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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 지역의 특성
  가. 명칭과 역사
  광주는 백제시대에 무진주라 칭하였으며, 통일신라시대에는 무진주였다가 무주로 개칭
되기도 하였으며 무진주와 무주를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892년(진성여왕 6년)에는 견훤
이 무진주에서 군사를 일으켜, 899년 전주로 천도하기까지 7년간 후백제의 도읍으로 삼
기도 하였다. 고려 건국을 전후한 시기에 기존 무주 혹은 무진주라 불리던 이 지역은 ‘광
주’라는 지명으로 불리기 시작하여 940년(고려태조 23년)에는 광주가 공식적인 명칭으
로 확정된다. 
  조선시대 좌도․ 우도 체제 아래에서 광주는 전라 좌도에 속하였으며, 광주목, 무진군, 
광산현, 광산군 등으로 명칭 변경이 되풀이되었다. 1896년에는 전라남․ 북도로 행정구역
이 개편되면서 전라남도의 관찰부(도청)를 나주부에서 광주군으로 옮겼다. 일제시대에는 
1910년 광주군 광주면으로 개편, 1931년 읍면제 실시에 따라 ‘광주읍’으로 승격되었으며, 
1935년에는 광주군이 광산군으로 개칭되고 광주읍이 ‘광주부’로 승격되어 광산군에서 분
리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49년에는 광산군청이 송정리로 이전되고 광주부가 
광주시로 개칭되었다. 1986년 11월 1일에는 광주가 전라남도에서 분리되어 광주직할시
로 승격되었고, 1988년에 광산군과 송정시가 광주직할시에 편입되었으며, 1995년 광주
광역시로 개칭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나. 지리적 특성
  광주는 동쪽의 소백산맥과 북쪽의 노령산맥 사이에 자리잡고 있는 영산강 분지의 북동
쪽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서와 남북 간의 연장거리는 각각 34.3㎞, 23.1㎞이고, 
면적은 501.18㎢이다. 전라남도 내륙에 위치한 광주는 담양군, 장성군, 함평군, 나주시, 
화순군으로 둘러 싸여 있다. 광주를 전체적으로 보면 분지형태를 띠고 있으며, 동부는 무
등산과 봉우리들로 높은 산지를 이루고, 남과 북으로는 오랜 침식에 의한 낮은 구릉성 
산지가 분포하고 있다. 한편 서부는 영산강과 광주천의 여러 지류들에 의해 형성된 평야
지대를 이루고 있다.
   광주 지방의 기후는 봄과 가을에는 건조하고 맑은 날이 많으며 여름에는 무덥고 가끔 장
마와 호우, 태풍에 의한 기상재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겨울에는 시베리아의 차고 건조
한 북서풍이 서해의 습기를 받아들여 백두대간의 호남정맥에 부딪치면서 많은 눈이 내린다. 
연간 총 강수량은 평균 1,600㎜ 내외로 사계절이 뚜렷하고 기온이 온화하다.



  다. 사회와 문화
    1) 호남권의 경제․ 행정․ 교육의 중심 도시
   광주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과 함께 국내 7대 도시에 드는 대도시이며, 
호남의 거점도시로서 경제․ 행정․ 교육․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한다. 시의 동부에 국립공원 
무등산(1,187m)이 있고, 도심에 광주천이 흐르며 산지 지역과 평야 지대의 접촉지에 자
리함으로써 군사, 행정, 교역상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예로부터 광주는 호남지방의 행정, 군사,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가 바탕이 되어 
행정 및 기업 관리 기능(企業管理機能)이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넓은 호남평야의 
곡창지대와 임해공업지대 및 수산업 지역을 배후지로 가지고 있어 호남 경제권의 중심지
로서 지위를 굳히고 있다.
   또한 초등교육기관과 국립대학 2곳을 비롯하여 사립대학들이 소재하고 있어 교육 도
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으며, 입지 여건 면에서 교통의 요충지이고, 자동차․ 전자 산
업 등 기존 주력 산업을 토대로 첨단 지식기반 광산업․ 디자인 산업․ 첨단 부품 소재 산
업을 3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고 있다.
   본격적인 지방 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행복한 창조 도시 광주’를 목표로 서남해안 시
대를 선도하는 교통․ 정보 통신 및 첨단 산업의 핵심도시,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중심 도
시로 발돋움 하고 있다.
    2) 의향(義鄕) 광주
   광주는 국난이 닥칠 때마다 분연히 일어서 나라를 지킨 애국충절의 전통을 지니고 있
다. 임진왜란과 구한말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 떨쳐 일어났던 호남의병, 일제 강점기 
3․1운동 이후 최대의 전국적 항일운동의 횃불이 된 광주학생독립운동, 1980년 5월 군사 
독재에 항거하며 민주․ 인권․ 평화를 지킨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가 면면히 이어지
는 의향(義鄕)이다. 해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는 국립 5․18 민주 묘지에 국내외 
인사들이 모여 그날의 함성과 희생을 추모하고,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에도 선열들의 항
일 정신을 기리는 구국과 민주화운동의 성지이다.
    3) 예향(藝鄕) 광주
   광주는 문화와 예술의 고장이다. 한국화의 허백련, 서양화의 오지호, 판소리의 임방
울, 서정시인 박용철 등 걸출한 예술인들을 배출한 예향(藝鄕)이다. 특히, 타 지역에 비
해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인구 비율이 높으며, 사람들이 명리(名利)를 탐하지 않는 소박
한 기질로 풍류와 서화․ 가무를 즐기는 등 문화예술의 전통이 남다른 고장이다. 또한 
1995년부터 세계적인 미술 축제인 광주비엔날레를 2년마다 개최하고 있다. 옛 전남도청
과 그 주변에 건설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 문화의 허브, 문화 중심 도시의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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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세계 속 예술도시의 도약대가 될 것이다. 예향의 도시답게 전국 단위의 각종 예술
제가 계속 열리고 있으며, 지역 문화원 단위의 문화예술 행사에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2. 일반현황
  가. 학교 수
   2014년 4월 1일 현재 학교 수는 국․ 공․ 사립을 합하여 유치원 308개원, 초등학교 150
교, 중학교 88교, 고등학교 67교, 특수학교 5교로 2011년 대비 유치원(50개원), 초(3
교)․ 중(2교)․ 고(1교)가 증가하였으며, 택지개발지구로 유입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하
여 2011년 이후 6교를 신설하였으나, 택지개발 사업이 대부분 완료되어 향후 학교 신설
은 정체될 것으로 보인다.

