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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한 학교 만들기

  가. 친환경 무상의무급식 추진
 개       요

   무상의무급식은 실질적인 의무교육(초등학교, 중학교)의 이행 및 모두를 위한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교육 양극화와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학교급식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2010년도 초등학
교를 시작으로 중학교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하였다.

 추 진 실 적

    무상의무급식 추진
   2010년 11월 초등학교 전체 무상의무급식을 시작으로 2012년 3월 중1학년, 2012년 10월 
중2~3학년까지 확대 실시하여 초‧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광주시, 
자치구)에서 무상의무급식에 대한 급식비 부담률은 2011년 초 1~3학년의 50%를 시작으로, 
2012년 초등학교 전체의 50%, 중 2~3학년분 20억원을 부담하였고, 2013년부터는 초‧ 중 전
체 급식비 중 식품비의 70%를 부담하는 무상의무급식을 실시해오고 있다.

� � [������ ���� � 지방자치단체(시,자치구)�분담율]

                                                        (단위 : 백만원)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고

무상의무급식비 19,602 50,345 80,135 99,954 99,554
지자체분담율

초 1∼3학년의 50%
초 전체의 50%
중2∼3학년분 

20억
초‧ 중 전체 식품비의 70%

추진상황
2010.11.∼현재 : 초등학교 전체실시

2012. 3.∼현재 : 중1학년2012.10.∼현재 : 중2∼3학년 확대 실시
    친환경 식재료비 지원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에 우선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심신발달과 농
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과 교육청의 대응투자로 운영



해오고 있다.
[��� ����� ���� �� � �� 현황]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고
지원액
(천원) 3,372,000 5,348,501 7,332,991 8,924,746 7,330,528

1식당
(중식) 
지원비 
: 200원 

지원
대상

초·중·고 일부,
특수(100%)

중·고 일부초․특수(100%)
고 일부초․중․특수 (100%)

초․중․고․특수 (100%) 초․중․고․특수(100%)
구매품목

구매물량(톤)
구매금액(백만원)

구매물량(톤)
구매금액(백만원)

구매물량(톤)
구매금액(백만원)

구매물량(톤)
구매금액(백만원)쌀 477 1,692 1,062 3,340 1,706 4,819 2,861 8,070

잡곡 33 300 107 937 264 1,710 430 2,396
채소류 504 1,613 682 2,612 1,074 3,858 953 4,186
과실류 335 595 104 888 189 1,373 175 1,395
축산물 281 2,010 388 3,190 746 5,033 949 7,239
기타 104 520 136 645 145 964 209 1,753
계 1,734 6,730 2,479 11,612 4,124 17,757 5,577 25,039

친환경 농산물 MOU체결(2011.4.20.)

   친환경 우수 식재료 공동구매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식재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공공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예산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 6월부터 친환경우수식재료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있다. 

[��� �� ��� ���� �� 현황]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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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비 고

공동구매 
사업비

친 환 경 쌀 5,000 7,950 7,950
친 환 경 잡 곡 2,000 2,000
고 춧 가 루 1,000 1,000
김 치 1,500 1,500

계 5,000 12,450 12,450

 성과 및 전망

   무상 의무급식은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차별과 소외됨이 없이 모두가 함께하
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협력으로 학생들에 대한 
공동 책무감을 갖도록 하였다. 특히, 학교급식에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우선 사용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을 도모하였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에 따른 생산농가
의 소득증대 및 친환경 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등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였으며, 
지속적인 무상의무급식을 통하여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나. 학교보건 및 건강교육 내실화   
 개       요

   학교 보건교육은 미래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건강관리 능력을 습득하여 
건강을 위한 행동실천이 수반될 수 있도록 보건 교육과정이 운영되어야 한다. 초․ 중등교
육과정 부분 수정 고시로 2009년 3월 1일부터 초․중등학교에서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이
루어지도록 교육과정이 마련되었다. 개발된 보건 인정도서(교과서 및 지도서 포함) 개발․
보급과 보건 인턴강사 배치 운영, 보건 순회 기간제 교사 배치 운영, 교육부 및 시지정 연
구학교 운영, 건강증진학교 시범적용 운영을 통해 치료 중심에서 질병예방과 보건교육을 포
함하는 건강증진의 개념으로 학교 보건교육의 내실화를 꾀하였다.
  
