보호를 위한 ‘교권부르미(장학사, 상담사, 변호사)’운영

   - 교육활동 보호 및 침해 대응을 위한 상담 및 법률 자문

   - 전화상담 (☏1644-9575), 비대면 상담 (http://forteacher.gen.go.kr)

   - 법률 상담의 날 및 법률지원단 운영을 통한 교육 활동 관련 분쟁 법률 상담 제공

  4) 교육활동 침해 현황 실태 조사 (3월, 9월)

  5) 교원 배상책임보험 가입 (배상에 따른 법률적 비용 지원)

다. 교원치유지원센터 치유 기능 강화

  1) 교원 대상 치유 직무 연수 운영 (총 250명 예정, 학기당 2회)

  2) 병원연계 상담 및 치료 지원 (업무협약 병원, 자치구별 1개 병원 이상)

  3) 전문상담위원(기관) 연계 개별(집단) 상담 및 치유 지원 (전문위원 15명)

http://forteacher.ge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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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침해 및 교원 치유지원 상담·신고

 대표전화 ☎ 1644-9575, 동부교육지원청 ☎ 605-5593, 서부교육지원청 ☎ 600-9673
 누리집 : http://forteacher.gen.go.kr, 찾아가는 심리 상담 및 야간 심리 상담 가능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반영

사업명 유 초 중 고 특수

교육활동 보호 및 교원의 안전망 추진 계획 ○ ○ ○ ○ ○
학교회계 예산 편성 필수 및 권장 사업

구분 사업명 예산 편성 권장액 비고

권장 교원 사생활 보호 안심번호 서비스 4,000원×12월×희망교원 수

http://forteacher.ge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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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4. 역사·민족의식 함양 교육

[민주시민교육과/민주시민교육, 교육지원청/초·중등, 민주시민교육지원과,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 학생·교원 대상 역사 현장 답사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역사·민족의식 함양

 ∘ 의향 정신을 계승하여 지역과 나라 사랑의 정신 진작

가. 학교 역사문화 교육지원

  1) 역사·민족의식 함양 교육 계획 수립·운영 안내 (1월)

   - 단위학교별 역사·민족의식 함양 계기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 역사·민족의식 함양 계기교육 도움 자료 보급 및 특강 지원

   - 신규  독도교육 계획 수립, 독도교육 연 5시간 권장 (초4 ~ 고1)

  2) 광주학생독립운동 정신 계승 사업 운영

   - 광주학생독립운동 역사아카데미 운영 (1기관, 연중)

   - 신규  광주학생독립운동 유공자 명예졸업장 수여 추진 (11월, 학교별 수여식 개최)

   -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 인물 및 사적지 발굴 (연중)

  3) 학교 역사관 운영 지원

   - 광주학생독립운동(광주제일고, 전남여고, 광주자연과학고), 4·19민주혁명(광주고)

   - 학교 역사 찾기 사업 (디지털 자료 변환) 운영: 학교장 권장 사업

  4) 역사문화교육위원회 운영 (6월, 11월)

  5) 교육현장 친일잔재 청산 지원 (6교, 교당 2,000천원 내외)

   - 친일작곡(작사)가 교가 교체, 욱일기 문양 교표 교체, 친일 잔재 시설물 안내판 설치 등

  6) 세월호 추모행사 운영 지원 (1기관, 10,000천원)

나. 학생 역사 탐구 및 프로그램 운영

  1) 학생 역사동아리 운영 (전체 학교, 교당 500천원)

   - 역사 유적지 탐방, 홍보활동, 봉사활동, 행사 참여 등을 주제로 한 동아리 운영

  2) 자유학년제 연계 광주 정신 역사탐방 프로그램 (중1 전체, 연중)

   - 항일의병, 광주학생독립운동, 5·18민주화운동 등을 주제로 학급 단위 운영 (차량지원) 

  3) 학교로 찾아가는 독립운동 이야기 (항일 음악극 8교, 전시회 8교)



- 12 -

  4) 학교로 찾아가는 역사교육 (초·중·고 120학급, 4월~11월)

  5) 국내 항일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고 40명, 10월)  

  6) 한·일 청소년 평화 교류 (고 30명, 5월, 국내 프로그램)

  7)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독도전시관 체험 프로그램 (초 30학급)

다. 교원 역사의식 함양 프로그램 운영

  1) 교원 역사동아리 (7팀, 팀당 4,000천원 내외)

  2) 독도교육 실천연구회 (1팀, 3,000천원)

  3) 광주·전남 항일 현장 탐방 연수, 항일독립운동 정신 계승 연수 (40명, 8월)

  4) 전국 교원 초청 광주정신 탐방 직무 연수 (전국 50명)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반영

사업명 유 초 중 고 특수

역사·민족의식 함양 계기교육 계획 ○ ○ ○ ○ ○
학교회계 예산 편성 필수 및 권장 사업

구분 사업명 예산 편성 권장액 비고

필수 학생 역사동아리 운영 교당 500천원
권장 학교 역사찾기 사업(자료 디지털 자료 변환) 금액 자율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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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5. 평화통일교육

[민주시민교육과/민주시민교육]

 ∘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를 통한 평화 감수성과 통일 의식 제고

 ∘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남북교육교류 협력 사업 추진

 ∘ 동북아 한민족 교육교류 협력을 통한 민족적 연대감 회복 및 평화 분위기 조성

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1) 교육과정 연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 교육과정 연계 학생 참여·활동 중심 평화통일교육 실시 (연 10시간 이상)

   - 평화·통일교육 주간 운영 (5월 4주, 전체 학교)

  2) 현장 체험 평화통일 캠프 (판문점 견학지원센터 연계, 6월, 학생 60명)

  3) 체험 중심 평화통일 동아리 운영

  4) 찾아가는 평화통일 수업 지원 (초·중·고 학급별, 회당 2차시, 200학급) 

  5) 교원 평화통일교육 동아리 (5팀, 각 3,000천원)

  6) 현장 체험형 평화통일교육 연수 (50명), 현장 맞춤형 연수 (30명, 2회)

  7) 교육부 및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계 평화통일교육 지원

나. 남북교육교류 협력 사업* 추진

  1) 남북교육교류 협력 기획단 구성 및 운영 (12명 내외)

   -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 구상 및 실행 계획 수립

  2) 남북교육교류 협력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연 2회 이상)

   -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운용성과 분석 등

  3)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남북교육교류 협력 소위원회 운영·지원

  4) 통일부,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지자체, 민간단체 간 협력 체계 구축

  5) 남북교육교류 협력 사업의 단계적 추진

   - 남북 교육 당국자 직·간접 접촉을 통한 사업 추진

   - 민간단체 남북교육교류 협력 사업 지원을 통한 신뢰구축 및 교류 창구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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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통일교육, 동북아 한민족 교육교류 협력 사업과 선순환 구조 마련 

 다. 동북아 한민족 교육교류 협력 사업* 추진

  1) 동북아 한민족 교육교류 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동북아 한민족 교육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사업 관련 심의·자문

   - 위원회 산하 실무기획팀 운영을 통한 내실 있는 협력 체제 운영

  2) 한민족 책 나눔 운동 전개

   - 학교 대상 한글 도서 및 헌 교과서 수집 협조

   - 한글도서지원센터를 통한 도서 분류, 선정 및 배부

   -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동북아 한민족 교육기관 대상 도서 지원

  3) 동북아 한민족 교육 기관과 협력 사업 추진

   - 중국 조선족 학교 교원 대상 비대면 연수 실시

* 남북교육교류 협력 사업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교육관련 기관·단체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통일 기
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교육·학예에 관한 교류와 협력 및 인도적 지원 사업(「광주광역시교육
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 참조)

* 동북아 한민족 교육교류 협력 사업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및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아시아 동쪽과 북쪽 지역에 거주하는 한민족에 
대해 행하는 각종 교류활동 및 인도적 지원 사업(「광주광역시교육청 동북아한민족교육교류협력
에 관한 조례」제2조 참조)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반영

사업명 유 초 중 고 특수

평화통일교육 계획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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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나  학생 생활교육

1-나-1. 실천중심 인성교육

[초등교육과/초등교육과정, 중등교육과/중등교육과정, 고교학점제]

 ∘ 교육과정 중심의 인성교육으로 참다운 인성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

 ∘ 학교, 가정,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협력과 연계를 통한 실천적 인성교육 실현

가. 교육과정 중심 인성교육 운영

  1) 단위 학교 인성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 신규  실천적이고 지속적인 인성교육을 위하여 인성교육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 교원, 학생, 학부모의 의견 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 마련

  2) 교육과정 중심 인성교육 운영 컨설팅 (연중, 2회), 역량강화 연수 (연중, 2회)

나. 교육과정 중심 인성교육 내실화

  1) 교육과정 중심 인성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1월)

  2) 교육부 개발 및 인증 인성교육 자료 보급 (2월)

  3) 자랑스러운 광주학생 표창

   - 언론 보도 및 유관 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수시 발굴·표창

다. 놀 권리 보장

  1) 학교 교육계획 내 학생 놀 권리 보장 계획 수립

   - 학생 놀 권리 보장 학교 단위 사업 추진 (초 150교, 교당 1,000천원)

  2) 신규  학생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자료 개발·보급 (5월, 2종, 5,000천원)

  3) 신규  학생 놀 권리 보장 지역협의체 운영 (연중, 2회)

  4) 중간놀이, 점심시간의 학생 휴식권 보장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반영

사업명 유 초 중 고 특수

인성교육 추진 계획 ○ ○ ○ ○ ○
학생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학교 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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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나-2. 현장중심 회복적 생활교육

[민주시민교육과/민주시민교육, 다문화교육, 광주학생마음보듬센터, 교육지원청/민주시민교육지원과]

 ∘ 관계 회복 및 자치 중심 생활교육 운영을 통한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

 ∘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실현을 위한 단위학교 예방 위주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가. 회복적 생활교육 강화

  1) 신규  관계 회복·자치 중심 학교 생활교육 활동 운영 지원 (교당 1,000천원)

   - 교육과정(교과·창체) 연계 어울림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연 11차시 내외)

   - 학교 특색에 맞는 생활교육 주간(평화, 우정, 소통 등) 및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 학생자치활동 연계 또래상담 및 어깨동무 활동 운영

  2) 단위학교 생활교육 역량 강화 지원

   - 중·특수·특성화고 학생생활교육부장 수업 지원 (12시간 초과분)

   - 지원청별 관계회복 지원단 운영 및 관계 회복 활동 길라잡이 보급 (1종, 3월)

   - 관계 회복·자치 중심 생활교육 역량 강화 교원 직무연수 (지원청별 2회)

  3) 학급·학년 중심 생활교육 실시 강화 

   - 학생자치활동 연계 평화로운 교실 만들기 추진

   - 교육과정 연계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학기별 1회)

   - 생활교육 관련 홍보활동 전개, 학생·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범죄 예방교육 실시

  4) 학생 생활교육연구회 운영(3팀), 생활교육 담당교원 연수 (7~8월)

  5) 생명존중교육 강화

   - 위기관리위원회 (학기당 1회 이상), 생명존중교육 (학생 4시간 이상)

나. 학교폭력 예방 활동 내실화

  1) 학교폭력 실태 조사 실시 (초 4학년 이상)

  2) 학교장 자체 해결제 활성화 (어울림 프로그램 활용)

  3)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및 전담기구위원 연수, 찾아가는 컨설팅 실시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우범지역 및 학교 주변 취약 지역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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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주간보호형(통학형) 학교폭력 피해 학생 전담지원기관 운영

   - 가해 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교육 통보 3개월 이내 이수 법적 의무화)

   - 광주준법지원센터 연계 보호관찰 멘토링 운영

  4) 학교폭력 사안 민원에 대한 공정한 처리 지원「부르미」

    ※ 부르미: 학교폭력 및 위기 학생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학교 현장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학교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사업

다. 학생 상담활동 지원을 위한 Wee프로젝트 운영 

  1)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계 또래 상담 운영

  2) 전문 상담 순회교사 운영 (상담 인력 미배치교 순회 상담 등)

  3) Wee클래스 신규 구축 (초 7교, 고 9교)

  4) 전문상담인력 역량강화 연수

  5) 학생상담자원봉사제, Wee스쿨, 초등 가정형 Wee센터 운영

라. 유관·관계기관 협의체 구축 운영

  1) 학교전담경찰관제 운영 (317교, 학교전담경찰관 33명)

  2) 학교폭력담당교사, 학교전담경찰관 권역별 협의 체제 구축

마. 아동 학대 조기 발견 및 대응 마련

  1) 아동 학대 조기 발견과 대응을 위한 예방교육 및 신고 의무자 교육 실시

  2)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

   - 지자체(시청 및 구청) 협의체,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반영

사업명 유 초 중 고 특수

학생 생활교육 기본 계획 ○ ○ ○ ○ ○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계획 ○ ○ ○ ○

학교회계 예산 편성 필수 및 권장 사업

구분 사업명 예산 편성 권장액 비고

필수 생활교육 프로그램(어울림 및 또래상담 등) 운영 교당 1,000천원
권장 학생 자살 예방 학생, 교원, 학부모 연수 100천원(강사료)×9회

학교상담실(Wee클래스 포함) 운영 교당 1,5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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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나-3. 현장체험학습

[민주시민교육과/다문화교육, 교육지원청/민주시민교육지원과]

 ∘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자율성과 창의성 함양

 ∘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밖 단체 활동을 통한 공동체 역량 및 학생 인성 함양

가. 현장체험학습 운영

  1)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기준

  ∙ 초등학교: 전체 학생 수×30,000원×⅓  ∙ 중학교: 전체 학생 수×50,000원×⅓

  ∙ 특수학교: 유·초·중·고등과정 전체 학생 수×6,000원×9개월

  2) 농촌 소규모학교 현장체험학습비 추가 지원

   - 초등학교(11교): 1인당 20천원, 중학교(3교): 1인당 30천원

   - 차량임차료 등 기본 소요 경비 부족액 보전: 1교당 500천원×2회

  3) 시·도 교류 체험학습 지원 (초 1교, 중 1교)

  4)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교육 (교원, 회당 150명 이내, 연 2회)

나. 수학여행 운영

  1) 수학여행비 지원

  ∙ 초등학교 1개 학년, 특수학교(초등과정 1개 학년) 1인당 100천원 

  ∙ 중학교 1개 학년, 특수학교(중등과정 1개 학년) 1인당 150천원 

  ∙ 고등학교(저소득층) 1인당 200천원 내 실비 지원

  ∙ 특수학교(고등과정 1개 학년) 1인당 200천원

  ※ 고등학교는 저소득층 수학여행비 지원 계획 수립 후 별도 안내

  2) 수학여행 지원단 구성·운영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반영

사업명 유 초 중 고 특수

현장체험학습 기본 계획 ○ ○ ○ ○ ○
학교회계 예산 편성 필수 및 권장 사업

구분 사업명 예산 편성 권장액 비고

필수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지원 현장체험학습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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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나-4. 참여중심 봉사활동

[민주시민교육과/민주시민교육, 교육지원청/민주시민교육지원과]

 ∘ 다양한 봉사 체험 활동 기회의 확대를 통한 실천중심 인성교육 강화

 ∘ 양적 봉사활동에서 질적 봉사활동으로 진정한 나눔 정신 함양

가. 봉사활동 내실화 추진 계획 수립·운영

  1)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봉사활동 운영 권장

  2) 학교별「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구성·운영

나. 봉사활동 활성화 및 연수·홍보 강화

  1) 봉사활동 담당교사 역량 강화 연수 (4월)

  2) 학부모지도봉사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연수 (학기별)

  3) 신규  학생 봉사활동 연구회 선정 및 운영 (학습자료 등)

  4) 봉사활동 길라잡이 보급 (전체 학교)

  5) 학교 방문 봉사활동 소양교육 (100학급)

다. 학생 지역 사회 봉사활동 활성화 지원  

  1) 광주학생 봉사활동 실무자 협의회 구축 및 운영 (2회)

  2) 봉사활동 유관기관 협의회, 학교-자원봉사기관과의 업무협약 추진 지원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반영

사업명 유 초 중 고 특수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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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다  체육·보건교육

1-다-1. 학생중심 체육교육

[체육예술융합교육과/체육·보건교육]

 ∘ 학생주도 체육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체육교육 내실화

 ∘ 학생의 역량을 키우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으로 밝고 건강한 학교 문화 조성

가. 학생주도 체육과 교육과정 운영

  1) 내실 있는 체육과 교육과정 운영

   - 학교 체육시설, 운동장을 활용한 활동 중심의 체육 수업 활성화

   - 타 학교 연계 교육과정 운영 학교 간 협력교육과정 지원 

  2) 체육과 교육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연구학교 운영 (초 1교)

  3)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응

   - 원격수업을 위한 우수 학습자료 발굴 및 안내

   - 기후변화와 코로나 시대에 맞는 체육과 교육과정 운영 컨설팅 (5월, 10월)

  4)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운영 내실화

   - 측정 및 입력자 일원화, 측정 결과 학생·학부모 안내

   - 저체력군 및 비만 학생 중점 관리를 위한 건강 체력교실 계획 수립 운영 지원 

  5) 초등학교 생존수영 실기교육 지원

   - 1학년: 5시간(이론교육), 2~6학년: 10시간 (이론 및 실기교육)

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

  1)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및 나이스 등록 (필수)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규모 및 횟수는 학교별 자율 결정 가능

   - 학생 주도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운영

   - 우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200클럽, 3월 신청)

  2)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운영

   - 학교 간 거점학교 중심의 학교스포츠클럽 및 대회 운영 (초·중 각 2교, 3월 신청)

   - 수준별 교내스포츠 대회 운영 (20교, 3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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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교육감배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및 비대면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운영 

   - 제14회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대표 팀 지원 및 광주지역 거점 종목 대회 운영

다. 체육교육 역량 강화

  1) 초등교원 체육과 역량강화 연수 (30명, 8월), 초등교원 (생존)수영 연수 (60명, 9월)

  2) 초·중학교 스포츠 강사 연수 (초 40명, 중 200명, 8월)

  3) 현장 맞춤형 체육실기 교사 연수 및 전문적학습공동체(수업나눔동아리) 지원

  4) 전국(광주)학교체육연구대회 운영 (10월, 11월)

라.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체육시설 관리 지원

  1) 학교체육시설 개방

   -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시설유지관리비 지원 (6월)

   - 학교체육시설 예약제 운영 (https://fac.gen.go.kr)

  2) 안전한 배움터 조성을 위한 체육시설 관리 및 교체 지원

   -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과 교육시설 보수·교체 지원 (55교, 3월, 9월)

   - 탈의실 설치 지원 (50교, 3월)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지원 (20교, 3월)

   - 인조잔디 운동장 유지관리비 지원 (24교, 3월, 교당 5,000천원)

   - 인조잔디 운동장 및 우레탄 체육시설 유해성 검사 (42교, 5월)

   - 인조잔디 친환경 운동장 교체 사업비 지원 (신청 및 유해성분 기준초과 검출학교)

   - 강당 실내환경 정화 사업비 지원 (40교, 3월)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반영

사업명 유 초 중 고 특수

학생건강체력평가제(건강체력교실 포함) 운영 계획 ○ ○ ○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계획 ○ ○ ○ ○
여학생 체육활동 운영 계획 ○ ○ ○ ○

학교회계 예산 편성 필수 및 권장 사업

구분 사업명 예산 편성 권장액 비고

필수 건강 체력교실 운영 교당 500천원
권장 교내 학교스포클럽 대회 운영 교당 2,000천원
권장 고3 수능 이후 스포츠클럽 운영 교당 2,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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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다-2. 학교운동부 운영학교 지원

[체육예술융합교육과/체육특기]

 ∘ 인권친화적 학교운동부 문화 조성으로 실력과 지성을 겸비한 학생선수 육성 

 ∘ 투명하고 청렴한 학교운동부 운영 및 체계적인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 시스템 구축 

가.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1) 학생선수 학사 관리 강화 (전지훈련 및 대회 출전 일수 제한)

  2)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 관리 강화 (계획 수립 후 참가)

  3) 정규 수업 이수, 훈련 참가 및 대회 출전 시 결·보강 대책 수립

  4) 학생선수 대상 비대면 학습과정(e-school) 운영 (등록 3~4월, 운영 3~12월)

  5)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 (매 학기 말, 최저 학력제 운영)

나. 인권 친화적 학교운동부 조성

  1) 학교운동부 인권교육 실태 정기 점검 (연 2회) 

  2) 학생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신고 및 상담망 운영 (상시)

  3) 학교운동부 인권교육 강화 (수시,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

다. 학교운동부 운영학교 지원 

  1) 학교운동부 운영학교 담당교사 협의회 및 현장 컨설팅 (연중, 수시)

  2) 초·중·고·특수 학교운동부 운영 지원 (초 50교, 중 50교, 고 33교, 특수 5교)

  3) 전국(소년·동계·장애학생)체육대회 우리 시 대표선수 선발 및 지원 (138교)

  4) 체육 인재 학생선수 대상 장학사업 (연 5회)

  5) 학교운동부 시설 및 환경 개선 (50교)

  6) 학교운동부 스포츠클럽 전환(운영) 시범사업 (3종목, 5교, 500,000천원)