[��� �� � 현황]
(단위 : 교)

            연도학교급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유
초
중
고

특수

258
147
 86
 66
  5

278
148
 86
 67
  4

295
149
 87
 67
  5

308
150
 88
 67
  5

계 562 583 603 618

  나. 학급 수
   최근 4년간 초․ 중‧ 고등학교 학급 수는 저출산 영향에 따른 학령 인구의 감소로 인하
여 학급 수가 감소 추세에 있으며, 유치원․ 특수학교 학급 수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추
진에 따라 학급 수가 증가 추세에 있으나, 앞으로는 저출산 영향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로 인하여 학급 수도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 �� � 현황]
(단위 : 학급)



              연도 학교급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유
초
중
고

특수

 889
4,120
1,927
1,870
 170

 969
4,076
1,945
1,900
 164

1,091
4,002
1,936
1,901
 185

1,175 
3,991
1,903
1,893
 186

계 8,976 9,054 9,115 9,148

  다. 학생 수
  최근 4년간 공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으로 인해 저출산의 영
향에도 유치원생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
으며, 앞으로 초등학생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어 소폭으로 감소하고 중․ 고등학생이 급
격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 �� � 현황]
(단위 : 명)

              연도학교급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유
초
중
고

특수

 18,549
109,760
 68,761
 68,049
   996

 20,445
102,912
 66,937
 67,576
   962

22,676
96,055
65,124
67,374
 1,017

23,169
93,622
61,784
65,607
 1,004

계 266,115 258,832 252,246 245,186
  라. 학급당 학생 수
   유․ 초․ 중․ 고․ 특수학교는 학교의 신‧ 증설과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의 감소 및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추진 등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급당 학생 수는 감소 추세에 있어 지속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여 운영할 계획
이다.

[��� ��� �� � 현황]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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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학교급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유
초
중
고

특수

20.9
26.6
35.7
36.4
 5.9

21.1
25.2
34.4
35.6
 5.9

20.8
24.0
33.6
35.4
 5.5

19.7
23.5
32.5
34.7
5.4

* 광주교육통계연보 기준

  마. 학교법인 현황
   우리 시 교육청 관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수는 2011년 29개 법인에
서 2013. 6. 27. 학교법인 월광학원의 설립으로 1개 법인이 증가하여 현재 30개 법인이
며, 사립학교 수는 2011. 12. 20. 특수학교(인화학교) 1교 폐지와 2014. 3. 1. 각종학교
(월광기독학교) 1교 개교로 관내 사립 초․ 중․ 고․ 특수․ 각종학교 수는 총 75교이다. 최
근 학교법인 및 학교 수 변동 추이로 보아 향후 학생 수 감소 등으로 학교법인 및 사립
학교의 증가 요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 ���� � 현황]
(단위 : 개)

연도 법인 수 학교 수
초 중 고 특수 각종학교 계

2011년 29 3 25 42 3 2 75
2012년 29 3 25 42 2 2 74
2013년 30 3 25 42 2 2 74
2014년 30 3 25 42 2 3 75  



  바. 평생교육기관 현황
  지역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발굴 및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으로써 
역할을 평생교육관 및 공공도서관 등이 담당하여 왔으며, 학원 및 교습소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학원 및 교습소 감소 원인은 학
원중점관리구역 지정, 신고포상금제 운영 등 꾸준한 지도점검 대책에도 있지만 개인과외교
습자 증가와 계속적인 학생수 감소가 원인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 ������ 현황]
(단위 : 기관수)

             연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공 공 도 서 관
학 생 회 관
교 육 문 화 회 관
평 생 교 육 관
학   원
교 습 소