 추 진 실 적

    보건 교육과정 운영
   보건 교육과정은 건강의 소중한 가치를 알고 몸과 마음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며, 건
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실생활에 접근 가능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시교



육청은 보건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2011년부터 학교보건 인턴강사(교사) 15명(30
교), 2012년 15명(30교), 2013년 40명(40교), 2014년 23명(23교)을 배치하여 보건교
육의 내실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건강문제 해결과 체계적인 보건교육 지원 대책으로 우리 시교육청 개
발 보건 인정도서(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 및 지도서) 및 보건 교과서의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해당 학년 학생들이 건강 행위의 주체로서 권리와 
역할을 인식하고, 스스로 건강을 지키며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 �� 현황]
  (단위 : 교, %)

연수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 체학교수 배 치학교수 배치율 전 체학교수 배 치학교수 배치율 전 체학교수 배 치학교수 배치율 전 체학교수 배 치학교수 배치율

초 147 131 89.1 148 132 89.1 148 130 87.8 149 125 83.8
중 87 49 56.3 87 47 54.0 88 49 55.6 89 52 58.4
고 66 45 68.1 67 46 68.6 67 45 67.1 67 47 70.1

특수 5 5 100 4 4 100 5 3 60.0 5 4 80.0
계 305 230 75.4 306 229 74.8 308 227 73.7 310 228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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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 시범학교 및 연구학교 운영 
   건강증진학교는 학생․ 교직원․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2011년 5개교(초 4교, 
중 1교) 운영, 2012년도 11교(초 5교, 중 3교, 고 3교), 연구학교 2교(초 2교), 2013년
도 40교(초 25교, 중 8교, 고 7교) 학교흡연예방교육 선도학교 운영, 2014년도 연구학
교 3교(초 2교, 중 1교), 학교흡연예방교육 선도학교 35교를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포
괄적인 건강 개선 프로그램을 확산시키고, 건강증진 교사연구회 운영, 건강 캠프, 건강증
진 관계자 워크숍 개최, 유관기관과 연계한 건강한마당 축제와 전시회를 매년 개최하여 
일반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자료와 우수사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각급 학교에서는 건강한 학교환경 조성, 건강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보건교육 
실시, 보건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와 연계활동,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영양 및 식품안
전, 체육교육과 여가활동을 위한 기회, 상담 서비스 제공 등으로 평생 건강의 기틀을 마
련하고 있다. 

    학생 건강관리 강화
   각급 학교별로 신체발달상황 검사, 건강 검진 등의 학생 건강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학생 건강검사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2011년 30교, 2012~2014년 23교
를 건강검사 표본학교로 지정 운영하였다.
   학생건강검진기관 선정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 지정의료기관(공공기관 포
함)을 대상으로 학교별로 2개 이상 검진기관을 선정하여 학생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근 골격 및 척추상태 외 14종목에 대하여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
학년 학생들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급 학교별로 건강검진 대상자를 제외한 
학년에 대하여 신체발달상황 및 결핵(X-선) 검사, 소변검사, 구강검사, 시력검사 등 4종
목을 실시하고 있다.
   건강은 신체적 건강만이 아닌 사회적, 정신적 건강의 영역이 포함되며, 정신건강 영역
에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져 가고 학생들의 학교적응․ 정서문제․ 자살 문제 등이 증가함
에 따라 2011년 학생 정신건강 연구․ 시범학교를 70교 지정 운영하였고, 학생 정서․ 행
동특성검사를 2012년 306교 전체학생 대상 실시, 2013년․ 2014년 310교의 초1, 4학년, 
중1학년, 고1학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정신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
의 관리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보건실 시설 ․ 설비 개선



   학교보건실은 학교에서 보건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다. 기존 보건실의 
노후된 시설․ 설비를 개선하여 학생 및 교직원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
고, 나아가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신뢰가 향상될 수 있도록 보건
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각급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해 학교 표준보건
실 모델을 개발하여 2010년까지 전체학교의 74.4%를 완료하였으며, 2011년부터 교당 
2,500만원씩 지원하였다.