라. 체육특기자 선발 운영 지원

  1) 체육특기자 신인발굴 (시교육청, 3월, 9월)

  2) 체육특기자 자체선발 (수시, 학교운동부 운영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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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급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 (중 10월, 고 11월)

마. 청렴하고 투명한 학교운동부 운영

  1) 학교운동부 운영비 공개 의무화 (학교 누리집, 집행내역 통보)

  2) 학교운동부 운영 수익자 부담 경비 학교회계 편입 후 집행 의무화 

  3) 학교운동부 학부모 청렴지기 구성 및 운영 (3월, 연중)

  4) 찾아가는 학교운동부 운영 컨설팅, 학부모와의 소통의 날 운영 (연 2회)

  5) 해외 전지훈련 자제 및 지양

바. 학교운동부 지도자 역량 강화 및 안정적인 근무 환경 구축

  1) 신규  학교운동부지도자 역량 강화

   - 학교운동부 지도자 의무교육 (원격교육)

   - 학교운동부 지도자 인권교육 및 도핑교육 (수시)

   - 학교운동부 지도자 실무역량교육 (11월)

  2) 학교운동부 지도자 임용, 포상 및 징계 체제 구축

  3) 학교운동부 지도자 안정적 근무 환경 체제 구축 (주 52시간 근로제 운영)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반영

사업명 유 초 중 고 특수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 (해당 학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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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다-3. 예방중심 보건교육

[체육예술융합교육과/체육‧보건교육]

 ∘ 체계적인 보건 교육과정 운영 및 건강증진 교육 활성화로 평생 건강 기반 구축

 ∘ 예방중심 건강관리 사업을 통한 학생 건강 유지 및 증진

가. 보건 교육과정 운영

  1) 초·중등 교육과정에 따른 체계적인 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 모든 학교 최소한 1개 학년 이상 보건교육 (연간 17차시 이상)

   - 중·고등학교 보건 선택과목 운영

   - 원격수업 자료 개발 보급 (초·중·고, 각 5차시, 2월)

  2) 초등, 특수학교 보건 교과서 및 지도서 보급

  3) 학교보건 인턴 강사 지원 (100교)

나. 건강증진교육 활성화 

  1) 학생 비만 관리를 위한 예방교육 강화

   - 학생 건강증진 캠프 운영 (초·중학생, 7~8월, 3회, 회당 40명) 

   - 보건교과연구회 운영을 통한 비만 예방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개발

   - 학교 비만 예방 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4월)

   - 신규  건강증진 거점학교 운영 (2교, 교당 10,000천원)

  2) 학생 흡연 예방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실시 

   - 흡연예방 선도학교 운영 (전체 학교, 연중) 

   - 관리자 및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4월, 10월)

   - 찾아가는 흡연 예방 교육 (20교)

   - 흡연학생 금연학교 위탁 교육 지원

   - 유관기관 연계 흡연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 

  3) 유관기관과 연계한 「건강 한마당」행사 지원 (40교) 

  4) 신규  당뇨병 인식 개선을 위한 ‘당뇨병 바로 알기’ 교육 실시

   - 당뇨 학생 지원 길라잡이 개발 보급 (전체 학교,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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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건교육 역량 강화

  1) 학교보건 운영 활성화를 위한 보건교사 직무연수 실시 (4월, 10월)

  2)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연수 지원 (강사 양성 70명)

  3) 보건교과연구회 운영 (1팀, 3,000천원)

  4) 흡연 예방 교육 교사 동아리 운영 (2팀, 각 3,000천원)

라. 학생 건강검사 추진  

대상 항목 비고

학생 

건강검진

초1‧4, 중1, 고1, 

특수학교 해당 학년

근, 골격 등 

14개 항목

2020년 코로나19로 연기한 경우 

초1‧2‧4‧5, 중1‧2, 고1‧2 실시

학생 

별도검사

초2‧3‧5‧6, 중2‧3, 고2‧3
특수학교 해당 학년 

소변검사, 구강검사

결핵검사, 시력검사 

  1) 학생 건강검사 표본학교 지정 (초 12교, 중 15교, 고 17교)

  2) 제16차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 실시 (중 16교, 고 15교)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반영

사업명 유 초 중 고 특수

학교 보건운영 계획
(보건교육, 금연·약물 오남용, 심폐소생술 계획) ○ ○ ○ ○ ○

학교회계 예산 편성 필수 및 권장 사업

구분 사업명 예산 편성 권장액 비고

필수 학생 건강검사 실시 건강검진(초1‧4/중1/고1,특수학교 해당학년)
별도검사(초2‧3‧5‧6/중2‧3/고2‧3,특수학교 해당학년)

권장 교직원심폐소생술 연수 등 응급처치 연수비 연수 위탁기관(1인당 약40천원)
권장 교내 응급환자 후송비 20천원×10회=200천원
권장 학교 보건실 시설‧설비 기준 준수비 기준 미달한 시설 및 확충 소요액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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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다-4. 성인식개선 교육

[민주시민교육과/성인식개선]

 ∘ 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

 ∘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통한 양성평등한 학교 문화 조성

가. 성교육 내실화를 통한 건전한 성 가치관 함양 

  1) 학교 성교육 기본계획 수립·추진

   - 연간 15차시 이상 (성폭력 예방 교육 3차시 이상)

  2) 성교육 집중 학년제 실시 

   - 초 1~3학년, 4~6학년 중 각 1개 학년

  3) 인성 및 인권존중 교육에 바탕을 둔 교과 통합 성교육 실시

  4)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요령 등)

나. 모두가 신뢰·공감하는 성폭력 근절대책 강화

  1) 학교 성범죄 신고 경로 다양화

   - 학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누리집, 신고함) 설치·운영(필수)

   - 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누리집, 전자민원, ☏380-4080~4)

   -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및 유관기관 신고 경로 (☏112/117/1366)

  2)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 처리 체계화

   - 학교(기관) 자체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마련 (필수)

   -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 외부전문가 자문단 구성·지원 

  3) 신규  학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정기·불시 점검

   - 화장실, 탈의실 등 연 2회 이상 실시 

  4) 성 비위 징계 교원 재발 방지 교육 실시 (경징계 20시간, 중징계 30시간)

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

  1) 교육과정과 연계한 양성평등 교육 운영

  2) 양성평등 매뉴얼을 활용한 양성평등 수준 자체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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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양성평등 UCC 대회 (9~10월)

  4) 양성평등 교육 담당자 연수 실시 (5~6월)

  5) 직장 교육을 활용한 전 직원 대상 양성평등 연수 실시 (연 1회 권장)

라. 대상자별 맞춤형 연수를 통한 성인지 감수성 제고

  1) 교직원 대상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 실시 

   - 각 1시간 이상, 대면 교육 포함

  2) 관리자, 성교육 담당, 고충 상담원 등 대상자별 맞춤형 연수 (4~10월, 1회)

  3) 학교로 찾아가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 지원

   - (교직원)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사단 지원 (사안 발생 학교, 중·고 우선 지원)

   - (학생) 초·중·고 맞춤형 교육 지원 

마. 교사 역량 강화를 통한 학교 현장 지원 확대

  1) 성교육 담당 교사 전문성 제고 및 체계적 양성관리

  2) 성교육(양성평등교육)연구회 운영 (교사 4팀, 학생 1팀, 학부모 1팀)

  3) 성교육 담당자 권역별 컨설팅 (연 1~2회)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반영

사업명 유 초 중 고 특수

학교 성교육 기본 계획 ○ ○ ○ ○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성매매) 계획 ○ ○ ○ ○
양성평등 교육 기본 계획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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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라  인문학적 감수성 함양

1-라-1. 문화예술교육

[체육예술융합교육과/문화예술교육]

 ∘ 광주형 문화예술교육(지역자원 연계 융합예술교육)을 통한 공감･소통･협업 능력 함양

 ∘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술체험 기회 확대 및 기반 강화

가. 광주형 문화예술교육 운영

 1) 교육과정 기반 학교 예술교육 내실화 

   - 예술교과 연계 융･복합 수업 활성화 및 학생 기획 주제중심 교육활동 확대

   - 학생기획･참여형 문화예술동아리 운영 활성화

    ※ 틈새시간(등굣길, 점심시간 등)을 이용한 학생주도 동아리 발표 기회 확대

   -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비대면 학교 예술 교육자료 지원  

   - 신규  일상적 예술 향유 공간조성을 위한 예술교육 공간혁신 사업 지원 (3교)

   - 신규  학교 예술공간 환경개선사업 (중·고 8교, 음악실, 미술실 실당 20,000천원~50,000천원)

   - 예술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 예술교육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연중, 상시)

  2) 지역자원 연계 통합체제 구축 

   - 역사·문화·예술자원 활용 융합예술교육 지원 (초·중·고 6교, 교당 5,000천원)

   - 신규  광주학생예술누리터 활용 체험과정 다양화(2021. 9. 개관 예정)

  3)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예술체험 활동 지원

   - 지역 청소년 문화예술축제·행사 운영 지원 (8단체, 80,000천원)

   - 초등학생 문화예술 체험활동비 지원 (초 5학년, 1인당 12,000원)

   - 교육기부 거점대학 예술동아리, 학교 예술동아리 활동 연계 지원 (초·중 4교)

나. 예술체험기회 확대 

  1) 예술특성화 교육활동 운영학교 지원

   - 문화예술특성화학교(25교), 예술드림거점학교(6교), 전통문화예술교육 운영학교(10교)

   - 대안교육 위탁기관 문화예술교육 운영 지원 (용연학교, 푸른꿈창작학교, 교당 5,000천원)

  2) 1학생 1예술 활동 활성화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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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예술부(10교, 교당 6,000천원), 학생오케스트라(23교, 교당 6,000천원) 운영 지원

   - 뮤지컬(4교), 합창(25교), 연극(9교), 미술(8교), 밴드(10교), 특수합창(2교) 동아리 지원

   - 학생 문화예술동아리 운영 지원 (1교 1동아리 이상, 교당 5,00천원)

   - 신규  학생중심 비대면 예술공감터 구축 및 운영 (연중, 5,000천원)

    ※ 예술공감터: 학생들의 비대면 예술활동 기획 및 촬영을 지원하고, 학생 비대면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가상공간

  3) 신규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체험 기회 제공

   - 찾아가는 힐링스쿨 콘서트 운영 (초·중·고·특수 10교)

   - 해설사와 함께 찾아가는 힐링스쿨 미술관 운영 (초·중·고 10교)

  4) 광주 학교예술교육 페스티벌 운영 (11월)

다. 예술교육 활성화 기반 강화

  1) 신규  악기(카혼) 대여 사업을 통한 예술 수업 내실화 (30대, 중·고 10교, 1

개월 단위)

  2) 예술교과 실기연수 및 학교 예술교육 수업역량 강화 직무연수 (연중, 4회)

  3) 예술중심 융합수업 사례발굴 및 일반화 연구회 운영 (초·중·고 각 1팀)

  4) 문화예술교육 실천사례 연구대회 운영 (11월)

  5) 교직원 문화예술동아리 지원(동아리 20팀) 및 교직원 예술제 운영 (11월)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반영

사업명 유 초 중 고 특수

초등학생 문화예술 체험활동비 집행 계획 ○
학생 문화예술동아리 운영 계획 ○ ○ ○ 선택

학교회계 예산 편성 필수 및 권장 사업

구분 사업명 예산 편성 권장액 비고

필수 초등학생 문화예술 체험활동비 지원 5학년 학생1인당 12,000원
필수 학생 문화예술동아리 운영 교당 5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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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라-2. 독서·인문학교육

[중등교육과/중등교육과정, 평생교육, 민주시민교육과/민주시민교육, 교육연구정보원/진로교육부]

 ∘ 스스로 읽고 함께 쓰며 더불어 소통하는 일상 독서의 생활화

 ∘ 다양한 인문 체험활동 기회 확대를 통한 청소년들의 인문 소양 의식 내면화

가. 학교급별 학생 맞춤형 독서교육 실현    

  1)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함께하는 독서교육 활성화

  2) 도서관 활용 수업, 한 학기 한 권 읽기 지도 등 다양한 학교 독서교육 운영

  3) 교과 융합, 교과 연계 독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나. 체계적인 독서교육을 통한 일상 독서의 생활화   

  1) 한 학기 한 권 읽기, 교육과정 연계 독서수업 자료집 개발·배부 (2종, 각 400부)

   - 신규  온라인 독서토론논술 수업자료 개발(3종)

  2) 학교 독서토론 동아리 운영 (초 권장, 중·고 필수)

  3) 학생 독서 책쓰기 동아리 운영(26팀, 2,000천원) 및 광주교육 책 축제 개최

  4) 학교로 찾아가는 독서토론교실 운영 (10회)

  5) 청소년 독서토론 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2기관, 47,000천원)

  6) 고등학생 논술 교육과정 운영 (5권역, 2기) 

다. 책 읽는 학교, 사회 문화 조성

  1) 독서 생활화로 책 읽는 학교 문화 조성

   - 독서논술축제 운영 (6월), 독서토론한마당 운영 (7~9월, 중·고 독서토론동아리)

   - 독서교육지원단 운영 (7팀), 토론논술교육아카데미 운영(2팀) 각 3,000천원

   - 독서교육 실천사례 발표대회 운영 (3~12월)

   - 신규  실천 중심 독서교육 현장 맞춤형 직무연수 운영 (2과정) 

  2) 공동체와 함께하는 책 읽는 사회 문화 조성

   - 나눔과 성장의 빛고을독서마라톤 운영 (http://bookmarathon.gen.go.kr, 3월~11월)

   - 신규  독서교육 웹진 발간·보급 (5월, 9월, 11월) 

   - 자유학년제 및 진로 연계 독서 활동 지원망 구축

http://bookmarathon.ge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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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학부모 독서교육 연수 운영 (연중, 2회) 

  3) e-NIE 활용 학교(60교) 및 청소년 신문 발행(1단체) 지원   

라. 인문학교육 활성화 지원

  1) 인문학교육진흥위원회 운영 (연 2회)

  2) 광주학생교육원 인문학 캠프 운영 (고1, 6기, 2박 3일, 기당 40명) 

  3) 학생 인문학 동아리 운영 (중·고 학교별), 교사 인문학동아리 (10팀) 

  4) 인문학 교육과정 운영 지원 (1단체) 

마.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1) 학교도서관 기반 확충

   -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 (고 3교)

   - 독서교육 종합지원시스템 및 DLS 상담센터 운영 (연중) 

  2)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 학교도서관 발전위원회 운영 (2회)

   - 학교도서관 담당자 연수 (3회)

   - 학교도서관 학부모 개방 운영(203교), 지역민 개방 운영(37교)

   - 학교도서관 전자책 구독 서비스 제공 (연중), 학교도서관 장서 점검기 대여 (연중)

  3) 신규  광주형‘기적의 놀이 도서관’건립

   - 학교도서관 지역개방 운영 지원 (광주서초, 용봉중, 고실중)

   - 미래형 청소년 특화 도서관 구축 (광주중앙도서관 7월 재개관)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반영
사업명 유 초 중 고 특수

독서교육 추진 기본 계획 ○ ○ ○ ○ ○
학교도서관 활용 교육 계획 ○ ○ ○ ○

학교회계 예산 편성 필수 및 권장 사업
구분 사업명 예산 편성 권장액 비고

필수 독서·토론 동아리 운영(중·고) 교당 700천원
권장 독서·토론 동아리 운영(초·특) 교당 700천원
권장 학생 인문학동아리 운영 동아리당  1,000천 원
권장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자료구입비: 표준교육비 3% 이상 

사업운영비: 표준교육비 1% 이상



- 32 -

1-라-3. 학생중심 공간혁신

[초등교육과/초등교육과정, 중등교육과/고교학점제, 유아특수교육과/특수교육, 교육시설과/학교시설2]

 ∘ 학교는 민주주의 배움터이자 아이들의 공간이라는 철학으로 학생이 참여하고, 학생이 

만들어가는 공간혁신 추진

가. 학생중심 공간혁신 아·智·트 추진 

  1) 아.智.트 대상학교 공모 다양화

   - 영역단위(1실): 초 1교, 교당 운영비 25,000천원, 시설비 200,000천원

   - 영역단위(4실): 초 2교, 중·고 2교, 특수 1교, 교당 운영비 25,000천원, 시설비 300,000

천원

    ※ 아.智.트: ‘아이(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역량)를 모아(협력, 공동체) 학교 공간을 아

이(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변화시켜 나가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

  2) 사용자 참여 설계, 교육과정 연계 과정 운영

   - 교육과정 연계 학교 민주주의, 문화예술, 놀이, 도서관 등의 활동 공간 혁신

   - 학생, 교직원, 전문가가 함께 만들어 가는 학생중심 사용자 참여 설계 적용

  3) 선정 학교 대상 전문 지원단 사업 자문 활동 전개

나. 학교단위 공간혁신 프로젝트 추진 

  1) 학교단위 공간혁신 학교 운영 지원 (3교, 교당 10,000천원)

  2) 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연계 학교 공간 종합계획 작성

  3)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간 조성

  4) 신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연계 추진 (3교)

다. 학교 공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성과 공유

  1) 학생중심 공간혁신에 대한 역량 강화 연수 (초·중·고·특수, 2회)

  2) 성과 공유를 위한 백서 발간 추진 (초등·중등 각 1종)



교육은 배움과 성장의 과정이다. 

학생의 자기 결정권 보장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고, 

협력과 나눔이 있는 교육을 통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가치와 책임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학교는 미래사회의 변화에 맞춰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전인적 인간을 육성한다.

 

교직원의 배움중심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동료성을 바탕으로 한 

연구문화를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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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책  2

스스로 익히고 함께 찾는 배움중심교육 강화

2-가.� 역량중심�교육과정

2-나.� 학생�맞춤형�교육

2-다.� 유아교육

2-라.� 특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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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  역량중심 교육과정 

2-가-1.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

[초·중등교육과/초·중등교육과정]

 ∘ 교육과정 자율화를 통한 지역 및 학교 특색에 적합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 교육과정 지원을 통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질 제고 

가. 학생중심 특색 있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1)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

   - 학생 역량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 교과연계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실화

   - 신규  대면·비대면 수업 시 상호작용이 활발한 교육과정 운영

  2) 학생 자기설계 교육과정 운영 

   - 교과통합교육과정 확대: 학기(총17차시) 내외 주제중심 문제해결 활동 운영

   - 중·고 공동교육과정 확대 운영 (중 2교)

   - 교육과정 운영 자율중학교 운영 (1교)

  3) 교육과정 지침 개발 및 편성 운영 지원 연수 

   - 초·중등 교육과정 지침 개발·보급 (8~9월, 전체 학교)

   -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 연수 (담당자 연수 및 컨설팅, 초·중·고 2회)

나. 교육과정 다양화 운영 지원

  1)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 (초 2교, 중 1교)

  2) 중등 교육과정 연구회 운영 (중등 3팀, 각 3,000천원)

  3)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운영 (초등 29명, 중등 40명)

  4) 학생 진로, 학습 역량에 맞는 과목 선택권 우수 모델 개발·보급 (초·중·고)

  5) 자율형 공립고 운영 지원 (3교, 교당 30,000천원)

  6) 방송통신중·고 운영 (중 1교, 고 2교)

다. 학사 운영의 다양화 ·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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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과정 기반 마련을 위한 새학년 준비기 운영 (2월)

  2) 중·고 3학년 취약 기간(수능 이후, 고입 전형 이후) 학사 운영 내실화 

  3)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년 초 학부모 설명회 개최

   - 대면 행사 불가능 시 실시간 쌍방향(비대면) 연수·설명회 등으로 진행 권장

  4) 신규  학교 교육활동 시간의 유연한 운영: 블록 수업 등 단위 시간의 탄력적 

운영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반영

사업명 유 초 중 고 특수

학생중심 특색 있는 교육과정 편성 계획 ○ ○ ○ ○ ○
2월 새 학년 준비기 운영 계획 ○ ○ ○ ○ ○
중3, 고3 입시 이후 운영 계획 ○ ○
학습준비물 지원 계획 ○ ○
작은학교살리기 지원 계획 ○ ○ ○

학교회계 예산 편성 필수 및 권장 사업

구분 사업명 예산 편성 권장액 비고

필수 학습준비물 지원 학생 1인당 30천원 자율 편성
필수 작은학교 특색교육 활동비 지원 교당 5,000천원
권장 학년 교육과정 운영비 학교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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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2. 광주형자유학년제

[중등교육과/중등교육과정]

 ∘ 광주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민주․인권․평화 및 문화예술 감수성 함양

 ∘ 학생 참여형 수업,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진로역량 강화 

가. 광주형자유학년제 운영의 내실화

  1)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자유학기 활동 시간 편성 및 운영 계획 수립

  2) 교원 전체 및 학부모 대상 자유학년제 연수 실시

  3) 광주형자유학년제 운영학교 운영비 지원 (중 89교)

    ※ 광주형자유학년제: 교수․학습 방법을 배움중심수업으로 혁신하고, 특정 학년․학기에 한정

하지 않고 학생의 꿈과 끼를 찾고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정신을 계승하고 문화예술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선택 프로그램을 제공