2
1
1
1

3,954
1,431

2
1
1
1

3,838
1,293

2
1
1
1

3,841
1,268

2
1
1
1

3,834
1,258

계 5,390 5,136 5,114 5,097

  사. 재정 현황
  2014년 예산은 1조 6,790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조 6,051억원 대비 4.6% 증가하
였으나, 이 중 93%가 의존재원으로 대규모 재원투자 사업을 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상태임에도 누리과정 지원, 초등 돌봄교실 운영 등 국가시책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 
따라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출예산 중 인건비, 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누리과정 
지원, 초등 돌봄교실 운영 등 국가시책 사업과 초․ 중학교 무상 의무급식비 지원, 수학여
행비 지원 등 공약사업 추진 그리고 기타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
는 실정이다.  
  2014년 이후에는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소비세 확대 방안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으로 
내국세의 감소와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세수 결손 등에 따라 보통교부금 감소가 예상되며, 누
리과정 지원, 초등 돌봄교실 운영 등 국가시책 사업 추진과 학교 재배치 및 신설 그리고 기관 
신설 등의 대규모 투자사업과 맞물려 상당한 재정적 압박이 예상되고 있다.

[��� �� 현황]
(단위 : 백만원)



제2절 광주교육 현황

                   연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세입
이전수입 1,486,844 1,502,470 1,572,704 1,514,841

자체수입 등 144,868 178,251 169,329 164,177
계 1,631,712 1,680,721 1,743,033 1,679,018

세출
유아및초중등교육 1,446,785 1,565,170 1,632,382 1,624,472

평생·직업교육 4,466 3,123 3,100 4,769
교육일반 180,461 112,428 106,551 49,777

계 1,631,712 1,680,721 1,742,033 1,679,018
* 2011년 ~ 2013년은 최종예산, 2014년은 본예산 기준

[2010~2014�� �� 현황]

   ○ 세입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본예산)

장 관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이전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 1,231,222 75.4 1,255,868 74.7 1,316,443 75.6 1,264,113 75.3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54,139 15.6  245,623 14.6  253,399 14.5 248,028 14.8
기타이전수입 1,483 0.1    979 0.1  2,862 0.2 2,700 0.1
소 계 1,486,844 91.1  1,502,470 89.4  1,572,704 90.3 1,514,841 90.2

자체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24,847 1.5  25,517 1.5  25,062 1.4 24,423 1.4
행정활동수입 1,005 0.1  1,036 0.1   1,112 0.1 1,019 0.1
자 산 수 입 1,858 0.1    931 0.0   17,774 1.0 4,976 0.3
이 자 수 입 6,875 0.4  7,200 0.4   8,300 0.5  6,868 0.4
금융자산회수   614 0.1   280 0.0     80 0.0 0 0.0
기 타 수 입   373 0.0    944 0.1  1,877 0.1 1,645 0.1
소 계 35,572 2.2  35,908 2.1  54,205 3.1 38,931 2.3

차입
지 방 교 육 채 0 0.0  0 0 19,619 1.1 45,246 2.7
소 계 0 0.0  0 0.0  19,619 1.1 45,246 2.7

기타 
전년도이월금 109,296 6.7  142,343 8.5   95,505 5.5  80,000 4.8
소 계 109,296 6.7  142,343 8.5  95,505 5.5 80,000 4.8
합  계 1,631,712 100 1,680,721 100 1,742,033 100 1,679,018 100 



    ○ 세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본예산)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1.  유아및초중등교육 1,446,785 88.7 1,565,170 93.1 1,632,382 93.7 1,624,472 96.8 
가. 인적자원운용 681,136 41.7  713,072 42.5  801,161 46.0 818,355 48.7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143,817 8.8  162,156 9.6  116,392 6.7 78,537 4.7  
다. 교육복지지원 76,092 4.7  111,097 6.6   167,599 9.6 186,869 11.1  
라. 보건/급식/체육활동  7,913 0.5   8,896 0.5    5,533 0.3  2,793 0.2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368,374 22.6  426,682 25.4  427,105 24.5 426,207 25.4  
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69,453 10.4  143,267 8.5  114,592 6.6 111,711 6.7  
2. 평생·직업교육  4,466 0.3  3,123 0.2    3,100 0.2   4,769 0.3  
가. 평생교육 4,276 0.3  2,919 0.2    2,895 0.2  4,572 0.3  
나. 직업교육   190 0.0  204 0.0    205 0.0    197 0.0  
3. 교육일반 180,461 11.1  112,428 6.7  106,551 6.1 49,777 3.0  
가. 교육행정일반 13,069 0.8  12,547 0.7  11,537 0.7 13,196 0.8  
나. 기관운영관리 26,154 1.6  45,267 2.7  21,629 1.2 10,565 0.6  
다. 지방채상환및리스료 87,643 5.4  22,967 1.4  22,819 1.3 22,541 1.3  
라. 예비비및기타 53,595 3.3  31,647 1.9  50,566 2.9 3,475 0.2  

합계 1,631,712 100  1,680,721 100  1,742,033 100 1,679,018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