[����� ��� �� �� 현황]
   (단위 : 교, 실)

              연도 구분   
 보건실 현대화 추진내역 계2011년 이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초 149 111 15 4 130
중 89 65 8 2 1 76
고 67 50 4 54

특수 5 4 4
계 310 230 27 2 5 264

    성교육 활성화
   성교육의 목표는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성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주며, 성적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예방하고 자신의 성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2011~2012년 10시간, 2013~2014년 15시간 의
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12년 이후 학생용 워크
북 및 교사용 지도서(초 5학년, 초 6학년, 중학생용, 고등학생용, 특수학생용, 교사용 지
도서) 8종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 또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
내 초․ 중등학교에 ‘소중한 성 바로알기’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관련 CD자료 등을 개발․
제공하여 실제 생활 속에서 체득할 수 있고 가치관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실질적
인 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아동․ 청소년 성폭력 문제를 학생 성교육만이 아닌 교사․학부모 교육을 통해 해결하고
자 2014년 성폭력 예방교육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초등학교 교사용 15차시, 중등학교 
교사용 15차시, 초등학교 학부모용 7차시, 중등학교 학부모용 7차시) 보급하였다. 
 
 성과 및 전망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보건교육, 보건봉사, 학교보건시설․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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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등 건강한 학교환경조성을 포함한 제반 학교보건 활동을 통하여 교육의 성취도와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졌다.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종 건강검사를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질병에 
대한 예방교육과 지속적인 관찰로 건강한 학교생활 유지는 물론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여 경제적인 손실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발달 단계별로 체계적인 성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 개개인의 태도와 습관 변화 및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명랑
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학교보건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회(2013.3.8.)



  다. 환경·생태교육 실시
 개       요

   학생들에게 학교환경교육을 통하여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저탄소 녹
색성장 등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체험학습형 환경교육 
지원 및 환경교육 담당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환경담당교사 연수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교육(ESD)과 연계한 환경보전교육 지원 및 환경부의 국고 지원
금과 우리 시교육청 자체 계획을 통해 학교환경조성, 환경활동 등에서 활동실적이 우수
한 학교를 발굴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더욱 확산시켜 환경에 관심 있는 학교를 
계속 발굴·지원 할 계획이다.

 추 진 실 적

    환경·생태교육 담당교사 연수 및 전문가 육성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력을 제고하고자 환경·생태교육 추진, 환경동아
리 운영, 환경관련 유관단체견학 등을 통하여 환경교육 담당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환
경교육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환경전문강사 인력풀제를 운
영하여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환경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환경·���� ���� �� 현황]
(단위 : 명) 

                       연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환경·생태 담당교사 직무연수 75 206 60 70
환경·생태 담당교사 체험연수 230 90 80 80

    학교 환경체험활동 운영 지원
   환경부․ 교육부․ 우리 시교육청은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고 감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환경보전 활동 및 환경문제 해결
에 직접 참여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우수한 학교를 지정하여 
현장체험 중심의 교육과 실천활동, 인식 향상과 실천을 위한 논의와 토론교육, 생태적 교
육관점의 생활지도 및 학급활동, 환경·생태교육활동 매뉴얼과 프로그램도 개발․ 보급하고 
있다.

[�� ������ �� ��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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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교)
                                    연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우수학교 지원(환경부) 10 10 10 15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우수학교 지원(교육청) 11 10 10
학생환경 동아리 지원 8 12 10
녹색성장교육 선도학교 지원 2
학부모 환경교실 운영 5
찾아가는 환경교실 책임운영기관 선정 1
환경교육시범학교 (환경부 지정) 2 1
지속가능발전교육 선도학교 지원 1
지속가능발전교육 미래형 융합교실 구축 2

 

학교텃밭활용 채식 봉사(2011.6.24.)



    녹색성장 교육 활성화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 실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초등학교
용 빛고을 초록사랑 환경교재와 지도서를 2011년부터 현재까지 160개교(기관)에 개발·
보급하여 교과활동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토록 권장하고 있다. 학교에서 학생
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친환경적으로 이용하여 온실가스, 탄소 등을 적게 
배출하는 방법을 직접 체험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11년부터 현재까지 3년 동안 환
경교육 우수학교에 에코교실 4교 4실을 조성하여 환경교육 체험활동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 개발·�� � ���� ��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초 등 학 교 용 
환경교재 빛
고을초록사랑 
개발·보급

주요내용
1~4학년용
개발·보급

8종/74,120부/
158기관

5~6학년용
개발·보급

4종/48,540부/
159기관

1∼6학년용
수정·보급

12종/76,369
부/160기관

1~6학년용
수정·보급

12종/76,369부
/160기관

예
산

시청 100,000 45,000 45,000 45,000
자체 100,000 45,000 75,000 50,000

에코교실조성
대상학교 염주초

효동초 봉주초 매곡초
예
산

시청 20,000 20,000 20,000 20,000
자체 20,000 20,000 20,000 20,000

 