하는 정책

나. 광주형자유학년제 운영을 위한 역량 강화

  1) 자유학년제 교육과정 편성·운영 역량 강화 연수 (중 91교)

  2) 자유학년제 담당자 설명회 및 성과보고회 (연중, 2회)

  3) 자유학년제 교장·교감 연수 (연중, 4회)

  4) 예비 중학생 학부모 대상 설명회 (1월~2월, 8회)

다. 광주형자유학년제 운영 지원

  1) 신규  자유학년제 대면·비대면 연계 교육과정 연구회 운영 (2팀, 각 5,000천원)

  2) 자유학년제 운영 자료 및 우수사례 보급 (연중, 2회)

  3) 자유학년제 내실화 실무추진단 운영 (연중, 2회)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반영

사업명 유 초 중 고 특수

광주형자유학년제 운영 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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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3. 광주형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중등교육과/고교학점제, 직업교육]

 ∘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과정 다양화 지원으로 고교 교육 역량 강화

 ∘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평가 역량 강화로 일반고 교육 역량 제고

가.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 체제 구축

  1)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별 교육과정 이수 지도팀 구성

  2) 학생의 학습 역량을 고려한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컨설팅

나. 제도 개선 사항 발굴을 위한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 지원

  1) 마이스터고(2교) 고교학점제 운영 내실화 지원

  2)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일반고 3교, 교당 50,000천원, 직업계고 1교 38,000천원)

  3)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일반고 20교, 교당 25,000천원 내외, 직업계고 12교, 교당 

25,000천원)

  4)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연수·컨설팅 및 성과보고회 운영

    ※ 고교학점제: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

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

  5) 직업계고 학점제 인식 개선 및 홍보 자료 보급

다. 일반고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지원

  1) 학생 맞춤형 학습을 위한 교과특성화학교 운영 (5교, 교당 25,000천원)

  2) 학생 성장 중심 교육과정 운영 및 진로 설계 지원 (51교, 교당 16,000천원 내외)

  3)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한 소수 선택 과목 운영 지원  

  4) 선택 과목 지도교원 역량 강화 연수 지원 (연 2회 이상) 

라.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한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

  1) 학교 간 협력교육과정,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권 보장

   - 소인수 과목, 심화 과목, 예술·체육·제2외국어 계열 과목 개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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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일과 중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 운영  

  3) 광주교육공동체의 날(매주 수요일)과 연계 운영

    ※ 광주교육공동체의 날: 학생들은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주제를 정하여 교내 활동 

및 교외 활동을 자율적으로 찾아 활동하며, 교원들은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및 연수, 

연구,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하여 역량을 강화하는 날

마. 고교학점제 대비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 지원

  1)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교과교실제 4교, 학점제형 공간 재구조화 2교)

  2) 공동교육과정 기반(대면·비대면 수업 제작실 및 수강실 등) 구축 지원 (12교)

바. 신규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사업 운영

  1) 교육협력센터(북구 청소년수련관, 야호센터) 운영

  2) 진로·학업 설계 및 과목 선택 지원을 위한 고교학점제 박람회 운영

  3) 대학 연계 학생 학업 설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교육기술(Edu-Tech) 기반 고교 교육 시범 운영 (1교)

사.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교과목 신설·인정도서 개발 지원

  1)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한 교과목 신설 심의

  2) 학교 수업의 자율성·전문성·창의성 신장을 위한 학교장 개설 과목 인정도서 

개발 보급·지원

* 광주형 고교학점제

의향·예향의 도시 광주의 교육 자원 활용과 다양한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소통과 협력의 배움 중심 수업으로 학생 스스로 자신의 꿈과 삶을 디자인 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체계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반영

사업명 유 초 중 고 특수

교육과정 이수 지도팀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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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4. 소통과 협력의 배움중심수업

[초·중등교육과/초·중등교육과정]

 ∘ 전문적학습공동체 구축을 통한 교원 전문성 신장 및 배움과 성장의 수업혁신

 ∘ 자발적 참여를 통한 수업나눔으로 배움중심수업 및 학생 참여형 수업 확산 

가. 배움중심수업 및 학생 참여형 수업 확산

  1) 학생의 삶, 핵심 역량이 반영된 학생 참여형 수업 실시

  2) 호기심과 질문, 탐구·토의·체험·표현 등 다양한 활동 중심 수업 실시

  3) 삶과 연계한 학생 주도 문제 해결 수업 실시

   - 학생주도 프로젝트 학습(교과통합교육과정 연계) 활성화 (연간 34차시)

  4) 협력형 토의토론 수업 강화

   - 교육기술(Edu-Tech)을 활용한 협력 중심 토의·토론 수업 활성화

나. 전문적학습공동체 구축 및 운영

  1) 단위 학교 전문적학습공동체 구축 (전체 학교, 교당 2,000~5,000천원 내외)

   - 교원의 자발성과 책무성 기반의 공동연구, 공동실천, 집단성장을 위한 학습공동체

    ※ 전문적학습공동체: 교원들이 동료성을 바탕으로 함께 수업을 개발(공동 연구)하고, 함께 

실천(공동 실천)하며, 교육 활동에 대하여 대화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함께 성장(집단 

성장)하는 학습공동체 활동

  2) 학교별 전문적학습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수업 공유(공개) 문화 조성

   - 동학년/동교과 교사들의 공동 연구, 공동 실천을 통한 수업 전문성 신장

   - 교원 역랑 강화, 연구(수업 나눔) 동아리,학습 공동체의 날 운영 등 

   -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을 현장 맞춤형 연수로 운영 권장

다. 빛고을 수업·평가 지원단 운영(초·중·고)

  1) 단위 학교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2) 현장 교사 수업·평가 지원단(강사 인력풀) 조직

  3) 학교로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수업·평가 연수 운영

라. 학교 밖 교원 수업나눔 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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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원 수업나눔운동 동아리 운영 (150팀)

  2) 교원 수업나눔운동 역량 강화 연수 (초·중등, 연 2회)

  3) 수업나눔운동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수업공개, 직무연수 지원 (연중)

  4) 수업 성찰 나눔 활동 (초·중등, 연 1회)

  5) 수업탐구교사공동체 운영 (초등 12팀, 중등 20팀)

마. 수석교사와 함께하는 수업나눔 전개

  1) 수석교사 역량 강화 연수 추진 (초·중등, 1회)

  2) 수석교사와 함께하는 수업나눔 지원 (초·중등, 2회)

  3) 수석교사 수업 컨설팅 네트워크 지원 (초·중등, 2팀)

바. 신규  원격수업 내실화

  1) 교원의 원격수업 운영 역량 강화

   - 원격수업 역량 강화 집중 연수기 운영 (1~2월) 

   - 학교로 찾아가는 원격수업 지원단을 활용한 현장 밀착형 연수 지원 (연중)

   - 원격수업 자료 공유 커뮤니티 운영 (초·중등)

  2) 원격수업 교수학습 자료 개발·보급

   - 원격수업용 교수학습 자료 개발 (초·중등, 연중)

   - 수업나눔 플랫폼(T-tube)을 활용한 교수학습 자료 보급

  3) 원격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기자재 지원 (고 16교)

  4) 미래이음학교 운영 지원 (34교)

    ※ 미래이음학교:‘미래-현재, 대면-비대면, 교과-교과, 학교-마을 등을 잇다’라는 의미로 

① 대면·비대면, 교과 연계 교육활동 ② 학생 주도(기획) 주제중심 학습 등 정보화기기

를 활용하여 시간·공간 제약을 벗어나는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학교

  5) 원격수업 중 상호작용을 위한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 플랫폼 활용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반영
사업명 유 초 중 고 특수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계획 ○ ○ ○ ○ ○
학교회계 예산 편성 필수 및 권장 사업

구분 사업명 예산 편성 권장액 비고

필수 전문적학습공동체 구축·운영 교당 2,000천원~5,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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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5.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평가

[초·중등교육과/초·중등교육과정]

 ∘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돕는 공정한 학생평가 실현

 ∘ 학생평가의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평가 관리 강화

가.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돕는 과정중심 학생평가 실현

  1) 교과목별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계획 수립

  2) 학생 성장 중심 평가 확대

   - 교사별 과정중심평가 연수 실시 (초 33교, 중 92교) 

   - 서술·논술형 평가 도구 개발 및 교과별 실습형 교원 연수 추진

   - 신규  중등 교원 대상 출제 역량 강화 연수 실시: 기초·탐구·생활·교양 교과

   - 광주교육연수원 학생평가 원격 연수 개설 (23과정) 

나. 단위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및 평가 계획 수립 지원

  1) 2021학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개발·보급 (초·중·고 각 1종)

  2) 2021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 개정 및 교직원 연수

다. 학생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평가 관리 강화

  1) 학생평가 단계별(출제-인쇄-시행-채점) 보안 관리 강화

   - 학교 자체 점검 및 교육전문직 현장 컨설팅 (중·고, 수시)

  2) 평가 업무 담당자 설명회 (초 1회, 중·고 2회)

  3) 평가 업무 담당자 권역별 네트워크 운영 (고 68교)

  4) 평가 현장 지원단 조직 운영 (초·중·고 각 1팀)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반영

사업명 유 초 중 고 특수

교과별(학년별) 평가 계획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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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  학생 맞춤형 교육

2-나-1. 기초학력 보장

[초·중등교육과/초·중등교육과정, 창의융합교육원]

 ∘ 함께 출발하고 성장하기 위한 기초학력 책임 보장

 ∘ 학습 부진 예방 강화로 기초 학력 미달 조기 차단

가. 기초학력 진단·지원 및 평가 체제 강화

  1)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선별·진단 (초3~고1, 3월), 이력 관리 

  2) 광주형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운영 (초1~고1)

   - 진단 및 향상도 검사 도구, 보정 자료 제공

  3) 기초학력 보장 지원비 편성 (교당 2,000천원~5,000천원) 

  4) 기초학력 성취기준 점검 관점에 따른 진단 (초1~초6)

나. 기초학력 안전망 내실화

  1) ‘옆에서 바로바로’ 대학생 보조 강사제 운영

   -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 부진 예방 지도 (학기당 18회, 광주교대 350명)

   - 중학교 기초학력 학습지원 대상 학생 멘토링제 (20회, 사범대 80명)

  2)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2개소, 교육지원청)

   - 두드림학교 지원: 학습 및 정서·행동검사와 치료 지원, 학습 진단 및 코칭

   - 지역 사회 연계 기관 및 학습클리닉 위원 자료 구축

   - 난독증 학생 지원: 진단 및 치료 지원, 학교 및 기관 협력 체계 구축

  3) 기초학력 보장 연계망 구성 및 운영

   - 기초학력 보장 협의회 (초·중·고 전체 학교, 2월, 1회) 

   - 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한 기관 협의회 (1월, 7월, 2회) 

   - 두드림학교 실천교사 협의회 (초·중 2팀, 월 1회)

   - 수학학습코칭 인력풀 구성 및 운영

  4) 학습 복지 통합 지원망을 통한 기초학력 지원

   -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부진 원인 진단 및 개인별 맞춤형 지원 전략 수립  

   -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진단-지도-이력관리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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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초학력 보장 교원 역량 강화 연수

   - 기초학력 보장 직무연수 이수 (4년에 1회 의무, 15시간 이상)

   - 한글문해교육 기초·심화·전문가 연수(초, 연중, 각 1회)

   - 수리력 향상 기초·심화·전문가 연수 (초, 연중, 각 1회)

   - 기초학력 보장 교과별(국어, 수학) 전문성 강화 연수 (중등, 연중, 각 1회)

 다. 단위 학교 기초 학력 보장을 위한 책무성 강화

  1) 기초학력 진단에 따른 개인 맞춤형 지원 (초·중)

  2) 통합적 지원을 위한 두드림학교 활성화 (초·중)

   - 구성: 교감, 담임교사, 보건교사, 특수교사, 상담교사, 교육봉사자 등 교내․외 전문가  

   - 학습 지도, 학습 상담, 학습 코칭, 외부 치료, 돌봄 연계 등 맞춤형 지원

   - 연수 및 협의회 정례화 (학기당 2회 이상)

   - 학습 지원 대상 학생 및 학부모 교육 상담

    ※ 두드림학교: 학습 부진, 학습 장애, 정서·행동 장애, 돌봄 결여 등 복합적 요인으로 배움

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단위 학교의 통합 지원 체제

 라.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초등 저학년 집중 지원

  1) 신규  하나!둘!셋! 수리력 책임 교육 집중 지원

   - 인공지능(AI)활용 초등수학수업 지원시스템 연구학교 운영 (초 2교)

   - 수리력 책임 교육을 위한 수업나눔 동아리, 수업 탐구 교사공동체 운영 (초 2팀)

   - 수리력 향상 지도 자료 및 학습자료 개발

   - 하나!둘!셋! 수리력 책임 교육 홍보 (2종)   

  2) 한글 책임 교육 집중 지원

   - 한글 지도 교재「똑똑 글자놀이」보급 (교사용, 학생용 각 1종)

   - 한글 책임 교육 홍보 (유치원 및 예비 학부모, 2종), 연수 (유·초, 8회)

   - 한글 책임 교육 현장 지원단 운영 (1팀, 16회) 

   - 한글교육 비대면 학습자료 제작 (연중, 20편)

  3) 학생 개인별 한글 익힘 수준 진단 및 맞춤형 지도

  4) 초등 저학년 교수·학습 자료 제작 및 구입 예산 지원 (20교, 1회)



- 45 -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반영

사업명 유 초 중 고 특수

기초학력 보장 계획 ○ ○ ○
학교회계 예산 편성 필수 및 권장 사업

구분 사업명 예산 편성 권장액 비고

필수 기초학력 보장 지원비
13학급 이하(특수 제외) 교당 2,000천원 편성
14학급~33학급 이하(특수 제외) 급당 150천원 편성
34학급 이상(특수 제외) 교당 5,000천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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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2. 다문화교육

[민주시민교육과/다문화교육]

 ∘ 교육공동체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로 다양성이 존중되는 건강한 학교 문화 조성

 ∘ 다문화·탈북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학생 역량 강화

 가. 다문화 친화적 환경 조성

  1) 학교 교육과정 연계 다문화교육 (연간 2시간 이상)

  2) 교원 다문화 역량 강화 연수 과정 다양화 및 필수 이수 시간 확보

   - 최근 3년 누적 15시간 이상 (정책학교 교원 30시간 이상) 

   - 대상별, 내용별 맞춤형 연수 개설, 학교로 찾아가는 다문화교육 운영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계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 실시 (수시, 22회)

  4)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유 10원, 초·중등 7교)

나. 다문화학생의 다양한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지원 내실화

  1) 입학 전 적응을 위한 징검다리과정 운영 (초 4교) 

  2) 다문화가정 중학생 전·편입학시 교육장 학교 배정

  3) 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한국어학급 운영 (초 9학급, 유 1학급)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운영 (전체 학교, 연중)

   - 위탁교육기관 운영 (1기관, 중·고 과정 5학급, 75명)

   - 학습지원 교사 멘토링 (학습한국어, 초3~중3), 대학생 멘토링 (전체 학교)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한국어학급이 없는 학교 다문화학생의 한국어(KSL)와 한국문화 맞

춤형 교육 (강사 1인당 학생 1~4명, 주 10시간 내외, 6개월 내외)

  4) 광주국제교류센터 연계 통·번역 서비스 지원 (12개 언어)

  5) 다문화학생 심리·진로·진학 지원

   -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 (초·중·고 다문화학생, 9월)

   - 신규  다문화학생 특성화고 특별전형 개설 (숭의과학기술고, 동일미래과학고)

   - 신규  다문화학생 정서상담 지원: 다문화교육지원단 지원 영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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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문화교육 지원 기반 공고화

  1)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 및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2) 광주다문화교육 누리집(http://www.family.gen.go.kr) 운영

  3) 다문화교육지원단 운영: 학교 다문화교육 컨설팅 및 모니터링

라. 탈북 학생 교육 지원

  1) 탈북 학생 맞춤형 멘토링 (문화체험, 학습지원, 심리상담), 한국어교육 지원

  2) 남북한 상호 이해 교육 학생 연합 동아리 활동 지원

  3) 탈북 학생 진로·직업교육 캠프 운영, 문화예술교육 지원

  4) 탈북 학생 교육 지원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

   - 탈북 학생 담당 교(직)원 연수 및 워크숍 (1회)

   - 탈북 학생 학부모 교육 (상반기 4회, 하반기 4회)

   - 북한이탈주민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연중)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학교 내 모든 구성원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 다문화학생의 세계시민 역량 강화 및 학교 적응 
지원을 통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성숙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선도모델 마련

유형 운영 내용

유치원 다문화유아 언어발달을 통합교육 형태로 지원, 전체 유아 및 학부모 대상 

초‧중등
일반 교과수업에 다문화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요소를 반영하고, 프로젝트 수업 형태로 

지속성 있게 다문화교육 실시

한국어학급 중도입국·외국인 학생 다수 재학 학교에 설치하여 맞춤형 한국어교육 제공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반영

사업명 유 초 중 고 특수

다문화교육 계획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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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다  유아교육

2-다-1.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유아특수교육과/유아교육]

 ∘ 유아의 심신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위한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 놀이와 쉼이 있는 방과후과정 운영으로 유아의 행복감 증진

가.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1) 「광주광역시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보급

  2) 미래형 유치원 시범 운영 (공립 1원, 사립 1원, 원당 20,000천원)

  3)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 유아·놀이 중심 교육 확산을 위한 대학생 예비교사‘빛고을놀이샘’운영

   - 유아교육진흥원 실내·외 13개 체험마을 운영

  4) 신학기(3월) 적응을 위한 ‘처음학교 적응 지원’예비교사 봉사활동 추진 

  5) 유아 생존수영교육 운영 지원 (5세 대상, 13원, 원당 2,000천원)

나. 놀이와 쉼이 있는 방과후과정 운영

  1) 유아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한 휴식, 돌봄, 놀이 중심 운영

  2) 특성화 교육활동 운영 지침 준수 관리 (유아 1인당 1일 1개의 프로그램)

  3) 돌봄 유치원 지원 (아침 돌봄 4원, 저녁 돌봄 3원)

  4) 방과후 놀이유치원 운영 (40원, 원당 2,500천원)

  5) 방과후과정 운영비 지원 (286원)

  6) 공립유치원 연중 19:00까지 운영을 위한 방학 중 ‘놀이강사’ 지원

다. 유치원 교원 역량 강화

  1) 맞춤형 직무연수 (11과정), 특수분야 직무연수 (3과정), 위탁연수 (6과정)

  2) 전문적학습공동체, 교원수업나눔 동아리 (20팀, 팀당 1,000천원)

  3) 민주적인 유치원 문화 조성 컨설팅 (단설유치원, 연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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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방과후과정 담당자 연수 

  5) 유치원 교원연구 실천대회 운영 

  6)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라. 신규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학부모 교육

  1) 「우리아이, 놀이친구!」교육 이수제 

    ※ 우리아이, 놀이친구!: 유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개

선 및 가정에서 자녀의 놀이 친구로서 역할에 대한 교육 등 8시간 이상 교육 이수 시 

이수증 발급

  2) 학부모 놀이 실천 활동 자료집 보급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반영

사업명 유 초 중 고 특수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계획 ○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계획 ○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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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다-2. 유아교육의 공교육 기회 확대

[유아특수교육과/유아교육, 행정예산과/학교설립2]

 ∘ 공교육 기반 강화를 통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 환경 조성

 ∘ 유아의 안전한 통학 편의 지원으로 공립 유치원 활성화 도모

가. 유아교육 국가 책임 확대 

  1) 공립 유치원 신설 (불로초병설 4학급, 용산초병설, 3학급)

  2) 공립 유치원 증설 (광주남초병설 1학급, 장산초병설 1학급, 산정초병설 1학급, 

계림초병설 1학급, 수문초병설 1학급)

  3) 연령별 학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유치원 교육 환경 개선 (3학급 이상 운영)

  4) 공영형 사립 유치원 운영 (1원, 3학급)

나. 유치원입학시스템‘처음학교로’ 운영

  1) 공정성, 투명성, 편의성 확보를 위한 유아 모집 (전체 유치원)

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공립 유치원 입학 기회 확대

  1) 특수교육 대상자 및 법정 저소득 자녀 우선 모집 (모집인원 내 100% 선발)

  2) 국가 보훈 대상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자녀 우선 모집

라. 안전한 유치원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1)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학부모안심유치원 운영 (9원)

  2) 공립 유치원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 (17원, 대당 46,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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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다-3.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 

[유아특수교육과/유아특수운영, 행정예산과/예산2]

 ∘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사립유치원 교육 여건 개선 및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재정 지원

가. 유아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

  1) 유아 학비 지원: 만3~5세
                                                                  (단위: 천원)

  

유치원 
어린이집

공립 사립

교육 과정 방과후 과정 교육 과정 방과후 과정 보육료 방과후 과정
80 50 260 70 260 70

  2) 사립 유치원 저소득층 유아 학비 지원 (교육과정비 100천원 이내 추가 지원)

나. 사립 유치원 교육력 제고를 위한 재정 지원

  1) 사립 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 (급당 월 450천원 기준, 정책참여도에 따라 차등 지원)