 
 성과 및 전망

   청소년들에게 환경과 자연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증진시켜 환경 문제에 대한 올바
른 대처능력 향상과 친환경 실천의 생활화 유도로 직접 실천하고 느끼는 환경체험교육으
로 전환할 수 있는 기본토대를 마련하였다. 앞으로 환경교육의 제도화와 확산을 위한 다
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통합적인 환경교육을 위하여 지속 가능 발전교육과 환경교육의 연
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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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학교 환경위생 관리 강화
개       요

   성장기 학생들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육성하고자 학교 먹는 물의 안
전성을 확보하고 학교 내․ 외 유해환경으로부터 학교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교
사내 공기 질 등 환경위생 개선을 통해 오염 가능성을 배제하고 정기적인 관리를 통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왔다 

추 진 실 적

    학교 환경위생 관리 
   학교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와 위생적인 식수 공급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보
호와 유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각급 학교에 설치된 정수기 및 냉․ 온수기에 대해 매분기 1
회 이상 및 각급학교 정수기 사용 수량의 10% 이상을 불시점검하여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학교 교사내 공기질 등 환경위생 개선을 위하여 미세먼지 등 
16개 항목에 대해 연 1회 이상 측정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청소용역 사업에 연간 1,300만원을 지원하여 깨끗한 학교 만들
기 사업을 실시하였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교육환경보호제도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및 학교설립예정지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 관리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교주변 교육 환경보호 강화를 
위하여 지역 교육장 소관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 안에서의 유해시설 설치 억제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최대화 하면서 학생들의 학
습권 보호에 최선을 기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정화구역내 유해업소 실태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성과 및 전망

   학생과 교직원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수공급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 설치된 정수기 
및 냉․ 온수기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이 먹는 물
을 안전하게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교사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
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어린 학생들이 위생



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하여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한 청소용역사업을 추진하
였다.
   또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급 학교 설립 시 설립예정지에 대한 교육환
경 평가를 실시하여 학교주변 교육환경의 근본적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설립 
후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 관리함으로써 학교주변 유해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
하여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있다.
 
2. 유아교육의 내실화
  가. 유치원 기본과정 운영 충실
 개       요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도입으로 기본생활습관과 창의․ 인성교육을 강조하며 기본과
정의 충실한 운영으로 전인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및 장학자료 개발․ 배부, 교원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연구시범유치원 운영, 교수․ 학
습방법 개선을 위한 각종 대회 운영, 독서교육의 생활화, 나눔과 배려를 통한 인성교육 
강화, 혁신유치원 운영 등을 지원하였다.

유아교육 운영계획 설명회(2013.2.6.)

 추 진 실 적

    기본과정에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누리과정을 기본으로 한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교
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수정 고시하였다. 또한 광주유아교육 운영계획 설명회를 개최
하여 유아교육의 기본방향을 안내하였고, 장학자료를 개발․ 보급하였으며, 단위유치원별
로 연령별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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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실시
   교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전체 공․ 사립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3~5
세 연령별 누리과정 집합연수와 원격연수를 실시하였고, 공․ 사립유치원 관리자(원장․ 원
감)는 한국교원대학교 위탁연수를 실시하였다.

[�� �� ��� �� �� 현황]
                                                                        (단위 : 명)
                         연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 고

 맞춤형 교원 연수 1,026 1,644 1,408 1,085
 누리과정 교원연수(집합연수) 675 1,674 350
 누리과정 원격연수(15시간) 1,161
 겸직관리자 연수(원장․ 원감) 97 187(85) 93

    유치원 교수 ․ 학습방법 개선
   유치원 현장의 연구풍토 조성으로 교수․ 학습방법을 개선하고 현장연구 활동 우수사
례 결과 공유 및 일반화를 위해 동화구연대회, 유치원 수업연구대회, 유아교육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분야별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교
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컨설팅 장학을 지원하였다. 시범유치원 운
영으로 교육과정의 질적 향상을 모색하고 그 결과를 일반화하였으며, 수업연구 동아리 
운영 및 지역별 협력네트워크 운영 등으로 교원의 자율적 연수 및 연구 활동 참여 분위
기를 조성하여 교수․ 학습방법 개선에 노력하였다.