  2) 사립 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1인당 최대 월 710천원)

  3) 사립 유치원 출산 대체 기간제 교원 인건비 지원 (일 71천원×90일)

다. 사립 유치원 회계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

  1) 사립 유치원 회계 예·결산지침 수립 및 관리

  2) 사립 유치원 회계 운영 실태 점검 및 현장 컨설팅, 역량 강화 지원

  3) 사립 유치원 K-에듀파인 지원센터 운영

라. 사립 유치원 관련 업무 효율화

  1)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도·점검 실효성 확보

  2) 본청-교육지원청 간 유기적인 업무 체제 구축 

  3) 사립 유치원 교원 임용 후 7일 이내 임면 보고 (해당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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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라  특수교육

2-라-1.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및 여건 개선

[유아특수교육과/특수교육, 유아특수운영]

 ∘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특수교육 여건 개선 다양화

가.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1) 「광주광역시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및 보급

  2) 광주 특수교육 운영 계획 설명회 (2월)

  3)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학기별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점검

  4)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컨설팅 (5교)

  5)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역량 강화 직무 연수 (3회), 성과 발표회 (12월)

  6) 신규  특수학교 초등학생 수영 실기교육 운영 지원 (5교)

나.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1)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대학생 자원봉사제 운영

  2) 통합교육 동아리 운영 지원 (12교, 교당 1,000천원)

  3) 특수교육실무사,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등 지원

   - 특수교육 보조인력 대상 연수 (보조인력 배치교, 월 1회 이상)

  4) 특수교육 실태조사 및 노후화 특수학교(급) 환경 개선

  5) 특수학교 돌봄교실 및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 (5교, 13학급)

  6) 특수학교 영아학급 운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무상·의무교육 홍보

다. 특수교육 전문성 신장 및 지원

  1) 특수교육 실천사례연구 발표대회 (특수교사 및 일반교사, 3~12월)

  2)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단 운영 (연중)

   - 개별화교육계획, 통합교육, 특수학급 경영 컨설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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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규 및 저경력 특수교사 멘토·멘티제 운영 (연중)

라.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강화 및 방학학교 운영 지원

  1) 광주 장애학생 e페스티벌(6월) 개최 및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9월) 참가

  2) 장애학생 방학학교 운영 기관 공모 및 운영 (4기관 내외)

마. 장애인 교원 편의 지원

  1) 중증 장애인 교원 직무수행 근로지원인 수요 조사 및 지원

  2) 장애인 교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 수요 조사 및 지원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반영

사업명 유 초 중 고 특수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개별화교육계획 ○ ○ ○ ○ ○
특수교육 보조인력 역량 강화 연수 계획 ○ ○ ○ ○ ○

학교회계 예산 편성 필수 및 권장 사업

구분 사업명 예산 편성 권장액 비고

권장 특수교육 운영비 학교 표준 교육비의 1% 내외



- 54 -

2-라-2. 광주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유아특수교육과/광주특수교육지원센터]

 ∘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 및 학생·학부모가 만족하는 특수교육 지원 체제 강화

 ∘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및 지역 사회 연계 협력 강화를 통한 사회 참여 기회 확대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팀 구성 및 운영

  2) 시각 및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3) 진단·중재 연계 지원: 장애유형별 컨설팅, 보조공학기기 지원, 환경 재구성 등 

  4)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진로·직업·전환교육, 문화·예술교육,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등

  5) 특수학급 설치교 및 미설치교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6) 특수교육대상자 문제행동 중재 및 지원 등 행동지원 전문가단 운영

나. 특수학교(급) 진로·직업교육 지원

  1)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 및 운영 (5교)

  2)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및 학습 중심 진로·직업교육 강화

  3) 특수학교 학교기업 (광주선광학교),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광주전자공고)

  4)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 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지원

   - 특수교육 진로체험축전 개최 (1회)

   -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 지원 (1기관)

   - 광주발달장애인훈련센터 연계 진로·직업교육 지원

  5)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다.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내실화

  1) 일반 학생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장애예방교육 포함, 연 2회 이상)

  2) 교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연 1회 이상 집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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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특수교육대상자 성교육 (학기별 1회 이상), 인권보호 교육 (연 2회 이상)

  4)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운영

라.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1)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 통학비 지원 (시내버스 요금 기준, 학생 및 동행 보호자 1인)

   -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강좌당 550천원, 개별 지원 월 100천원 범위 내 실비)

   - 치료비지원: 튼튼e카드 (월 12만원 범위 내 실비)

  2) 건강장애학생 교육 지원

   - 병원학교 위탁교육 (학마을병원학교, 여미사랑병원학교, 느티나무병원학교)

   - 원격수업 위탁교육 (한국교육개발원, 꿈사랑학교)

   - 건강장애학생 학교 복귀 프로그램(학습 멘토링) 운영

마. 특수교육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 

  1) 특수교육 교원 및 통합학급 담당 교원 역량 강화 연수 (8회)

  2) 통합학교 교(원)장 특수교육 역량 강화 연수 (1회)

  3) 특수교육 보조인력 역량 강화 연수 및 부모 교육 운영

  4) 국립특수교육원 원격 연수 (교원, 특수교육 보조인력, 학부모 등)

  5) 지구별 특수교육 협의체 운영 지원 (14권역)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반영

사업명 유 초 중 고 특수

장애인식개선교육(장애예방교육 포함) 운영 계획 ○ ○ ○ ○ ○
학교회계 예산 편성 필수 및 권장 사업

구분 사업명 예산 편성 권장액 비고

권장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비 학생: 1학급 기준 50천원 이상
교직원: 110천원 × 초청 강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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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중요한 목표는 자아실현이다. 

자신의 능력, 흥미, 적성을 고려하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포함한 

전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이 필요하다.

가정과 학교가 연계될 때

교육 활동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으므로 

학교는 교육주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주요 시책  3

꿈과 적성을 키워가는 진로교육 추진

3-가.� 진로ㆍ진학ㆍ직업교육�

3-나.� 과학ㆍ영재ㆍ정보교육

3-다.� 외국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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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  진로·진학·직업교육 

3-가-1.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중등교육과/고교학점제, 교육연구정보원/진로교육부]

 ∘ 학교 진로교육 기반 조성을 통한 공교육 신뢰성 및 책무성 제고

 ∘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가. 진로교육 기반 구축  

  1) 학교 진로교육 목표가 반영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권장

  2)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체제 구축 

나.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1)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컨설팅 

  2) 초·중등 진로전담교사 배치 및 운영 (전체 학교)

  3) 학교 진로활동실 구축 (중·고·특수학교 5교, 교당 20,000천원)   

  4) 맞춤형 진로상담실 운영

   - 진로상담지원단 구성 (주 3회, 회당 2명 상담) 

   - 원격 상담 신청, 학생 및 학부모-상담위원 1:1 매칭 대면 상담  

  5) 중등 진로지원단 운영 (1팀, 15,000천원)

   - 고등학교 진로전담교사 역량 강화 연수 운영

   - 학생 맞춤형 진로 선택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 캠프 운영 (고1) 

  6) 진로연계 과목 선택을 위한 학과 안내서 개정판 개발 및 보급 (1종)

다. 진로체험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1) 진로체험 지원 전산망 ‘꿈길’ 관리 및 유관기관 진로체험 교육활동 지원 

  2) 진로체험 지원센터 운영 (자치구 연계 1개소, 민간위탁 거점형 2개소) 

  3)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 운영

   - 자치구 진로체험 활동 기관 지원 (3기관) 

   -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체험캠프 운영 (초 15교, 연 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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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동 운영 지원 (20,000천원)  

   - 지역특화 진로체험 활동 운영 (2기관, 각 30,000천원)

   - 교육청 산하기관 진로체험 활동 운영 (10개 기관, 20개 프로그램)

  4) 지역사회 창업체험교육 활성화 지원

   - 지역 창업체험센터 운영 (2개소, 각 37,500천원) 

   - 창업체험교육 거점학교 운영 (1교, 10,000천원)

   - 창업체험교육 지원단 조직 및 운영

  5) 진로체험지원단 조직 및 운영

  6) 원격영상진로멘토링 운영 (153,000천원)

   - 초·중·고·특수학교, 비대면 진로멘토링 제공

라. 진로교육 역량 강화

  1) 중등 진로전담교사 대상 진로교육 기본계획 설명회 (2월, 1회) 

  2) 교사 진로교육 연구 동아리 운영 (4팀, 각 2,500천원)

  3) 진로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운영 (3~11월)

  4) 광주진로교육협의회 개최 (12월, 1회)  

  5)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연수 (연 6회) 

  6) 중학교 진로전담교사 연수 (연 5회), 초·중등 일반교사 연수 (7~8월, 각 1회)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반영

사업명 유 초 중 고 특수

학생중심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 ○ ○ ○
학교회계 예산 편성 필수 및 권장 사업

구분 사업명 예산 편성 권장액 비고

권장 진로심리(적성)검사 5천원×학생 수
권장 진로(직업)체험 활동 15천원×학생 수
권장 진로캠프 20천원×학생 수
권장 진로탐색(체험)의 날 운영 70천원×초청강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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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2. 체계적인 진학교육

[중등교육과/진학]

 ∘ 체계적인 진학교육을 통한 진학 설계 능력 신장 및 진학지도 교육력 강화

 ∘ 입시제도 변화에 따른 맞춤형 진학자료 개발 및 진학지원 컨설팅 활성화

가. 학생 맞춤형 체계적인 진학교육 내실화  

  1) 단위 학교 중심의 3개년 대입 진학 종합 계획 수립

  2) 수시와 정시의 균형 있는 진학 지원 

나. 광주 진로·진학정보센터 운영 

  1) 진로진학정보센터 누리집(http://jinhak.gen.go.kr) 운영

  2) 시의성 있는 진학지도 자료집 ‘빛고을 대로’ 개발·보급 (4~12월, 연 10종)

  3) 대입 결과 분석 진학 상담 프로그램‘빛고을 올리고’ 보급 (3월, 1회)

  4) 입시설명회 연계 대면/비대면 입학사정관 좌담회 운영 (4~8월, 연 10회)

  5) 광주진로진학지원단 운영 (6팀, 고교 방문 진학 지원)

  6) 학교생활기록부 실무지원단 운영 (연 2회, 현장점검, 중·고 각 1회)

다. 다양한 대입 지원 프로그램 운영

  1) 빛고을 대입 지원관제 운영

   - 고교 진학지도 역량 강화 대면/비대면 연수 (2~12월, 연 10회)

   - 학생 맞춤형 대면/비대면 진학 상담 (상시, 수시·정시 집중 상담)

   - 대교협, 전문대교협, 학교밖청소년센터 연계 대입 지원 연수 (연중)

  2) 빛고을 플랫폼 운영

   - 고교 맞춤형 대입 지원 컨설팅: 학교 방문형, 주제 강좌형

   - 대학 입시 전문가 그룹 고교 방문 컨설팅 및 주제별 강좌

   - 교사·학생·학부모 대상 연수,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 지원

  3) 빛고을 꿈트리 운영

   - 상시 실시간 진로진학 상담 밴드 운영 (연중)

   - 진학 전문 상담 지원단 운영 (교사 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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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광주진로진학박람회 운영

   - 고교-대학 연계 진학지원 자료 (120개 대학), 대면/비대면 병행 박람회 추진

   - 진학 상담, 입시설명회, 모의면접, 자기소개서 작성법, 입학사정관 컨설팅 등

  5) 일반고 맞춤형 진학 지원 

   - 대학 연계 ‘꿈꾸는 공작소’ 운영 (5~6월 40개, 10~11월 40개)

   - 고교-지자체/공공기관 연계 ‘드림러너’연중 운영 (연 15개)

  6) 일반고 기숙사 운영 관리

   - 기숙사 교육활동지원센터 전환 사업 추진

   - 기숙사 운영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입사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

라. 고교 전국연합학력평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1) 2021학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 실시

   - 고 3학년: 연 4회 (3월, 4월, 7월, 10월) / 고 1 · 2학년: 연 3회 (6월, 9월, 11월) 

  2)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수능 모의평가 실시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실시: 2회 (6월, 9월)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2021. 11. 18.(목)

마. 고등학교 입학 관리

  1) 2022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계획 수립

   - 2022학년도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요강 공고 (8월)

  2) 2022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운영

  3) 2022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대면/비대면 설명회 운영 

   - 입학 전형 자료개발·보급 (2종), 교사·학부모 설명회 (4월, 10월)

   - 전기 특성화고 원서접수 (11월), 후기 일반고 원서접수 (12월)

  4) 2021학년도 전･편입학 제도 운영 

   - 전·편입학 (연중), 진로 변경 전입학제 (학기말, 2회)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반영

사업명 유 초 중 고 특수

진학교육 활성화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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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3. 직업교육 내실화

[중등교육과/직업교육]

 ∘ 직업계고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학점제 안정적 도입･운영 기반 마련

 ∘ 미래교육 대비 직업교육 체제 구축, 고도화 지원 등 직업계고 교육 역량 강화 지원

가. NCS 기반 교육과정 내실화   

  1)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13교, 1,475,500천원)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산업 현장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

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

  2) 신규  미래교육 대비 인공지능(AI) 분야 선도학교 운영 (1교, 50,000천원)

  3) 신규  직업계고 원격수업 지원 

   - 비대면 교육과정 연계 원격수업 학습자료 개발·보급 (학과별 1개 과목 이상) 

   - 원격수업 학습자료 공유 플랫폼 구축

   - 교육기술(Edu-Tech) 활용 원격수업 환경 구축 (10교, 교당 15,000천원)

나.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

  1) 직업계고 혁신 지원 사업 운영 (6교, 교당 200,000천원) 

  2) 미래 산업수요 대비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지원 (5교, 1,870,000천원)

  3)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2교, 1,764,378천원)

  4) 전국 및 지방 기능경기대회 (9교), 상업경진대회 (3교), 영농학생축제 (1교)

  5) 창업교육 활성화 지원 

   - 발명·특허 특성화고 (1교), 학교기업 지원 (2교), 특성화고교생 사장되기 창업대회 

(13교), 창업교육 교사 연구회 (1팀)

  6) 신규  직업계고 고입 다문화 특별전형 운영 지원 (2교, 교당 100,000천원)

다. 직업계고 교원 역량 강화

  1) NCS 기반 교육과정 학교 지원단 운영 및 컨설팅 지원 (13교, 26명, 2회)

  2) 신규  직업기초능력 신장 보통교과 교과 연구회 운영 (13교, 교당 1팀, 2,000천원)

  3) 과제(주제) 중심 융합교육과정 개발 교과 연구회 운영 (13교, 교당 1~3팀, 팀당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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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4) 직업계고 교수·학습 연구대회 운영 (13교, 8월~10월) 

  5) NCS 기반 교육과정 및 학점제 이해 연수 (13교, 200명)

  6) 미래교육 준비 신기술 및 원격교육 연수 지원 (13교, 100명)

  7) 노동인권 감수성 제고 및 취업역량 강화 연수 (13교, 50명)

  8) 직업계고 NCS 기반 교수·학습 핵심리더 연수 (13교, 15명 내외)

라. 직업교육 고도화 지원

  1) 신산업 분야 맞춤형 공동실습소 운영

   - 신산업 분야 직무교육 (6개 과정), 학점제 공동 교육과정 (고시 외 과목 신설)

   - 신산업 분야 교원 직무연수 (2개 과정), 중학생 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 (2개 과정)

  2)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지원 (1교, 120,000천원)

  3) 일반고(자율고) 직업과정 위탁교육 운영

   -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교육기관 담당자 등 대상 연수 및 설명회 (2회)

   - 직업과정 위탁교육기관 현장 점검 (학기별 1회)

마. 직업계고 실험·실습 교육 여건 개선 및 안전한 실습 환경 구축

  1) NCS 기반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및 교체 지원 (11교, 1,010,000천원)

  2) NCS 기반 선진화 실습실 구축 지원 (6교, 교당 60,000천원)

  3) 실험·실습실 안전장비 구입 지원 (8교, 320,000천원)

  4) 실험·실습실 유해 환경 개선 (8교, 680,000천원), 실태조사 (연 1회)

  5) 신규  실험·실습실 수업 참여 학생 및 담당 교사 대상 특수건강진단 (9교, 

330,750천원)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반영

사업명 유 초 중 고 특수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계획 ○
학교회계 예산 편성 필수 및 권장 사업

구분 사업명 예산 편성 권장액 비고

권장 직업계고 실험･실습비 공업계열: 학교표준운영비의 15% 이상 권장
농업･상업계열: 학교표준운영비의 5% 이상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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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4. 현장중심 직업교육 강화

[중등교육과/직업교육]

 ∘ 산업 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직업 세계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직업인 육성

 ∘ 산학 협력 체제 및 고졸 취업 활성화 생태 환경 구축을 통한 취업 역량 강화

가. 직업계고 현장중심 교육 강화   

  1)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지원 (3교, 633,000천원)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중등 직업교육의 현장성 제고를 위해 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배우는 독일, 스위스의 도제교육을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한 교육제도

  2) 교육과정 연계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지원 (13교, 386,000천원)

  3) 특성화고-기업-(전문)대학 연계 선취업 후학습 프로그램 운영

나.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강화 

  1) 광주형 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 지원 사업 (5교, 800,000천원)

    ※ 광주형 일자리: ‘노사상생형 일자리창출 모델’로 지역 사회의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

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노사관계와 산업혁신을 통해 사회 통합형 일자리를 창출함

으로써 좋은 공동체를 만들려는 지역 혁신 운동

  2) 특성화고 맞춤형 직무 능력 제고 및 취업 지원비 지원 (13교, 261,000천원)

  3)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지원 (5교, 886,600천원)

다. 취업 역량 강화 지원

  1) 취업 전 직장 적응 교육 프로그램 운영 (13교, 3학년, 19,570천원) 

  2) NCS 직무 능력 제고 프로그램 운영

   - NCS 기반 공공기관 직무 능력 제고 교육 

   - 상반기 3학년 80명, 11,000천원 / 하반기 2학년 80명, 10,060천원

  3) 공개채용 기업 면접 대비 교육 (13교, 8,946천원)

  4) 노동 인권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통한 현장실습 내실화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13교, 3학년), 산업안전보건 교육 (13교, 2학년)

  5)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지원 

   - 직업계고 및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교육 참여 학생 (3학년, 1인당 4,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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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안전한 취업 생태 환경 구축

  1) 광주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운영

   - 취업 포털 누리집‘하이파이브’(http://jpl.gen.go.kr) 운영

   -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위원회 운영 (내․외부 위원 35명)

   - 취업률 제고를 위한 취업(현장실습 포함)지원 자문단 운영 (7회, 3,500천원) 

   - 현장실습 선도기업 지정 및 지도․점검 실시 (상시)

   - 학습중심 현장실습 연구회 지원 (2팀, 7,000천원)

   - 직업계고 고졸취업 관련 전문 역량을 갖춘 취업 지원관 지원

  2) 지자체와 교육청 주도형 취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협력 체제 구축

   - 광주 직업계고 취업지원 협의체 운영 (11명)

  3) 현장 실습생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한 학교별 자문 노무사 위촉 (13교)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반영

사업명 유 초 중 고 특수

특성화고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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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나  과학·영재·정보교육

3-나-1. 창의융합형 과학·수학교육

[체육예술융합교육과/융합교육, 창의융합교육원/수리과학부]

 ∘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탐구·참여 중심의 첨단 과학·수학교육 환경 구축

 ∘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융합인재교육 구현

가. 미래교육을 위한 과학교육 활성화

  1) 미래교육을 위한 과학교육 환경 조성

   - 과학 교구 및 실험·실습비 편성 운영 (학교 표준 운영비 3% 이상) 

   - 첨단 과학 기술 활용 과학 교구 지원 (전체 중학교, 교당 5,000천원)

  2) 미래교육을 위한 과학실 환경 구축

   - 창의융합형 과학실 구축 (초 21교, 중 12교, 고 2교, 교당 40,000천원)

   - 신규  지능형 과학탐구 키움터 운영 지원 (2교, 교당 10,000천원)

  3) 과학교원 전문성 향상 및 교육활동 지원

   - 과학실험 및 과학체험 수업역량 강화 직무연수 (15개 과정)

   - 생물학습자료지원센터 운영: 생물 학습 자료 보급(150교), 전자 현미경 촬영 지원(30회)

   - 창의융합과학교육 연구발표대회 (11월)

  4) 다양한 과학교육 활동

   - 과학탐구교실 (초·중·고 7개 과정), 과학 배움-나눔 교실 운영 (20시간 내외)

   - 과학교육체험관 (5개 영역, 10개 프로그램), 천문교육체험관 운영 (3개 주제)

   - 과학전람회,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청소년과학탐구대회, 학생과학탐구올림픽대회 개최

  5) 과학중점학교 운영 지원 (보문고, 상무고, 조대여고, 풍암고)

  6) 과학기술인재장학생 선정, 장학금 지원 (일반계 학생 10명 내외, 500천원/명)

나. 과학실 안전 환경 구축 및 지원

  1) 과학실 안전 시범학교 운영 (14교, 교당 8,000천원)

  2) 과학실 현장 안전점검 실시(초·중·고 100교) 및 유해화학약품 일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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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탐구·활동 중심 수학교육 활성화

  1) 광주수학체험센터 운영

   - 주중·주말 개인 및 단체 학생체험 프로그램 운영 

   - 학교 밖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학 소프트웨어, 고등학교 수학 탐구교실)

   - 수학 학습 상담·진단·처방·부진 해소를 위한 코칭센터 운영

  2) 인공지능 활용 초등 수학수업 지원시스템 활용 지원

   - 수학학습 결손방지 및 학습격차 완화를 위한 수업자료 개발·보급 (교사용 2종)

  3) 인공지능 활용 초등 수학수업 지원시스템 정책연구학교 (초 2교, 교당 10,000천원)

  4) 실용 통계교육 시범학교 운영 (초 1교, 중 5교, 고 3교, 교당 5,000천원)

  5) 학생 수학동아리 지원 (초 5교, 중 10교, 고 10교, 교당 1,500천원)

  6) 수학교원 전문성 향상 연수 (수학 학습코칭 기초 및 일반과정 등 42개 과정)

  7) 수학 말하기 대회 및 수학 통계 활용 대회 개최 (10월, 11월)

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융합교육 활성화

  1)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 구축

   - 상상 실현 메이커 교실 운영 (전체 고등학교, 교당 5,000천원)

   - 무한상상실 운영 (초 2교, 중 8교, 고 5교, 교당 10,000천원)

   - 발명교육센터 운영 (1기관, 4교, 교당 14,000천원)

  2) 융합교육 활성화를 통한 수업 혁신

   - 융합교육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메이커교육 직무연수 (5개 과정)

   - 창의융합 과학교실 운영 (30교, 교당 1,500천원)

   - STEAM 선도학교 지원 (계속학교 15교, 신규학교 1교, 교당 10,000천원)

   - 도전창의력한마당대회(10월), 창의력챔피언대회(4~6월) 개최

  3) 창의융합축전: 광주수학축전, 광주과학문화축전 및 메이커 페어 운영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반영
사업명 유 초 중 고 특수

과학교육계획 ○ ○ ○ ○
학교회계 예산 편성 필수 및 권장 사업

구분 사업명 예산 편성 권장액 비고

필수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과학교구 확보 학교표준운영비의 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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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나-2. 영재교육

[체육예술융합교육과/융합교육, 창의융합교육원/수리과학부]

 ∘ 학생의 잠재적 역량 조기 발굴·육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 다양한 분야의 영재 교육과정 개발 및 교원 연수를 통한 영재교육 역량 강화

가. 영재교육기관 운영 지원

  1) 과학영재학교 운영 (광주과학영재고, 289명)

   - 과학영재학교 운영 성과 분석 및 환류 (분기별 1회, 연 4회)

   - 신규  영재학교 입학전형 개선안 현장 안착 지원 (100,000천원)

    ※ 영재학교 입학전형 개선: 영재학교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학생 선발 및 사교육 유발 최

소화를 위한 입학전형의 전반적 개선

  2) 영재교육원 운영 (5기관, 93학급, 1,732명)

  3) 키움영재학급 운영 (초 8교, 중 3교, 고 14교)

    ※ 키움영재학급: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영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의 특색에 맞는 

영재교육 실현을 위해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영재학급

나. 영재교육 역량 강화 및 운영 내실화 지원

  1) 신규  재능계발 영재교육 선도학교 운영 (1교, 10,000천원)

  2) 영재교육 직무연수 (기초·심화과정, 전문과정 등)

  3) 역량중심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4) 영재교육 성과 보고회 (12월)

  5) 영재교육기관 평가 (3년 주기, 자체/방문 평가)

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1) 영재교육 대상자 교사 관찰 추천 선발

  2) 사회 통합전형자 선발 (모집 정원 10% 범위 내 우선 선발)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반영

사업명 유 초 중 고 특수

영재교육 대상자 교사 관찰 추천 선발 계획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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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나-3. 정보교육

[체육예술융합교육과/융합교육, 교육연구정보원/연구정보부,총무부]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정보교육 및 SW·AI교육 활성화 지원

 ∘ 청소년의 건전한 스마트기기 사용 습관 형성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 강화

가.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 초등학교 실과, 중학교 정보, 고등학교 정보(선택)과목에 SW·AI교육 실시

  2) 창의적체험활동, 교과 연계 SW·AI교육 실시

  3) 학교 간 협력 교육과정 및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을 통한 SW·AI교육 실시

  4) 고등학교 SW·AI교육 관련 인정교과서 활용

나.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교육 활성화 지원 

  1) 신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운영 지원 

   -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운영 (초·중 28교)

   - 학생용 태블릿 PC 보급 (교당 160대 이상, 교당 72,000천원)

  2) 학생 참여 중심 SW·AI교육 활동 지원

   - SW·AI교육의 날 운영 (10월 10일, 학교별 SW·AI교육 체험 행사 등)

   - 광주SW·AI체험 축전 (10월, SW·AI교육 체험 마당, 전시 등)

   - 광주SW교육지원센터 운영 (초·중등 학급, SW·AI교육 프로그램 320회)

   - 일반고 학생 대상 SW·AI교실 운영 (일반고 10교)

   - 학부모와 함께하는 SW·AI캠프 운영 (학생·학부모 40명, 7월, 12월)

   - 학생 미니 해커톤 운영 (초·중등 학생 70명, 7~8월)

  3)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교육 교원 역량 강화

   - SW·AI교육 초·중등 교원 일반 연수 (300명)

   - 학생 맞춤형 SW·AI교육 연수지원 (초 10교, 중 2교, 고 2교)

   - SW·AI교육 학교 관리자 연수 (2회), 원격수업 교원 역량 강화 연수 (4회)

   - SW·AI교육 동아리 운영 (초·중·고·특수 교사, 10팀)

  4) 교육정보화연구대회 운영

다.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교육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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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W교육 피지컬컴퓨팅 교구 구입 (표준운영비, 교당 1,000천원~2,000천원)

  2) SW교육 활성화 여건 조성

   - 증설 학급용 정보화 기기 보급 (학급당 3,000천원)

   - 각급 학교 노후 정보화 기기 교체 지원 (유·초·중·고·특수 2,967,000천원)

   - 미래형 소프트웨어교실 구축 지원 (12교, 교당 50,000천원)

  3) AI교육 기반 마련

   - 교육대학원 연계 AI융합교육 석사과정 지원 (초·중·고 교원 및 교육전문직 72명)

   - AI융합교육 중심고등학교 (서강고)

   - 신규  AI교육 선도학교 운영 (초·중·고 16교, 미래형 SW교실 연계 운영)

   - 신규  광주AI교육센터 설립 추진 (2024년 3월 개원 예정)

라.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 

  1) 단위 학교별 교육과정 연계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

   - 교육과정 연계 정보화 역기능 예방 교육 실시 (반기별 1회 이상, 유치원 연 1회 이상)

   - 학부모 대상 정보화 역기능 예방 교육 실시

  2) 정보화 역기능 예방 교육 담당자 연수 (4월)

  3)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실시 (초 4교, 중 1교, 고 1교, 3~4월) 

  4) 미디어 휴(休) 캠프 (초등 80명, 중등 80명, 2회)

  5) 학교로 찾아가는 정보화 역기능 예방 교육 지원 (초·중·고, 1,800회)  

마.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

  1) 탄자니아 교원초청 교육정보화 연수 실시 (20명, 8~9월)

  2) 탄자니아 교육정보화 물품 구입 지원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반영

사업명 유 초 중 고 특수

정보화 역기능 예방 교육 계획 ○ ○ ○ ○ ○
학교회계 예산 편성 필수 및 권장 사업

구분 사업명 예산 편성 권장액 비고

필수 SW교육 피지컬컴퓨팅 교구 구입 초6 (5학급 이하) 교당 1,000천원
초6 (6학급 이상) 교당 2,000천원

권장 SW·AI교육 학생동아리 운영 지원 일반고, 학교 실정에 따라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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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다  외국어교육 

3-다-1. 의사소통중심 외국어교육

[초·중등교육과/초·중등교육과정, 창의융합교육원/국제교육부]

 ∘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한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영어 의사소통능력 신장

 ∘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외국어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개선 지원

가. 체험중심의 초등 영어교육

  1) 초등 영어 놀이터 운영 지원 (4교, 교당 10,000천원)

  2) 초등 농촌 소규모학교 영어캠프 (11교, 교당 2,000천원)

  3) 시청 지원 방학 중 영어캠프 (거점센터 4교, 교당 8,750천원)

  4) 신규  초등 3~6학년 대상 인공지능(AI) 활용 영어 말하기 연습 시스템 운영

   - EBS 영어교육방송 연계 주제별 자유 대화 연습

   - 정규 영어수업 중 말하기 활동, 학교 방과후 자기주도 학습용 등으로 활용    

나.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위한 중등 외국어교육

  1) 중등 영어 듣기능력 평가 (중1~고3, 4월, 9월)

  2) 자기 주도적 활동 과정 운영

   - 학생 자율 영어 동아리 운영 (중·고 10팀, 교당 1,000천원)

   - 여름 방학 중국어 캠프 동아리 지원 (중·고 2교, 교당 1,500천원)

   - 중국어 원어민 대학생 멘토링 운영 (멘토 20명, 학생 80명)

   - 중국어 기초 회화반 운영 (중·고 100명)

다. 초·중등 영어교육 활성화 지원

  1) 초·중등 원어민 화상콜센터 운영  

   - 정규수업 (초·중·고 15교 내외), 방과후 수업 (초 3~초 6), 일대일 수업 (초 3~중 3)

   - 방학 중 영어캠프 (초 5~초 6) 

   -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원격화상 수업 장비 지원

  2) 초등 거점영어체험센터 운영(광주서석초, 오정초, 광주광천초, 첨단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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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어체험 활동: 초 5학년, 학기 중 1~2일 운영

   - 방과후 활동: 초 1~6학년, 학년군별 5~6학급, 총 15~18학급 운영 

  3) 중등 영어체험센터 운영

   - 중학생 대상 찾아가는 영어캠프 (자유학년제, 동아리 연계, 1회당 2~3차시)

   - 고등학생 대상 방학 중 영어캠프 (고1 대상, 20시간, 3개 주제)

라. 초·중등 원어민 보조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    

  1)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원어민 80명 내외, 1인 2교 배치)

  2) 초·중등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 (60교 내외, 1인 1~2교) 

  3) 중등 제2외국어 원어민 강사 지원(고 20교,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지원) 

  4)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강화 

   - 직무연수 (학기별, 2회), 워크숍 (11월), In-Service (1~2월, 4회)   

   - 교육 활동 전념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 지원 (원어민 주거 계약 및 관리)

마. 외국어교사 역량 강화

  1) 외국어교사 단기 연수 과정

   - 맞춤형 원격연수 (초·중등 550명), 방학 중 직무연수 (초·중등 185명)

   -  신규  영어과 현장 맞춤형 직무연수 (중등 200명) 

   - 초등 영어교사 단기연수 (초등 20명)

  2) 외국어교사 심화 연수 과정 

   - 광주형 영어교사 심화 연수 (초·중등 40명, 학기 중 15주, 방학 중 2주, 추수연수)

  3) 영어교육 우수 실천 사례 연구대회 및 영어교육 유공자 표창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반영
사업명 유 초 중 고 특수

외국어 교육 운영 계획 ○ ○ ○
학교회계 예산 편성 필수 및 권장 사업

구분 사업명 예산 편성 권장액 비고

권장 원어민 활용 초·중학교 방학 중 영어체험캠프 운영비 50만원 이상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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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다-2. 국제교류 활동 지원

[초·중등교육과/초·중등교육과정, 창의융합교육원/국제교육부] 

 ∘ 다양한 국제 문화·교육 교류 체험을 통한 학생의 국제적 안목 함양 

 ∘ 교사의 국제교류 활동을 통한 외국어 및 역사·문화 교육 역량 강화

가.  학생 국제교류 활동 지원

  1) 한·중·일 어린이 동화교류대회 참가자 선발 (초 4~6, 남 1명, 여 1명) 

  2) 한·일 교류사업 지원 (중·고등학생 8명) 

  3) 한·일 공동 이공계 학부 유학생 선발 지원 (고 3) 

나. 교원 국제교류 활동 지원 

  1) 한·일 학술 문화 및 청소년 교류 방일 교원연수 (초등 1명, 중등 1명)

  2) 프랑스 몽펠리에 교육청 소속 교원과 상호 방문 교류 (중등, 10명 내외) 

  3) 역사와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 교육 발전 도모 

다. 유네스코 학교 및 문화교실(CCAP) 지원

  1)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 지원   

  2)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CCAP) 지원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반영
사업명 유 초 중 고 특수

학생 국제교류 학습 계획(해당 학교) ○ ○



교육은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한다.

특정 계층을 위한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보편적 복지가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교육 양극화, 교육 불평등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교육은 사회적 통합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소수 및 돌봄 계층에 대한 

교육복지의 확대를 통해 

소외됨이 없는 평등한 교육적 가치를 실현시켜 나간다.



주요 시책  4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4-가.� 보편적�교육복지

4-나.� 방과후학교

4-다.� 모두를�위한�책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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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  보편적 교육복지

4-가-1. 친환경 학교급식

[재정복지과/급식·복지, 시민참여담당관/기후환경협력]

 ∘ 친환경 우수 식재료 및 GMO 없는 식재료 사용 확대로 급식의 질 향상

 ∘ 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으로 학생, 학부모의 급식 만족도 제고 

가. 학교 무상급식 실시 

  1)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실시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76,797백만원)

  2) 무상급식 식품비의 70% 지자체 지원

나. 유치원 중식비 및 안전 관리 지원

  1) 공립(135개원) 190일, 사립(152개원) 230일 지원 (12,164백만원) 

  2) 유치원 식품비의 50% 지자체 지원

  3) 신규 유치원 급식 안전 관리 지원 강화

   - 유치원 식단표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의무 공지

   - 급식실 위생·안전 점검

   - 급식 관계자 위생교육 실시 (유치원장, 영양사 등)

다.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1) 친환경 우수 식재료비 지원 (1인당 300원, 11,661백만원)

   - 무농약·유기농 농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우수농산물인증제도(GAP), 식품안전관리

인증 품목(HACCP) 사용 확대

   - 친환경 먹거리를 공급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이용 권장

   - 친환경 우수 식재료비의 35% 지자체 지원 

  2) GMO(유전자변형식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 Non-GMO 식품비 지원 (1식당 100원, 3,887백만원)

   -  국내산 농산물로 가공된 전통 장류 사용 의무화

     (의무) 된장(청국장), 간장, 국간장, 고추장, 콩나물, 두부

     (권장) 물엿(조청), 콩기름(현미유), 옥수수 등

   - Non-GMO 식품비의 35% 지자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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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교급식 안전 관리 강화 

  1)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 의무 공지 (학교급식 식단표) 

  2) 학교 급식실 세척, 살균, 소독 제품 적정 사용  

  3) 노후 급식 시설 현대화 등 급식 환경 개선 (300교, 4,041백만원)

마. 학교 급식 식중독 제로화 지속 추진 

  1)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 실시

   - 정기 점검 (연 2회), 식약청·지자체 연계 합동 점검 (연 1회 이상)

   - 특별 점검 (식중독 발생 가능 시기, 사안 발생 시 수시)

  2) 미생물 검사, 잔류 농약, 방사능, GMO 등 안전성 검사 실시 

  3) 학교 급식 관계자 위생교육 (학교장, 행정실장, 영양교사, 영양사 등)

바. 균형 잡힌 영양 관리 및 식생활 지도 강화

  1) 학교급식 나트륨 및 당류 저감화 실천 (매월)

  2) 학교급식 영양 표시제 실시 (식생활관 게시판,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공개)

  3) 식품 안전 및 영양 식생활 교육 강화 (월 1회 이상) 

  4) 학교 영양 상담 프로그램 운영 (식사 조절 필요 학생 대상)

  5)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교육 강화 (연 1회 이상)

  6) 학교급식 관계자 업무능력 향상 교육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연 1회 이상)

  7) 건강한 녹색 식생활 개선 및 채식 선택 급식 도입 (3교, 교당 50,000천원)

사. 소통하는 열린 학교급식 운영

  1) 전체 학교 식단표 및 급식 제공 사진, 급식비 집행 내역 공개 (학교 누리집)

  2)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및 조치 내역 공개 (연 1회 이상)

  3) 학교급식 운영평가 결과 공개 (연 1회) 

  4) 학교급식정책모니터단, 급식점검모니터단, 학교급식모니터단 운영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반영

사업명 유 초 중 고 특수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 실천 계획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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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2. 교육복지 확대

[시민참여담당관/지역사회협력, 재정복지과/경리, 급식·복지, 체육예술융합교육과/융합교육]

 ∘ 학부모 교육경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교육복지 실현

 ∘ 학교 중심의 통합 지원 체제 구축을 통해 취약 계층의 교육적 성장 지원과 교육 기회 

불평등 해소

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 지원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 지원 확대 (배치형 90교, 협력형 24교)

  2) 신규  교육복지실 구축 지원 (신규 배치형 4교, 교당 20,000천원)

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내실화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설명회

   - 사업 담당자 대상 (114교, 1회)

   - 배치형(신규 5교), 협력형(24교) 전 교직원 대상 (29교, 1회)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컨설팅 (배치형 22교, 협력형 24교, 연 2회 이상)

  3) 교육복지사 협의회 (5권역, 월 1회), 교육복지사 대표자 협의회 (월 1회)

  4) 교육복지부장 협의회 (5권역, 분기별 1회)

  5) 교육복지 연구동아리 운영 (6팀, 9,000천원)

  6) 「끄덕끄덕 학생보호망」 운영 확대 (114교)

   - 배치형 학교(90교): 학교 교육복지사가 지역사회 연계·운영

   - 신규  협력형 학교(24교): 시교육청 교육복지사가 담당학교 운영 지원

    ※ 끄덕끄덕 학생 보호망: 우리 지역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위기 학생을 발굴, 진단, 대

안 제공 및 추수지도 하는 통합 교육성장지원 협력체

다. 교육복지 지원체제 강화

  1) 꿈사다리장학금 지급 (23명)

  2) 교육캠프 운영 (1회, 33,000천원)

  3)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 (학기별 30~40명, 전남대 연계)

  4) 지역아동센터 학습준비물 지원 (306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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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1)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으로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2)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감면 및 지원

  3) 재원 부담 비율: 국가 48.7%, 교육청 47.5%, 지자체 3.8%

   ※ 2021년도 총 소요액: 753억원

마. 국민기초생활수급 가정 자녀 교육급여 지원

  - 교육활동지원비 (초 286천원, 중 376천원, 고 448천원)

바.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 지원

  1)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및 특수

학교 학생

  2) 인터넷 통신비(월 19,250원, 유해차단서비스 이용료포함), PC지원(380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취약계층 학생 밀집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중심의 지역교육복지공동체를 구축하여, 학생의 
삶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학교는『배치형』, 미배치 학교는『협력형』으로 구분함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반영

사업명 유 초 중 고 특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계획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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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3. 광주희망교실

[초등교육과/방과후학교]

 ∘ 불리한 교육 여건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맞춤 지원으로 교육격차 해소

 ∘ 사제동행 밀착형 소통과 공감 기회 확대로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및 교육성취 제고

가. 광주희망교실 운영

  1) 광주희망교실 선정·지원 (6,000교실, 교실당 300~500천원)

   - 교사와 학생 간 멘토활동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진로, 봉사, 생활 지원 등) 

   - 신규  희망교실 지원 대상 확대 (공립 유치원)

  2) 광주희망교실 누리집 (http://gjedufare.gen.go.kr) 운영 

나. 광주희망교실 운영 내실화

  1) 광주희망교실 컨설팅

   - 찾아가는 컨설팅 (신청 학교, 최근 5년간 컨설팅 미실시 학교)

   - 교내 동료 컨설팅 (운영교사 그룹별, 연 1회 이상)

  2) 광주희망교실 길라잡이 제작 배부 (전체 운영교사)

  3) 지역자원 연계 희망스쿨데이 운영 (야구장, 공연장, 전시회 가는 날 등)

다. 기부문화 확산 및 인식 제고

 1) 희망기부가게 구축 및 운영 (400개소 업무협약 체결)

    ※ 희망기부가게: 지역 사회가 참여하는 교육기부사업 일환으로 광주희망교실카드 사

용 시 가격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가게

   - 희망기부가게 발굴 및 홍보를 통한 교육기부 문화 조성

 2) 광주희망교실 우수사례 공모 (10월~11월)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반영

사업명 유 초 중 고 특수

학교 광주희망교실 운영 계획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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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나  방과후학교

4-나-1. 방과후학교 활성화

[초등교육과/방과후학교, 중등교육과/고교학점제,진학]

 ∘ 학생 중심 맞춤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으로 융합형 인재 육성 및 사교육비 경감

 ∘ 방과후학교 완전자율선택제를 통한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

가. 방과후학교 운영 

  1) 학생·학부모 요구 중심의 다양한 방과후학교 과정운영

   - 방과후학교 과정 수요 조사 (연 1회 이상),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연 1회 이상) 