[교수 ․���� �� �� �� �� 현황]
                                                               (단위 : 회, 천원)

               연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고횟수 지원액 횟수 지원액 횟수 지원액 횟수 지원액

 유치원수업연구대회 1 2,820 1 1,200 1 2,600 1 2,550
 유아교육 우수사례
 발 표 대 회 1 810 1 700 1 700 1 510
 동 화 구 연 대 회 1 3,000 1 3,000 1 3,000 1 3,000

    유치원 독서교육 생활화 노력
   유아발달에 적합한 다양한 독서 활동을 위하여 유치원에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여 도
서 구입 및 독서 환경을 개선하였다. 또한 독서 골든벨, 도서 대여 프로그램, 가정과 연



계한 독서교육 생활화에 노력하였다.

� [�� ��� �� 현황]

               (단위 : 개원, 천원)
           연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고
 유 치 원  수 115 119 120 124
 지 원 액 57,500 59,500 60,000 62,000   

    인성교육 강화 및 활성화
    체험․ 놀이 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연중 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였다. 2012년도부터는 교육부 선정, 바른 인성 우수기관(5개원)을 운영함으로써 
인성교육 강화 및 일반화에 기여하였다.

[���� ���� �� 현황]
                                                             (단위 : 개원, 천원)

            연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고
 유 치 원  수 5 5 5
 예 산 33,000 33,000 33,000

    초등연계 혁신유치원 운영 지원 
 초등혁신학교와 연계하여 병설유치원을 혁신유치원으로 운영하고, 유치원 교육과정과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서 놀이중심 체험활동이 연계되도록 하였다.

[����� �� 현황]
                                                             (단위 : 개원, 천원)

             연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고
 혁 신  유 치 원  수 2 4 9 10
 지 원 액 6,000 10,500 25,500 19,000

 성과 및 전망

   공․ 사립 유치원 교원에게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연수, 관리자 연수, 컨설턴트 연수 
등을 실시하였고, 교수․ 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각종 대회를 실시하여 우수 사례 공유 및 
일반화에 힘썼다. 혁신유치원 운영은 초등혁신학교와 연계하여 통합 지원하였다.
   향후 인성교육중심의 누리과정이 현장에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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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고 맞춤형 컨설팅장학 활성화로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나. 유치원 방과후과정 내실화
 개       요

   맞벌이 가정이 늘어남으로써 장시간 유치원에서 생활하는 유아들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하여 방과후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의 심화․ 확장, 편한 휴식, 낮잠, 바깥놀이 등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기타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방과후과정 특성
화 활동 지원, 방과후과정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방과후과정 운영비 지원, 
돌봄유치원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적․ 물적 지원으로 방과후과정 내실화에 노력하
였다.



 추 진 실 적

    방과후과정 특성화 활동 지원
   유치원 방과후과정은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활동중심으로 유아발달 특성 및 연령에 
적합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유아 1인당 1일, 1과목, 1시간 이내 운영하도록 하였고 방과후과
정 특성화 활동비를 지원하여 사교육비 절감에 노력하였다. 또한 교육부에서 개발한 특성화 
프로그램 장학자료를 활용하여 방과후과정 특성화 활동 질 향상에 노력하였다.

[����� ��� ��� �� 현황]
                                                             (단위 : 개원, 천원) 

             연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고
 유 치 원  수 197(공․ 사립) 203(공․ 사립) 269(공․ 사립) 124(공립)
 지 원 액 472,800 487,200  538,000  248,000

    방과후과정 담당자 역량 강화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 활용도가 높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
형 연수를 실시하였다. 또한 방과후과정 프로그램 특성화 강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유
아발달 특성, 교수․ 학습 방법, 강사의 역할과 자세 및 교육부에서 제시한 방과후과정 
프로그램특성화 연수를 실시하여 방과후과정 운영의 충실도를 높였다.

[����� ��� ���� 현황]
                                                                    (단위 : 명)

                       연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방과후과정 담당 교원 직무연수 1,302 994 559 220
특성화 프로그램 강사 직무연수 159 106 191 173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학급에 방과후과정 담당 인력을 지원하였다. 또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방과후과정 운영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무상교육비 지원 (유아 1
인당 사립 7만원, 공립 5만원), 운영비 지원(학급당 연 200만원)등으로 방과후과정 운
영 내실화를 기하였다. 