  2) 신규  문화예술 및 역량중심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초·중, 30교 내외)

  3) 농촌소규모학교 방과후학교 과정 운영 지원 (초 12교, 중 3교, 교당 8,000천원)

  4) 저소득층 대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초·중·고)

  5)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제작 보급

  6)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 (외부강사 연구동아리 지원)

  7) 방과후학교 누리집 (http://after.gen.go.kr) 기능 강화로 맞춤형 정보 제공

나. 방과후학교 및 고등학교 자율학습 학생 선택권 보장

  1) 정규 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운영 지침 안내 (1월) 

  2)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따른 방과후학교 운영 점검

  3) 완전자율선택제에 따른 학생 선택권 보장 실태조사 (중·고, 1회) 

   - 선택권 침해 신고 (☏ 1644-1179)

다.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 경감 계획 수립 추진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반영
사업명 유 초 중 고 특수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 ○ ○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계획 ○ ○ ○

학교회계 예산 편성 필수 및 권장 사업
구분 사업명 예산 편성 권장액 비고

필수 농촌소규모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교당 8,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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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나-2. 초등돌봄교실

[초등교육과/방과후학교]

 ∘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이 참여하는 만족도 높은 초등돌봄교실 운영

 ∘ 안정적 돌봄서비스 지원으로 실질적 교육복지 실현 및 사교육비 경감

가. 초등돌봄교실 운영   

  1) 오후돌봄교실 (288실),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9실) 운영

  2) 학교 여건 및 돌봄 참여 학생을 고려한 학교별 돌봄 시간 탄력적 운영

  3)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 급·간식비 지원 (288실, 실당 1,200천원)

  4) 노후 시설 환경개선 및 비품 구입비 지원 (100실, 실당 3,000천원)

  5)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운영 인력 지원 (250명, 1일 60천원)  

나. 내실 있고 안전한 돌봄서비스 지원

  1) 돌봄교실 안전 관리 강화 (귀가, 급식, 간식 제공 안전 수칙 준수)

  2) 돌봄전담사 역량 강화 연수 실시 (연 1회 이상)

  3) 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무상 특기·적성 교육활동 운영 (연중)

다.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1) 지역돌봄기관 연계 협력 강화 

   - 지역돌봄기관 권역별돌봄협의회 운영 지원 (45교, 교당 1,000천원)

   - 지역돌봄기관 연계 운영 지원 (10교, 교당 7,000천원)

  2) 학교 밖 방과후 마을돌봄 운영 민간위탁 공모 (15기관, 기관당 12,000천원)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반영

사업명 유 초 중 고 특수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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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다  모두를 위한 책임 교육

4-다-1. 학업중단 예방 교육

[민주시민교육과/대안교육]

 ∘ 학교생활 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학업중단 예방 교육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지속을 위한 교육 지원

가. 학업중단 예방 지원 

  1) 학업중단 예방 교육활동 과정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 단위학교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학업중단 예방 교직원 연수 실시 (1회)  

   - 학업중단 예방 운영비 편성 (고 필수, 초·중 학교장 판단, 교당 1,000천원)

  2) 학업중단숙려제 전문(상담)기관 운영 (16기관)

   - 내부 전문(상담)기관: 금란교실, Wee센터(동부, 서부, 광산, 초등가정형)

   - 외부 전문(상담)기관: 11기관

  3) 학업중단숙려제 업무담당자 연수 운영 (4회)

  4) 학업중단 예방 교직원 연수 (40명, 8월, 30시간)

나. 학업중단 학생 교육 지원

  1) 학업중단 학생-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보 연계 (월 2회)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활동 운영 지원 (10기관)

  3)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교재 지원 및 자원봉사단 운영 (15기관)

  4) 의무교육 단계 미취학 학생·학업중단 학생 학습 지원 시범 사업 운영 (5기관)

  5)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 관련 협력 사업 추진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반영

사업명 유 초 중 고 특수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 ○ ○
학교회계 예산 편성 필수 및 권장 사업

구분 사업명 예산 편성 권장액 비고

필수(고)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교당 1,000천원 편성
권장(초·중)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교당 1,000천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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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다-2. 대안교육 지원

[민주시민교육과/대안교육, 다문화교육]

 ∘ 대안교육 수요자 학습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대안교육 운영 지원

 ∘ 다양한 학생 맞춤형 대안교육 위탁 기관 운영으로 학업 중단 예방

가.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 학교 내 대안교실: 학교 내 정규 교육과정을 대체하여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대안교육 활동(치유, 공동체 체험, 학습·자기 계발, 진로·직업 개발 등)을 운영하

는 별도의 교실

  1)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초 17교, 중 25교, 고 21교)

  2) 학교 내 업무 담당자 및 관리자 연수 (1회)

  3)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9월)

나. 대안학교(대안교육 특성화학교) 운영

    ※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공교육 제도 내에서 대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학교로 체험

위주 교육 등 다양하고 독특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정규 중·고등학교

  1) 대안학교 월광기독학교 운영 (초 12학급, 216명)

  2)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 운영 (평동중, 6학급, 90명)

  3)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동명고, 12학급, 240명)

다.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 지원

    ※ 대안교육 위탁기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위

탁교육을 담당하는 기관 (교육감 인정 기관)

  1) 광주푸른꿈창작학교 운영

   - 직업교육 중심에서 대안교육 중심으로 전환

   - 일반고 1ž2ž3학년 확대 운영 (15학급, 225명)

  2) Wee스쿨 운영 

   - 중학교 과정: 용연학교 (8학급, 80명)

   - 고등학교 과정: 돈보스코학교 (8학급, 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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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단기 위탁형 대안교육 기관 금란교실 운영 (단기 1주, 중기 4주)

  4)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 기관 지정 (17기관)

   -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 기관 지정 (4기관)

   - 돌봄과 치유의 대안교육 위탁 기관 지정 (5기관)

   - 가정법원 연계 보호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 기관 지정 (3기관)

   - 장·단기 대안교육 위탁 기관 지정 (타·시도 4기관)

   - 중도 입국 자녀 등 위탁 교육 기관 운영 지원 (새날학교, 중·고, 5학급, 75명)

  5) 대안교육 운영 지원

   - 대안교육 연구회 (1팀)

   - 대안교육 위탁기관 업무 담당자 연수 (1회)

   - 대안교육 유관 기관 협의회 (2월, 8월)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반영

사업명 유 초 중 고 특수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계획(해당 학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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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다-3. 광주학생마음보듬센터 운영

[민주시민교육과/광주학생마음보듬센터]

 ∘ 정신 건강 관리 학생 상담 및 위탁 교육 과정 운영으로 학습권 보장과 학교 적응력 

제고

가. 정신 건강관리 학생 지원 강화    

  1) 학교 방문 상담(스쿨닥터) 및 센터 내방 상담을 통한 현장 상시 지원

  2) 정신 건강관리 학생·부모 대상 상담 및 교육

  3) 정신 건강관리 학생의 유형별 맞춤형 과정 운영

  4) 정신 건강관리 학생 위탁교육과정 운영 (초·중등 2개 과정, 4주)

  5) 지역 정신 건강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으로 학생 지원 및 연계 활동 강화

나.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및 정신 건강 증진

  1)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초 1·4, 중 1, 고 1)

   - 1차 검사: NEIS 기반 검사 실시

   - 2차 검사: 15개 전문 기관과 전체 학교 1:1 연계 관리

  2) 학생 정신 건강 관련 치료비 지원

   - 대상: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이상 학생으로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3) 학생 정신 건강 지원 전문기관 협의체 운영 (15기관, 5회 이상)

다. 자살(자해 시도) 및 정신 건강 문제 학생 치료 지원 

  1) (교육부) 자살(자해) 및 정신 건강 고위험 학생: 병·의원 정신과 및 신체 치

료비 (각 3,000천원/인) 

  2) (교육청) 정신건강관리 학생: 병·의원 및 상담기관 치료비 (1,000천원/인) 및 

입원비 (1,500천원/인)

☞ 역점2-나. 심리·정서 안전망 구축(152쪽) 참조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반영

사업명 유 초 중 고 특수

정신 건강관리 학생 상담 및 지원 계획 ○ ○ ○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 계획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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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경험의 과정이다. 

교육에 대한 능동적 참여와 상호 간의 소통으로 

모두가 만족하고 신뢰하는 참여행정을 구현한다.

현장 중심의 청렴행정은 교육주체들로부터의 

신뢰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선결 조건이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학교의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통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구성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육방향이다. 

지역 사회 자원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여 

학교와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배움의 교육공동체를 형성해 나간다.



주요 시책  5

소통과 참여로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

5-가.� 청렴한�조직문화�

5-나.� 안정적�업무체제�구축

5-다.� 교직원�역량�강화

5-라.� 효율적인�교육�기반�조성

5-마.� 교육자치�실현

5-바.� 소통과�참여의�교육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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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  청렴한 조직문화

5-가-1.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

[감사관/청렴총괄, 정책기획과/정책기획]

 ∘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와 실천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청렴한 조직문화

 ∘ 3공(공감·공유·공개) 청렴으로 신뢰받는 교육문화 조성 

가. 3공(공감, 공유, 공개) 청렴으로 교육신뢰 강화

  1) 공감 청렴: 일방적 지시 문화 근절, 소통과 참여의 상호 존중 문화조성

   - 사적노무 요구 및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 금지

   - 업무관계자와의 소통, 직원과의 소통 강화로 상호 신뢰 형성

  2) 공유 청렴: 행정정보 공유

   - 업무길라잡이, 업무편람 제공으로 행정의 신뢰성과 업무 효율성 제고 

   - 업무처리 절차와 구비서류 등 행정 서식의 상시 공개·공유

  3) 공개 청렴: 행정정보 사전공개 및 과정‧절차‧결과의 투명한 공개 강화

   - 예·결산내역, 수익자부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 공개

   - 채용, 계약 등 업무추진 과정·절차·결과의 투명한 공개

나.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1) 현장으로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및 청렴모니터링 실시 (수시)

   - 부패취약분야 청렴도 측정 결과와 실태분석으로 개선방안 제시

   - 현장 의견 청취 및 실태 파악으로 부패취약분야 개선방안 마련

  2) 청렴의 날 운영 (매월)

   - 청렴 자가진단 점검(청렴 자가점검표 활용)으로 교직원 청렴 인식 제고

  3) 청렴정책추진단, 청렴실무추진협의회 운영 (수시)

   - 분야별 청렴업무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사항 협의

   - 청렴 우수시책 및 사례 정보 공유

다. 청렴 시민감사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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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정·취약 분야 제도 및 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2) 교육감이 실시하는 행정감사 참여 확대

라. 부패방지제도 실효성 강화

  1) 청렴게시판(익명) 운영

   - 신고 방법 다양화 (QR코드, 휴대전화 앱, 누리집 등)

   - 외부 전문 기관 위탁 운영, 익명성과 비밀 보장

   - 부패 행위 신고, 갑질 신고, 부당 지시, 부당한 예산 집행 신고 등

  2) 공익 제보자 보호 교육 및 홍보 강화

마. 자체청렴도 측정 실시 

  1) 청렴클린콜 사후 만족도 조사 실시 (1회, 8,000천원)

   - 부패취약분야 업무처리 경험자 대상 업무처리 만족도 및 개선의견 전화조사

  2)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평가 실시 (1회, 8,000천원)

   - 고위공직자(학교장 및 일반고위공직자) 대상 부패위험성 평가 실시

   - 부패방지 노력 등 청렴의지와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 확인으로 자기성찰 유도

바. 교육행정기관 조직문화 혁신 추진

  1) 민주적·수평적인 조직문화혁신을 통해 업무 효율성 및 청렴도 제고

  2) 허례허식적 관행 근절

  3) 업무 효율화를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

   - 유연근무제 활성화, 「교육수첩 앱」, 표준서식 활용

  4) 협업과 소통의 조직문화 조성

   - 자율복장 착용 문화 확산, 협업·소통 중심 공간 개선

  5) 교육행정기관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한 직업 업무 역량 강화 (5팀)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반영

사업명 유 초 중 고 특수

부패방지 청렴정책 세부 추진계획 수립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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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2. 청렴 실천 공감문화 조성

[감사관/청렴총괄]

 ∘ 수요자 맞춤형 청렴교육을 통해 교육가족의 청렴 의식 제고

 ∘ 다양한 청렴 문화 행사 및 홍보 활동을 통해 청렴을 공감하는 문화 조성

가. 수요자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1) 고위공직자(기관장, 4급 이상) 청렴교육 (상반기, 50명)

  2) 공직윤리(청렴) 역량 강화 연수 (기관장, 청렴업무 담당자, 9,410천원)

  3) 전교직원 청렴교육 의무 실시 (비대면)

   - 청탁금지법, 공직자 등 행동강령, 부패신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나. 참여형 청렴 문화 행사 활성화

  1) 청렴 홍보물 공모전 개최 (전 교직원, 학생, 1,600천원)

  2) 광주·전남 청렴 클러스터 활동 전개 (2,000천원)

   - 광주·전남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28개 기관

   - 청렴 문화제 개최, 청렴 홍보 활동 전개, 각 기관별 청렴 행사 참여

  3) 전직원 청렴 문화 연수 (전 교직원, 11,000천원)   

다. 청렴 홍보 활동 강화 

  1) 청렴 홍보 소식지 발행 (분기별)

   - 「e-청렴 소식지」발행 및 배포: 누리집 및 내부 업무관리시스템 활용

  2) 청렴 홍보물 (청렴 손책자, 청렴 달력) 제작·배포 (10,000천원)

  3) 광주광역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청렴 홍보 활동 전개 (1,000천원)

   - 광주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22개 기관

   - 민·관이 함께하는 청렴 문화 홍보 활동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반영

사업명 유 초 중 고 특수

맞춤형 청렴교육 시실 계획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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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3. 공정한 인사 관리

[초·중등교육과/초·중등인사, 총무과/인사, 노동정책과/교육공무직지원1]

 ∘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제도 운영을 통한 청렴 인사 문화 정착

 ∘ 구성원 자율적 참여를 통한 소통·공감·공유의 조직문화 확산

가. 교원 인사관리

  1) 교장공모제 확대

   - 당해 연도 교장 결원 예정 학교 (정년퇴직 등) 수의 1/3~2/3 범위 실시

   - 공모 교장 평가 실시 (상·하반기)

교장공모제 운영 확대

사업명 
신규 지정 학교

2018 2019 2020 2021 비고

교장공모제 운영 8교 13교 8교 8교(예정)

  2) 장학관(교육연구관) 공개전형제, 임기제 교육전문직원 운영

  3) 교(원)장(감) 자격연수 방법 개선

   - 학교 현장 이해 중심의 연수 과정 편성

   - 자격연수 운영 다양화 (직무역량 강화, 분산형·토론형 연수 등)

  4)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 인사 실시

   - 혁신학교(예비 혁신학교 포함)의 교사 전보 유예를 통한 학교문화혁신 내실화

   -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교원 배치 (고등학교)

   - 교사초빙제 운영 및 순회(겸임)교사제 운영

나. 일반직 공무원 인사 관리      

  1)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 신규  지방공무원 학교 전보점수제 운영 (교육행정, 사무운영 직렬)

     ※ 학교 전보점수제: 전보 대상자 간에 전보희망학교에 대해 경합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평정지표별로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를 우선 전보하는 제도

   - 신규  지방공무원 5급 승진 심사 제도 개선안 시행 (개인업무실적 평가 반영)

  2) 창의적·능동적인 공무원 적재적소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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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청 부서장 전입 직원 추천제 (정기인사) 

   - 인사클린센터「우수 공무원 추천」게시판에 유능한 지방공무원 추천

  3) 격무·기피부서 근무자 우대 

   - 성과상여금 (S등급) 지급: 2년 이상 근무자 중 선발

   - 신규  성과상여금 가점 우대: 1년 이상 근무자 중 선발

   - 국외연수 우선 선발권 부여: 2년 이상 근무자 중 선발

  4) 인사검증체제 강화

   - 지방공무원 5급 승진대상자 업무실적 기술서 검증 강화

     (1차 누리집 공개 검증, 2차 업무실적검증단 내용 검증, 3차 업무실적평가위원회 평가)

   - 지방공무원 동료 평가 실시: 5~7급

   - 신규  시보공무원(9급) 임용을 위한 평가 체제 운영 및 고충상담 실시

  5) 인사 수요자들의 의견 수렴 기회 확대

   - 성과상여금, 인사 운영 설문 조사 실시

   - 찾아가는 청렴 인사 설명회 및 인사상담소 운영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협의회 운영 (인사 분야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등)

다. 교육공무직원 인사 관리

  1)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한 전보제도 운영

   - 교육공무직원 인사운영계획 공개

   - 직종·기관별 인사정보 사전예고로 예측 가능한 전보 인사

   - 교육공무직원 희망을 반영한 전보 인사

   - 전보 우선 순위에 따른 객관적이고 투명한 전보 인사 

  2) 교육공무직원 공개 채용으로 공정성·투명성 제고

   - 채용계획,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등 모든 채용 절차 누리집 공개

   - 온라인 원서 접수를 통한 응시자 편의 제공 

   - 수험번호와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공정한 면접 실시

  3) 교육공무직원 표창

   - 우수 교육공무직원 표창 (7월, 12월)

   - 퇴직 교육공무직원 표창 (3월,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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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나  안정적 업무체제 구축

5-나-1. 학교업무정상화 정착

[정책기획과/학교자치기획, 교육자치과/기록·정보]

 ∘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하는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체제 구축

 ∘ 교육활동 중심 학교문화 정착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

가. 단위학교 학교업무정상화 추진

  1) 단위학교 교무행정지원팀 운영 강화 

   - 학교 실정을 반영한 교무행정지원팀 구성 (교감을 팀장으로 3~10인)

   - 담임교사가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하도록 실질적인 지원 강화  

  2) 담임교사행정업무제로화 지속 추진

   - 교육활동 내실화 선도학교 운영 (초 13교, 중 30교 예정) 

   - 학생생활부장 수업 지원 (중 90교, 특성화고 12교, 특수 5교)

  3) 학교업무정상화 협의회 운영 내실화 

   - 업무 분석·조정, 일하는 방식 개선, 업무 갈등 협의 등 필수 운영 (반기별 1회)  

   - 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적 협의를 통해 학교 실정에 맞는 교직원 업무분장 마련

  4) 학교업무 효율성 제고 

   - 학교별 사업 정비 및 각종 행사, 회의 운영의 효율화, 학교 장부 최소화 및 간소화

   - 위임 전결 규정 정비 (교장 30%, 교감·행정실장 30%, 부장·업무담당 40% 권장)

나. 학교업무정상화 지원 강화

  1) 학기 초 교육활동 전념 기간 운영 

   - 「교육청 출장 및 회의 없는 달」운영 (3월, 8월 셋째 주 ~ 9월 둘째 주)

  2) 학교 대상 교육청 (공모)사업 정비 및 일하는 방법 개선

   - 교육청 정책사업 총량제 운영, 학교 대상 (공모)사업 지속 정비 

   - 학교 대상 회의 및 행사 최소화, 비대면 화상회의 활성화

   - 교감 연수 정례화로 업무 담당자 회의 축소 및 통합 운영 (연 6회) 

   - 학교업무 길라잡이 지속 개선 제공 (3월,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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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학교업무정상화 관련 현장 의견수렴 강화 

   - 학교업무정상화 추진협의회,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 (4~12월) 

   - 전체 교직원 대상 학교업무정상화 현장 의견 제안·반영 (분기별 1회) 

   - 학교업무정상화 기관(부서)별 업무 경감 및 개선사항 발굴 (반기별 1회)  

   -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실시 (관내 희망학교, 4~12월) 

   - 신규  학교업무정상화 도움 자료, 백서 개발·보급 (연 2회)

다. 학교 공문서 감축

  1) 학교 발송 공문서 유통량 감축

   - 업무관리시스템 공문 게시 및 자료집계 적극 활용

   - 공문서 간소화 방안을 통한 학교 공문서 발송 감축

  2)「수요일 공문 없는 날」운영

   - 매주 수요일 학교로 공문 발송 금지(긴급 공문 예외)

  3)「외부 공문관리 프로그램」운영

   - 외부기관에서 학교로 발송하는 홍보성 문서 점검 및 공문 게시 처리

  4) 공문서 현장 점검단 운영 (교원, 일반직, 교육공무직 15명)

   - 학교 발송 공문서의 점검을 통한 개선사항 파악 및 환류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반영

사업명 유 초 중 고 특수

학교업무정상화 추진 계획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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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나-2. 효율적인 교육행정 운영

[정책기획과/정책기획, 정책평가]

 ∘ 교육청 사업 분석 및 정비를 통한 업무효율 극대화 추진

 ∘ 창의적인 적극행정 추진으로 교육수요자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

가. 교육청 사업 정비 추진

  1) 교육활동 중심의 사업 정비 계획 수립 및 운영

   - 특별 교부금 및 공모사업 분석, 주요업무 자체 평가, 모니터링 결과 연계

  2) 신규  교육청 정책사업 총량제 적용을 통한 사업의 적정성 제고

   - 신규 정책사업 추진 시 총량 기준 적용 (기존 사업 폐지 후 진행)

   - 정책사업 총량제 운영을 위한 지원단 구성 운영

나.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

  1) 계획·평가·환류 강화로 정책·사업 실효성 제고

  2) 학교현장 중심 정책 실현을 위한 의견 수렴 강화

  3) 각종 평가 연계·통합으로 종합적 성과 관련 체제 구축

다. 교육감 공약 사업 이행평가

  1) 평가체제: 자체평가(사업부서), 외부평가(시민평가단), 최종평가(추진위원회)

  2) 시민평가단: 공약 사업 이행 여부 평가 및 심의(상·하반기, 연 2회)

  3) 공약 이행 평가를 통해 공약 추진상 문제점, 개선 대책 등 의견 수렴 및 환류

라. 교육행정 적극행정 추진

  1) 적극행정 교직원 의무교육

  2)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확산 (우수사례 공모, 홍보자료 발간)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포상 실시

  4)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자문, 적극행정위원회 의견 제시, 면책제도, 

민·형사 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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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나-3. 기록물 관리

[교육자치과/기록·정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기록물관리체계 구축

 ∘ 담당자 및 교직원 대상 기록물관리 교육을 통한 전직원 실무능력 제고

가. 기록물관리 교육

  1) 기록물 관리 업무 중요성 제고 및 실무 교육

   - 본청 각 과, 직속기관 및 학교 전체(담당자 및 교직원 대상)

나. 비전자기록물 평가 및 폐기

  1) 보존 연한 경과 비전자 기록물에 대한 평가 및 폐기 실시 

   - 각 기관별 폐기 희망 기록물 목록 제출 (처리과 의견조회, 5월)

   - 처리과 의견조회에 따른 기록연구사 목록심사 (6~7월)

   - 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 및 폐기대상 기록물 확정 (8월)

   - 폐기대상 기관 방문 기록물 입고 후 공장 파쇄 실시 (9월)

다. 기록물관리 지도·점검

  1) 직속기관 및 관할 학교 전체 (격년제 실시)

  2) 대상기관 자체점검 후 결과 제출

  3) 자체점검표 검토 및 현장 지도 방문 실시 (4~6월)

   - 5개 점검영역, 총 13개의 지표 점검을 통한 기관(학교) 기록물관리 실태 파악

   - 보존서고 관리 실태, 전자 및 비전자기록물 관리 실태점검 및 교육 실시

   - 생산의무기록물(시청각 기록물, 회의록, 행정박물 등) 관리실태 점검, 현장 교육

라. 신규  행정언어 순화어 사용 노력

  1) 공문서에 올바른 우리말 쓰기 홍보

   -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 사용을 지양하고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 사용 권고

   - 행정용어 순화어 검색서비스 사용 안내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립국어원)



- 100 -

5-나-4. 교육정보통계시스템 활용

[교육자치과/기록·정보]

 ∘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올바른 교육정책 수립 및 이행 지원

 ∘ 학교 주요 정보 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학교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 교육정보공시제* 운영

  1) 유·초·중등학교 주요 정보 대국민 서비스 실시

   - 공시 시기: 수시, 정시 (4월, 5월, 9월, 10월)

   - 공시 내용: (유치원) 7개 항목 21개 범위, (초·중등) 14개 항목 44개 범위 

   - 공시 방법:「유치원알리미」및「학교알리미」를 통한 공시

  2) 정보공시 업무 담당자 전문성 강화

   -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및 길라잡이 보급 (4월)

   - 단위 학교 정보 공시 총괄 업무 담당자 연수 실시 (4월)

   - 초·중등학교 현장 지원단 맞춤형 컨설팅 및 온라인 지원 실시

  3) 공시 정보 정합성 제고

   - 공시 차수별 오류 검증 및 정정 실시

나. 교육통계연보 발간

  1) 교육기본통계* 조사 계획 수립 및 각급 학교 입력 (4월, 10월)

   - 조사 대상: 시 교육청, 동·서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

   - 조사 항목: 124개 장표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교원 수, 시설현황, 재정현황 등)

  2) 교육 통계 입력 자료 정확도 확인 및 수정

  3) 광주교육 통계 연보 발간·보급

  4) 교육 통계 결과 활용 확대 및 체제 개선

다.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운영

  1) 교육정보시스템 통계성 자료 일괄 수집·관리(매월 1일)

   - 800여종 보고서 제공(나이스·에듀파인 300여종, 특수·교육통계 230여종, 정보공시 

170여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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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정보통계시스템 및 자료집계시스템 사용법 교육을 통한 활용도 제공

  2) 사용자 중심의 기능 개선: 활용도 높은 맞춤형 보고서 개발 및 제공

 *교육정보공시제(유치원알리미, 학교알리미)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주요 정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
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를 국민에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
도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학교교육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교육기본통계

교육기본통계는 국가승인통계 중 하나로 교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실태를 조사하여 수리적 방법
으로 나타내는 사실로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 관련 연구에 기초가 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가 제공되고 있음

 *교육정보통계시스템

교육관련기관들이 보유한 정보(나이스, 업무관리, 에듀파인, 정보공시, 교육통계 등)를 통합·관리 
제공하기 위해 교육부 주관으로 구축된 시스템으로 학교 개황, 교직원 현황 등을 정형화된 보고
서와 원하는 자료를 추출할 수 있는 비정형 자료를 제공함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반영

사업명 유 초 중 고 특수

학교 정보공시 계획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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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나-5. 정보화 기반 조성 및 정보보호

[교육자치과/기록·정보, 정보보호]

 ∘ 교육행정 정보화로 생산성 극대화 및 교직원 업무 경감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홍보를 통한 정보보호 의식 제고

가. 스쿨넷(광주교육정보망 인터넷 통신서비스) 운영 및 고도화

  1) 각급기관(학교) 학교 통신 지원 (500Mbps→800Mbps)

  2) 신규  4단계 스쿨넷서비스 개통 (2021.9.~2026.8.)

나. 무선망 구축

  1) 초·중·고등학교 전체 일반교실 무선환경(WiFi) 구축 (2020.9.~2021.6.)

  2) 초·중·고등학교 교수학습공간(교과‧특별교실 등) 무선환경(WiFi) 구축

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운영

  1) 교육(행정)기관 업무 운영 지원 (4개 시스템, 44개 단위업무, 268개 세부업무)

  2) 대국민 서비스 제공 (학생 46종, 학부모 59종, 홈에듀 민원 18종)

  3) 4세대 지능형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업무협의체 운영 (수시) 

  4)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현장자문단 운영 (초·중·고 각 4명, 특수 1명, 관리 1명)

  5)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교무업무시스템 담당자 교육 실시 (연 3회)

  6)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교무상담센터 운영 (☏380-4531, 4533) 

라.  K-에듀파인(차세대 지방 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운영

  1) 현장 밀착형 사용자 지원 체제 운영 지원 (시·도 통합상담센터 ☏ 1566-0066)  

  2) 업무관리 응용 S/W 운영 및 상담 센터 운영 (☏380-4516)

마. 교육정보서비스 재해복구체계 운영 

  1)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업무 연속성 계획 수립 추진

  2) 모의훈련과 유지관리 등 예방·대비 활동 수행 (연 1회)

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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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각급기관(학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확립

  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실시 (연 1회)

  3) 개인 정보 보호 내부 관리 이행 실태 자체 점검 실시

  4)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 취약점 분석·평가 (연 1회)

  5) 각급기관(학교) 누리집 취약점 및 개인정보 노출 점검 (연 1회)

  6)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운영 (매월 세 번째 수요일, PC 보안 진단)

  7)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처리 (상시)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반영

사업명 유 초 중 고 특수

개인정보보호 계획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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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다  교직원 역량 강화

5-다-1. 교원 역량 강화

[초등교육과/초등교육과정, 초등인사, 중등교육과/중등교육과정, 중등인사]

 ∘ 학교의 자율성 보장 및 교원의 책무성 제고를 위한 교원 역량 강화 활동 지원

가.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추진

  1) 교원의 자발성에 기초한 현장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학교문화혁신을 위한 현장 연수 지원, 2시간 이상 교내 집합 연수 직무 연수 인정

  2)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직무연수 운영 (연 4회)

  3) 원격 연수 상시 학습과정 운영

  4) 신규  법정 연수의 개별형/통합형 원격연수 과정 운영 (상시) 

  5) 학교문화혁신을 위한 교장·교감 전문성 향상 과정 운영 (4과정, 17,400천원)

  6) 대학원 특별연수 파견 운영

   - 석사학위 과정 (주간 전일제, 4학기) 

   - 광주교대, 전남대, 한국교원대, 충남대

  7) 학교로 찾아가는 ‘빛고을 수업·평가지원단 연수’ 운영 (연중)

  8) 혁신학교 아카데미과정 운영 (5과정, 28,200천원)

나. 학교문화 혁신을 선도하는 연구학교 운영 

  1) 연구학교 운영 규모의 적정화 (계속학교 9교, 신규지정학교 16교)

다.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통한 전문성 신장, 만족도 제고 (9~11월)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반영

사업명 유 초 중 고 특수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계획 ○ ○ ○ ○ ○

학교회계 예산 편성 필수 및 권장 사업

구분 사업명 예산 편성 권장액 비고

권장 교원 자율연수비 지원 교원 정원 ×250천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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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다-2.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총무과/인사]

 ∘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 제공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문화 조성

 ∘ 다양한 자기계발 지원 교육과정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 

가. 교육훈련 과정 다양화

  1) 행정 분야별 특성화·전문 심화 과정 운영 (5과정)

  2) 공직 생애 주기별 역량 강화 과정 운영 (4과정)

  3) 현장 맞춤형 직무역량 강화 교육 과정 운영 (3과정)

  4) 본청 전입 직원 대상 직무 연수 (연 2회)

  5) 5급 승진예정자 대상 직무 연수 (연 1회)

나. 지방 공무원 종합 역량 강화

  1) 고급 관리자 과정 파견 (4급, 2명, 중앙교육연수원)

  2) 중간 관리자 정책대학원 석사 과정 파견 (5급, 2명, 한국교원대학교)

  3) 행정전문리더과정 파견 (6급, 상·하반기 각 10명, 전남교육연수원) 

다. 직무 능력 향상 지원비 및 자기 계발비 지급

  1) 직무 능력 향상 지원 (대학 및 대학원 학비)

   - 학기당 10명 내외, 1인당 1,500천원 한도

  2) 자기 계발비 지원 (1인당 250천원, 직무·전산·어학 관련 민간 연수 등)

라. 신규 지방공무원 멘토링 운영

  1) 선배 공무원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안정적 공직 생활에 기여

  2) 멘토 1명, 멘티 3명 1개조 편성(1인당 150천원 지원)

마. 지방공무원 직장 동호회 운영 (23개 동호회, 동호회별 1,800천원)

  1) 광주교육 정책 및 교육행정 분야 등에 대한 학습과 토론

  2) 건전한 취미생활과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직장 동호회 활성화로 청렴하고 건
전한 조직문화 정착

학교회계 예산 편성 필수 및 권장 사업

구분 사업명 예산 편성 권장액 비고

권장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지방공무원 1인 25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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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다-3. 교육공무직원 역량 강화

[노동정책과/노사협력, 교육공무직지원1]

 ∘ 다양한 직무연수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

 ∘ 교육공무직원 교육 훈련 강화로 질 높은 지원 행정 구현

가. 교육공무직원 직무연수 다양화

  1) 교육공무직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과정 운영

   - 교육공무직원 전 직종 대상 실무 능력 강화 연수(5~6월, 연 2회)

   - 영양사, 조리사 직무능력 향상과정 연수(연 2회)

   - 사업 부서 주관 직종별 역량 강화 연수 실시

   - 현업업무종사자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

  2) 다양한 원격연수 기회 제공

   - 의무연수 과정, 청렴, 개인정보보호, 의사소통, 교양 등 (28개 과정 개설)

나. 신규 교육공무직원 직무 적응 연수과정 운영 

  1) 2020년 조리원 합격자 대상 채용 전 연수 실시 (1월)

  2) 2021년 공개경쟁채용 합격자 대상 채용 전 연수 실시 (8월)

다. 교육공무직원 문화·예술 및 학습 동아리 운영

  1) 교육공무직원의 자율적인 연구·학습을 통한 행정 효율성 향상

   - 교육공무직원 동아리 지원 (10개팀, 각 1,5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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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라  안정적 교육 기반 조성

5-라-1.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

[행정예산과/예산1, 예산2]

 ∘ 지방 교육재정 운영의 건전성·효율성·투명성 제고

 ∘ 단위 학교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재정 운영의 책무성 제고

가. 지방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

  1) 교육재정 효율적 배분,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운영 (2팀, 20명 내외)

  2) 교육부 연계 지방 교육재정 분석 실시 및 환류

  3) 예산 성과제 운영: 위원회 운영, 예산 성과금 신청 및 지급

  4) 예산 업무 담당자 연수

나. 지방 교육재정 집행 활성화

  1)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2) 이월액·불용액 최소화 (제로화)

  3) 예산집행 점검단 운영: 상시 재정집행 상황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마련

다. 학교회계의 효율적 운영

  1) 학교(교비)회계 재정 분석

   - 자료 추출 집중 작업 및 검증 (6~8월) → 보고서 발간 및 실시 결과 환류 (9월)

  2) 공립 학교회계 재정 운영 평가

   - 관련 자료 서면 평가 및 현지 실사 (8월~9월) → 평가 결과 확정

   - 우수 학교 학교 운영비 가산금 지원 및 표창 (20교, 10월~11월) 

  3) 학교(교비)회계 운용 실태 지도·점검 및 현장 컨설팅

   - 대상 학교 추출 및 현장 방문 (7~12월) → 개선 사항 등 안내 및 결과 환류 (12월)

라. 학교회계 관리 및 현장 지원 강화 

  1) 단위 학교 재정 운영 관리 체계 강화 및 현장 지원

   - 학교(교비)회계 운영 실태 점검 및 현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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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을 통한 학교(교비)회계 담당자 역량 강화

   - 학교(교비)회계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회 운영 (2분과, 분과당 15명 내외)

   - 학교(교비)회계 예·결산서 분석 및 결과 환류 (예산서 3~4월, 결산서 7~10월)

  2) 단위 학교 예산의 적정 편성·운용

   - 교육 활동 및 교육과정 운영 중심의 예산 편성 및 운용 안내

   - 학교별 기본적 교육활동비의 구성비 분석 (재정분석 결과 활용) 후 결과 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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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라-2. 예산 및 자산 관리 효율성 제고

[재정복지과/경리, 계약, 재산관리]

 ∘ 세출예산 집행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 및 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

 ∘ 폐교 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교육적 활용

가.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기준 시행

  1) 세출예산 집행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제시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책무성 제고

나. 예산 집행 현황 공개

  1) 예산 집행현황의 분기별 공개로 재정 운용의 책임성 제고 및 효율성 극대화 

(공개 대상: 교육비특별회계)

  2)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월별 공개 (시교육청, 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 

  3)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 매일 공개 (공개 대상: 교육비특별회계)

다. 자금 통합 운영

  1) 자금관리 최적화 계획 수립·시행

  2) 일상경비 대기성 자금 최소화 교부기준 시행 (시교육청, 지원청, 직속기관, 1월)

  3) 학교예산 집행 시기에 맞춘 학교회계전출금 교부

  4)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당일 지출 가능액 매일 승인 관리

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 구매 활성화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실적 관리·독려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3)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에 대해 담당 공무원 가산점 부여

마. 폐교(유휴) 재산의 교육적 활용

  1) 수시 점검 및 관리를 통한 재산 가치 유지

  2) 자체 활용 및 대부를 통한 효율적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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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라-3. 재난 안전사고 예방 대응 강화

[안전총괄과/안전관리, 교육환경, 교육시설과/학교시설2]

 ∘ 체계적인 안전교육 시행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

 ∘ 재난 조기 경보 체제 구축 등 재난 안전 관리 체제 강화

가. 재난 안전 관리 체제 강화

  1) 재난 조기 경보 체제 정비 (유관 기관 수신 체계 정비, 안전 SNS운영 등)

  2) 광주광역시교육청 재난안전센터 (http://safe.gen.go.kr) 활성화

    - 각종 안전 관리 및 교육 자료 제공, 알기 쉬운 생활 재난 대응 길라잡이 보완

  3) 학교 안전 점검 강화를 위한 점검·자문 확대 실시

  4) 학교안전책임관(교장), 부책임관(교감, 행정실장) 지정 운영

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안전·보건 문화 정착  

  1) (정기회) 분기별 1회, (임시회) 사용자 및 근로자 요구 시 등

  2)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활동

다. 근로자 안전·보건 정기교육 지원

  1) 작업 전 10분 교육, 집합·원격 등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운영 내실

  2) 재해예방 및 산업안전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보급

  3) 방학기간 교육청 주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연 2회)

  4)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위탁, 연간 16시간)

라. 기관(학교) 작업장 안전·보건 순회 지도점검 강화

  1) 순회 지도점검 방식 다양화 (찾아가는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등)

  2) 공통 지적 사항은 전 기관(학교)에 안내, 재발 방지 및 후속 조치 이행

  3) 유관기관 연계 건강상담·증진 활동 (30교)

  4) 안전·보건 홍보물 제작·배포 (전 기관, 전체 학교)

마. 각급 기관(학교) 작업환경 개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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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규  근골격계 건강검진(1차) 실시

    - 근골격계질환 유병률 파악·유해요인 조사·예방 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

    - 현업근로자 중 근골격계 유해요인이 있는 직종 대상 실시

  2) 신규  학교 급식소 작업환경 측정 전수조사 실시

    - 유해·위험물질(관리대상물질) 취급 및 특수직종의 안전성 및 건강권 확보

바. 학교 재해 취약 시설 안전 점검 실시

  1) 교육 시설물 분야별 합동 점검 실시 (연 3회, 해빙기·하절기·동절기)

  2) 안전 점검 결과 조치 (안전 진단 후 위험등급 지정 관리)

  3) 공사장 재해 취약 시설 지정 학교 매월 자체 점검 및 교육청 확인 점검

 사. 정밀 안전 점검 실시 및 안전 강화 사업 운영

  1) 정밀 안전 점검 실시

점검명 대상 점검주기

정밀 안전 점검 준공 후 40년 경과한 건축물 4년 주기

제3종 시설 정기 안전 점검 준공 후 15년 경과한 1,000㎡이상 건축물 연 2회(상반기, 하반기)

  2) 교육 시설 사업 관리 종합평가 시행

    - 준공 1년 이내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 (개·증축 포함) 중 대상 선정

    -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 등 사업 시행 전 과정을 종합 평가 및 환류

  3) 교육 시설 공사 합동점검 시행

    - 공사 중인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 교육 시설 사업(개·증축 포함) 중 대상 선정

    - 건설 5개 분야에 대한 공사단계 품질 2회 점검 후 결과 분석 및 환류

  4) 교육 시설 안전인증제 실시

    - 최근 3년 내 신축·개축·증축 학교시설 및 기존 학교 시설 중 대상 선정

    - 시설 환경 안전, 공간 환경 안전, 외부 환경 안전 등에 대한 심사 및 인증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반영

사업명 유 초 중 고 특수

학교 안전교육 계획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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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라-4. 학교 교육환경 개선

[교육시설과/시설기획, 학교시설1‧2]

 ∘ 학생들이 쾌적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중심 교육환경 조성

 ∘ 학교 시설물의 집중 관리로 안전한 학교 구현

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1) 교육환경 개선 중점 사업 관리

   - 내진 보강, 석면 교체, 샌드위치 패널 교체, 화장실 개선, 냉·난방기 교체, LED 등 교체  

  2) 내⋅외부 환경 개선 사업 관리 

   - 방수 공사, 도장 공사, 바닥 공사, 통신·소방 공사, 대형 위험 수목 제거 등

나. 학교 시설 통합정보시스템(에듀빌) 운영

  1) 학교 시설 현황, 공사 이력 등 시설 관리 통합 정보 시스템 운영

  2) 안전 대진단 및 안전 점검 등 시설물 안전 점검 이력 관리

  3) 교육 환경 개선 사업 예산 신청 관리 및 기초 자료 내실화

다. 수요자 중심 학교 시설 구축

  1) 신발장 1층 내리기 사업 추진: 신설 및 기설(신청) 학교

  2) 초등 1학년 교실 환경 개선: 초등학교 1학년 맞춤형 교실 개선

  3) 학교 행정실 선진화 사업: 수평적 조직문화, 소통·협업문화 형성을 위해 일

선 학교의 노후되고, 수직적인 행정실 공간 개선

라. 교육시설 사업 업무 지원

  1) 공간 혁신 사업 등 각종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 기술 지원

  2) 학교 시행 시설 공사 업무 지원

   - 5,000천원 이상 시설 공사 설계·공사·검사(10,000천원 이하 견적서 검토) 업무 지원

   - 교특회계 교부 사업 → 해당 교육(지원)청이 업무 지원

   - 학교회계 자체 사업 → 학교시설지원단이 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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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라-5. 사학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정책기획과/사학정책]

 ∘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및 자주성 보장을 통해 건전한 사학 발전 도모

 ∘ 학교 법인 재정 운용의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 확보를 통해 사학의 위상 제고

가.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 계획 추진

  1) 사학기관 운영 평가 실효성 확대

  2)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협의회 운영

  3) 사학기관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

   - 찾아가는 사학 간담회 운영: 전체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나. 투명한 사립 신규 교원 선발 제도 정착 

  1) 교육청과 법인 연합회 공동 주관 선발

  2) 공립 중등 임용 시험(1차)에 위탁 선발 확대

다. 교원 정·현원 관리 

  1) 공립학교 기준에 맞추어 사립학교 교원 정·현원 관리 운영

  2) 교원양성위원회의 사립 중등교장자격인정검정 관리

  3) 교원인사위원회의 내실화 

  4) 순회교사제 운영: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및 교육과정 정상 운영 지원

  5) 사립학교 교원 및 자녀 상피제 운영

라. 사학 법인 재정 운용 투명성 강화

  1) 학교법인 회계 예·결산서 분석

  2) 법정 부담금 납부율 개선

  3) 수익용 기본재산 실태 지도·점검 및 현장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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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라-6. 학령 인구 변화 대응 강화

[행정예산과/학교설립1, 학교설립2, 정책기획과/정책연구소]

 ∘ 학령인구 변화에 대응한 종합적인 교육정책 연구 및 개발

 ∘ 적정규모 학교 육성에 대한 광주교육구성원과 지속적인 소통 및 공론화 추진  

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학령인구 변화 대응 정책 수립

  1)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학부모와 지역사회 의견수렴을 통한 종합적인 대응

정책 마련

  2) 공청회, 간담회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한 소통과 참여의 정책 수립 추진

  3)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에 관한 사회적 논의기구 적

극 운영

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적정 규모 학교 운영 중장기 계획 수립 

  1) 2030 적정 규모 학교 육성 방안 및 중장기계획 수립  

  2) 도시 내 인구 수평 이동에 따른 학교 규모 및 지역별 재구조화 반영

  3) 학령인구 수요에 따른 학교 신설 및 교육 시설 설립·운영 방안 모색

  4)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학급, 교원, 학생 수 등 관리 방안 모색

다. 신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 연구 수행

  1)「학령인구 절벽 대응을 위한 광주형 교육환경 조성」 연구 용역 실시

※ 학령인구 감소 추이 (2019~2025년)(단위: 명)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초등학교 88,990 86,370 85,256 84,556 82,503 79,187 73,965

중학교 43,068 43,413 44,215 44,028 43,176 43,125 44,086

고등학교 49,569 45,605 44,234 42,884 43,552 44,364 44,176

계 181,627 175,388 173,705 171,468 169,231 166,676 162,227

증감 △1,969 △6,239 △1,683 △2,237 △2,237 △2,555 △4,449

누적증감 △6,239 △7,922 △10,159 △12,396 △14,951 △19,400

 ※ 2019년, 2020년: 4.1자 교육통계 기준 학생수, 2021년 이후: 학생배치 계획 예상 학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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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마  교육자치 실현

5-마-1. 교육자치 활성화

[정책기획과/정책기획, 교육자치과/자치협력]

 ∘ 적극적인 권한 배분을 통한 교육자치 활성화 노력

 ∘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교육 수요자 맞춤형 교육 협력 사업 개발 및 교육정책 실현

가. 권한 배분을 통한 교육자치 활성화

  1) 교육부 권한 배분 시기별 과제 시행 지원 및 협조 

  2)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통한 권한 배분 공동 노력 

나. 교육청 권한 학교 배분을 통한 학교 자율성 확대

  1) 교육청 사업 중 학교 자율 사업 지속적 발굴

  2) 교육부 권한 배분에 따른 교육청 대비 방안 마련

  3) 학교 업무 재구조화 안내 및 지원

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체 구성 운영 및 교육 협력사업 추진

  1) 시교육청-시청 협의체 구성 운영 및 교육 수요 맞춤형 교육 협력사업

   -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 연 1회, 임시회 수시)

   - 교육행정실무협의회 (수시)

  2) 지역 교육청과 관할 자치구 지자체와의 지역교육행정협의체 구성 운영

  3) 학교와 동 주민자치센터 등 유관 기관과 마을교육행정협의체 구성 운영

  4)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 지원 

강화

라. 교육경비보조금 및 비법정 전입금 유치 활동 강화

  1) 교육경비보조금 확보

   -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한 학교 지원 사업 확대 유도

   - 지역교육행정협의회 및 마을교육행정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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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법정 전입금 확보

   - ‘시청-교육청교육 협력 사업’ 연계·개발을 통한 교육 지원 예산 확보 활동 강화

   - 교육행정협의회 및 실무협의를 통한 지방 교육재정 증대 노력

마. 의정 활동 지원을 통한 유관 기관과의 소통과 협력 강화

  1) 시의회와 함께하는 교육 협력 연수 추진

   - 자치구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 협력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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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마-2. 마을교육공동체 확산

[시민참여담당관/지역사회협력]

 ∘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업을 통한 우리 마을의 민주시민 양성

 ∘ 마을 안, 실제적인 삶의 장면에서 학생 주도적인 실천을 지향하는 미래교육 선도

 마을 결합 공동체학교

 광주마을교육공동체 모델

 ∘ 마을교육공동체의 종합적인 운영

 ∘ 마을교육공동체의 가치 실현 및 확산

 ∘ 권역별 마을학교 지원

온마을학교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단계  

 ∘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 마을교육력 회복‧신장 활동
마을학교

 마을학교 운영 준비 단계

 ∘ 마을교육공동체 연구   ∘ 마을학교 운영 준비
씨앗동아리

가. (온)마을학교*

  1) (온)마을학교 참여학교 및 마을단체 공모·운영 (1월 공모, 1월~12월 운영) 

   - 마을과 학교가 협력하여 마을교육과정, 방과후 마을교육(돌봄), 마을 학생자치 등 운영

   - 온마을학교 (5단체, 각 20,000천원 내외), 마을학교 (35단체, 단체당 10,000천원 내외)

   ※ (온)마을학교: 마을과 학교가 한 팀을 이뤄 학교 안팎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성장과 돌

봄을 위한 교육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는『마을 결합형 공동체학교』

     [운영분야] 마을교육과정, 방과후 마을교육(돌봄), 마을학생자치, 마을교육력, 공동체 활동

나. 씨앗동아리 

  1) 씨앗동아리 공모·운영 (1월 공모, 1월~12월 운영) 

   - 학교교직원과 마을활동가가 협업하여 광주형 마을교육공동체 연구 및 마을학교 운영 준비 

   - 마을샘+교직원 15팀, 각 2,000천원 내외 

다. 마을배움터 조성 및 교통 지원 사업 ‘타랑께 마을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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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을 배움터 곳곳을 연결해 주는 신나는 현장체험학습 

  2) 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통 지원 (연중)  

   - 마을교육공동체 참여 학교(교직원, 학부모, 마을샘) 우선 이용

   - 버스 운행 지원 (광주광역시 관내 이용)  

  3) 마을배움터 발굴·조성 및 마을교육 온라인 플랫폼 운영 

라.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1) 마을교육공간조성 공모 (2교, 교당 50,000천원)

  2) 마을교육공간 이용 활성화 (5교, 교당 4,000천원)

마. 교사주도 마을교육과정 ‘마을교육실험실’ 운영

  1) 마을교육실험실 운영 지원 (40팀, 각 1,000천원 내외)

  2) 대상: 초·중·고 교사 (1인~8인 신청 가능) 

  3) 마을교육력 발굴‧연계 지원 

    ※ 마을교육실험실: 학교울타리와 교과서를 넘어 마을교육력을 결합한 마을교육과정 운

영 지원 사업 (마을교육력은『마을샘‧마을배움터‧마을교육참여』등을 포괄하는 용어

임)     

바. 청소년 자치배움터 (청소년 주도 실천형 민주시민 프로젝트 활동 지원)

 1) 우·직·한 프로젝트 운영 (초·중학생 대상) 

   - 구성 예시: 학급형, 교육복지형, 마을샘 결합형, 학생회 활동형, 동아리형

   - 우직한 지원단: 학생들의 프로젝트 기획-실행-발표 등 전반적인 과정에 도움을 주는 ‘전

화 한 통으로 찾아가는 마을샘 지원단’ 구성·운영

    ※ 우‧직‧한 프로젝트: 『우(리가)∙직(접)∙한(다)』의 줄임말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기획

한 프로젝트를 학교와 마을을 무대로 마음껏 실천하는 활동

 2)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고등학생 및 또래 청소년 대상) 

   - 프로젝트 유형: 사전 기획형, 스스로 기획하는 자율형

   - 길잡이교사: 자율형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기획과정과 추진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을활동가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

   - 전문가 지원단: 사전 기획형 프로젝트 분야마다 전문가를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프로젝트 

실행을 도와주는 지원단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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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업기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청소년삶디자인센터  

사. 마을교육공동체 협업-자치 활성화 

  1) 마을교육협업·자치 기구 운영 (1월~12월)

   - 추진위원회(조례기구), 행정협의체, 권역별 협의체, 협업기관(단체)실무협의회 등  

  2) 마을교육공동체 성장지원단 운영 (1월~12월)

   - 연수 및 워크숍, 컨설팅, 포럼, 성과관리 등 

   - 연구 프로젝트 수행 및 연구자료 제작 등 

 * 온마을 학교, 마을학교 (2020년 기준)

구    분 온마을학교 마을학교

경    력 ‧ 2년 이상 마을교육공동체 경험 ‧ 1년 이상

협    업 ‧ 3개 이상 교육 관련 공동체(학교 포함) 협의체 구성 ‧ 1개 이상  
공    간 ‧ 교육 전용(거점) 공간 확보 ‧ 해당 사항 없음

활동범위 ‧ 광주 전역 ‧ 해당 학교와 지역

지원예산 ‧ 20,000천원 내외 ‧ 10,000천원 내외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반영

사업명 유 초 중 고 특수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계획 (참여 학교) ○ ○ ○ ○

학교회계 예산 편성 필수 및 권장 사업

구분 사업명 예산 편성 권장액 비고

권장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교당 1,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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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마-3. 교육 협치 체제 구축

[시민참여담당관/시민참여]

 ∘ 시민과 지역사회의 교육정책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

 ∘ 교육주체 간 직접 소통을 통한 교육협치 활성화

가. 「광주교육시민참여단」운영 지원

  1) 광주교육시민참여단과 교육청이 공동으로 교육정책 결정, 집행 및 평가

  2)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교육감에게 권고

  3) 정기회(매월 1회) 및 분과위원회(수시) 운영

   - 교육협치분과, 지역협력분과, 학교자치분과, 특별분과위원회로 구성

  4) 2기 광주교육시민참여단 구성

   - 참여단 구성을 위한 대면·비대면 설명회 및 홍보

나. 다양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 강화

  1) ‘시민소통의 날’ 운영 (5월, 10월)

   - 시민과 직접 소통을 통한 광주교육 현안 의견 수렴  

   - 교육 현안 현장 방문, 시민의견 경청 및 해법 제시

   - 교육 현안 공론화 (대면·비대면)

  2) 광주교육시민참여단 홍보 및 성과보고회 (대면·비대면, 6월)

  3) 광주교육협치 한마당 추진 (대면·비대면, 11월)

   - 시민, 학부모, 지역사회 등 교육주체 협치 사례 공유  

   - 교육의제 포럼, 토크 콘서트, 단체활동 홍보관 운영

  4) 시청협력 온라인 플랫폼 광주행복1번가「바로소통 광주」 교육분야 운영

   -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을 통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책 제안 창구

   - 제안에 따른 의견공감 및 토론과 자료 공유 등 참여 보장

다. 시민사회 협력체제 강화

  1)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협치 학교 운영 (대면·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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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관이 신뢰하는 공동체 조성 및 시민 협치 역량 강화

   -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배우며 지역사회와 협력관계 형성

   - 대상: 협치에 관심 있는 시민, 학부모, 교직원 등 (50명 이내)

   - 운영: 협치 관련 자유토론, 주제 강연, 독서토론 등

   - 횟수: 2기(상·하반기, 1기당 4~6차시)

  2)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 협의체 정례화

   - 시민사회단체 등과 지속적 교육 현안 의견 수렴

라.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1)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상·하반기)

  2) 시민대상 교육재정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실시 (수시)

  3) 시민제안사업 운영

   - 대상: 시민제안사업 신청 대상 학교

   - 운영: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학교컨설팅 실시

  4) 예산학교 운영

   - 대상: 시민참여예산위원 및 일반 시민

   - 운영: 시민참여예산제도 개요 및 제안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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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바  소통과 참여의 교육활동

5-바-1. 학부모교육

[시민참여담당관/학부모참여]

 ∘ 학부모에게 교육정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수요자 만족도 제고

 ∘ 대면·비대면 교육을 통한 학부모의 역량 강화 및 학교교육 이해 증진

가. 맞춤형 학부모교육

  1) 상급학교 진학에 대비한 전환기 학부모교육 (연 4회) 

  2) 상설 학부모교육 (연 6회) 

   - 아동학대예방, 성인지, 인권, 환경 등 시대적 흐름에 맞는 상설 원격 교육

  3) 아버지학교 운영 (연 3회), 부모-자녀 소통교육 (연 2회)

   - 가정 내 아버지 역할 제고 및 적극적인 자녀교육 참여를 위한 교육

나.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1) 소규모 시민단체, 마을교육공동체 연계 지역사회 학부모·시민교육 (연 4회) 

  2) 교육 소외계층 학부모교육 (연 4회)

   - 교육 소외계층의 자녀교육 격차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가정과 연계

  3) 학부모 교육 전문강사 지원 (수시)

   - 학교 및 학부모회에서 대면·비대면 교육 요청 시 전문강사 지원

다. 학부모교육 활성화 지원

  1) 광주학부모지원센터 누리집 (http://hakbumo.gen.go.kr)

   -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 학교참여 정보 제공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연계 상시 비대면 강의 자료 제공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반영

사업명 유 초 중 고 특수

학부모교육 계획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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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바-2. 평생교육

[중등교육과/평생교육]

 ∘ 다양한 평생 학습 기회 및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 평생 학습 프로그램과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등을 통한 보편적 복지 추구

가. 학력 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1) 학력 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9개 기관, 19학급)

   - 운영기관: 9개 기관 (초등과정 6, 중학과정 4) ※ 1개 기관 초.중학과정 동시 운영 

   - 프로그램 운영기관 강사비 지원 (시간당 30,000원) 및 기관 평가 (10월)

  2) 3단계 이수자 학력 인정서(초·중학교 졸업 학력) 교부 (2월)  

나. 학원 관리 

  1) 건전한 학원 운영 지원 연수 (학원장, 연중 5회 이상, 3,700명)

  2) 학원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업무 담당자, 5월, 30명)

  3) 외국인 강사 연수 (10월, 1회, 100명 내외)

다.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1) 장애 성인 대상 교육과정 운영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공모  (6개 기관)

라. 평생교육 활동 지원

  1) 소외 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모 지원 (5개 기관, 기관당 2,000천원 내외)

   - 노인․장애인․새터민․저소득층․결혼이민자 등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2) 평생학습관 지정 (17개 기관, 공모 기관당 1,800천원 내외)  

   - 지역민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지원체제 구축

   - 직속기관 5개, 일반평생학습관 8개, 장애인평생학습관 4개 

  3) 평생교육발전자문위원회 운영

마.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1) 광주광역시립도서관 공동주최 도서관 문화 마당 운영 (27,000천원) 

   - (참가 대상) 도서관 및 독서단체 40여 개, 학생․학부모․지역주민 등

   - (주요 내용) 저자초청강연, 독서 체험부스, 도서 전시 운영 등 독서 진흥 행사 추진

  2) 도서관 및 독서 진흥 유공자 표창: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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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바-3. 교육기부 활성화

[교육자치과/자치협력, 시민참여담당관/기후환경협력]

 ∘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연계 활동 지원 및 다양한 교육기부 자원 발굴

 ∘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교육공동체 가치 실현

가. 교육기부 활성화 지원

  1) 지역 사회 연계 협력(MOU) 지원

  2) 교육기부 누리집 유지·관리

  3) 교육기부 프로그램 우수사례집(홍보물) 제작 및 배포 (11월~12월)

  4)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진흥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연 1회 이상)

  5) 교육기부 업무 협약 정비 및 관리

  6) 교육기부 활동 현황 조사 및 정리

  7) 1학교 1고문 변호사제 운영

  8) 교육기부 활성화 유공 장관 및 교육감 표창 (교직원 및 기관 등)

나.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1) 사회적경제 자치배움터 지원 (3월, 9교, 교당 1,000천원)

  2) 학교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2교, 교당 10,000천원)

  3) 찾아가는 협동조합 교육 (16교, 130학급 신청)

  4)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기반 구축

   - 교원 직무연수 (1월, 8월, 회당 20명), 교원 연구회 활성화 (1팀, 15명, 월 1회 운영)

   - 청소년 협동조합 아이디어 공모전 (1회, 9~11월, 11월 발표대회)

   - 학교협동조합 조합원 리더십 캠프 (1회, 7월, 3교 협동조합 연합)

다. 공유 촉진 지원

  1) 교육공유 사업 발굴·추진 지속 관리 (4개분야, 11개 사업)

  2) 공유단체 지정 및 지원 (4단체, 단체당 5,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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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바-4. 교직원 노조와의 상생 협력

[노동정책과/노사협력]

 ∘ 노·사 화합 분위기 조성으로 상생과 협력을 위한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가. 교직원 노조(단체)와의 협력 강화

  1)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 성실 추진

  2) 정책협의를 통한 소통과 협력체제 구축

  3) 협의회 및 연수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로 노조 관련 업무 능력 배양

나. 노동쟁의 예방 강화

  1) 상생 협력의 노사 문화 조성으로 노동쟁의 예방 

다. 단체협약 사항 성실 이행으로 노·사 신뢰 유지

  1) 단체협약의 성실 이행 확인 요구 사항에 대한 점검

※ 광주 교직원 노조(단체) 현황

구분 노조명 (가나다 순)

교원(3개)

･ 광주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광주교총)

･ 광주교사노동조합(교사노조)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전교조 광주지부)

공무원(2개)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광주교육청지부

･ 한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부

교육공무직원(4개)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공공운수노조)

･ 전국공립학교호봉제회계직노동조합 광주지부(전공호노조)

･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여성노조)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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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바-5. 교육정책개발 및 수요자중심 의견 수렴

[정책기획과/정책기획, 광주교육정책연구소, 시민참여담당관/시민참여]

 ∘ 광주교육 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정책 연구 및 개발

 ∘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정책 수립·점검 및 평가로 광주교육 신뢰 제고

가. 교육정책 연구 및 개발

  1) 정책 현안 및 중장기 광주교육 정책 연구·개발

   - 교육격차 해소, 광주 혁신교육 성과 분석 등 9개 과제

  2) 현직 연구원제 운영 

  3) 광주교육 종합실태조사 실시

   - 광주교육 주요 정책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환류를 통한 정책 개선

나. 교육정책 홍보를 위한 「공감 톡톡」연구자료 제작 (상·하반기, 2회)

  1) 국내·외 교육정책 및 광주교육정책연구소 연구 결과 안내

다. 교육정책 연구 협력 체제 구축

  1) 교육정책네트워크 공동 정책 개발 참여

  2) 정책연구자문단 및 현장 전문가 협력망 운영

  3) 타 시·도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와의 정책 공동연구 및 교육포럼 운영

라. 광주교육 정책 의견 수렴 통로 다양화

  1) 광주교육 시민참여단 정기회의 및 분과 위원회

  2)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한 정책 의견 수렴

  3) 광주교육 원탁토론 추진 (1회)



5-바-6. 광주교육 홍보

[공보담당관/홍보기획, 공보]

 ∘ 다양한 홍보 활동 전개로 광주교육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참여 활성화

가. 광주교육 홍보물 제작 지원

  1) 광주교육 정책 영상 제작 (1편)

  2) 다중이용시설 (버스터미널, 역사, 공공게시대 등) 활용 홍보 

  3) 교육캠페인 제작 및 방송 송출 (11편, 연중)

  4) 광주교육 뉴스 영상물 제작 및 방송 송출 (주 1편, 연 40편)

  5) 광주교육 홍보책자 발간 (연 1회)

  6) 광주교육 소식지 발간 (분기 1회, 회당 10,000부)

나. 광주교육 홍보 활동 지원

  1)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유튜브) 홍보

  2) 직장교육, 각종 연수 등을 통한 직원 홍보역량 강화

  3) 인터넷, 방송, 전광판(DID) 활용 홍보

  4) 광주교육 홍보관 누리집(홈페이지) 운영

다. 광주교육 홍보기자단 활성화

  1) 학생 기자단 100명, 시민 기자단 20명

  2) 홍보기자단 인터넷 매체 활용 교육

   - 블로그 기사 작성, 사진·영상 촬영 및 편집

라. 광주교육 공보 활동 지원

  1) 주요 교육정책 및 시책사업 보도자료 제공

  2) 신문사 등 각종 언론 매체 활용 시책 광고

  3) 브리핑 룸을 활용한 주요 정책 및 현안 사업 설명으로 시민과의 소통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