[����� �� �� 현황]
                                                               (단위 : 명,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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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방과후과정 담당 인력 지원 166 194 202 217
방과후과정 운영비 지원 606,000 664,000 1,119,000
방과후과정비 지원

(유아 1인당)
공립 저소득층 자녀 30 50 50 50
사립 저소득층자녀 50 70 70 70

    돌봄 유치원 운영 지원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엄마품 온종
일(7:00~22:00), 아침 돌봄(7:00~9:00), 야간 돌봄(17:00~22:00)을 안전하고 질 높
은 돌봄 서비스 운영을 통해 육아부담 경감 및 저출산 문제 완화에 기여하였다.

[�� ��� �� �� 현황]
                                                             (단위 : 개원, 천원)

                       연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엄마품 온종일 유치원 유치원 수 10 9 7 2

지 원 액 500,000 405,000 280,000 72,000
아침 돌봄 유치원 유치원 수 2 6 8

지 원 액 40,000 120,000 128,000
야간 돌봄 유치원 유치원 수 2 7 7 6

지 원 액 60,000 210,000 168,000 144,000

 성과 및 전망

   국가시책에 맞추어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 경감 및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유치
원 방과후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해 방과후과정 운영 학급에 교원을 전원 배치하였다. 또
한 방과후과정 운영비, 특성화 활동비, 돌봄유치원 운영 등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교육 및 돌봄 활동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다. 2014년도에는 방과후과정 
운영비를 보조인력 인건비와 통합하여 학급당 연 300만원씩 지원하였다.
   향후 방과후과정 프로그램 특성화 활동은 유아 1인당, 1일, 1시간 이내에서 운영하도
록 지도․ 감독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돌봄 운영을 지원하여 유아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방과후학교 학부모코디네이터 연수(2011.6.22.)

  다.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개       요

   창의적인 인재양성의 기본틀을 마련하기 위한 유아교육의 교육여건 개선으로 유치원 교
원의 업무를 경감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 개선비 
지원,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도․ 농 체험교육활동 지원,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비 지
원 및 취학률 향상 노력 등 인적․ 물적 지원으로 유아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

 추 진 실 적

    유치원 교원 업무 경감
   교원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 단설유치원에 교무실무사를 배치하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에 노력하였다. 또한 유치원 교원의 4일 이상 1개월 이내 필요 요
청이 있는 경우 교사 수업결손 방지를 위하여 순회기간제 교사를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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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현황]
                                                                  (단위 : 회, 명)

             연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순 회 기 간 제 교 사
지 원  횟 수 192 196 198 400
순 회 기 간 제  교 사 2 2 2 4
교 무  실 무 사 6 6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교직수당 월 25만원, 처우개선비 월 15만원, 
담임수당 월 11만원을 지원하여 사립유치원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였다.

[����� �� ����� �� 현황]
                                                               (단위 : 명, 천원)

             연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유 치 원  수 143 150 167 180
지 원 액 3,676,409 4,795,901 6,552,515 8,113,440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사립유치원 납입금 안정화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년대비 유치원 납입금
(수업료, 급․ 간식비 교재비, 차량운영비, 수익자 부담경비 등)을 동결한 유치원에 대해 
운영비를 학급당 월 20만원과 3학급 이하의 영세한 유치원에는 학급당 월 18만원을 추
가로 지원함으로써 물가 상승 억제 등 정부시책에 부응하였다.

[����� ��� �� 현황]
                                                             (단위 : 개원, 천원)

             연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고
 유 치 원  수 85 104 110
 지 원 액 1,458,000 1,641,120 1,512,000



    도 ․ 농 교류체험활동 지원  
   도시와 농촌 소재 유치원이 1:1 자매 결연을 맺어 텃밭가꾸기, 전통문화체험, 예술 
활동 등 다양한 행사 및 현장체험학습을 함께 계획하여 추진함으로써 바른 인성을 함양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도 ․� ������ �� 현황]
                                                             (단위 : 개원, 천원)

            연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고
유 치 원  수 12 12 16
지 원 액 12,000 12,000 12,000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2013년도부터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유아의 안전한 통학 편
의 지원 및 학부모 통학 부담 해소에 기여하였다.

[����� ���� ��� �� 현황]
                                                             (단위 : 개원, 천원) 

           연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유 치 원  수 17 21
지 원 액 649,171 909,600

    공립유치원 취학률 향상 노력
   유아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질적 수준 제고 및 공교육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매년 
단설 및 병설유치원을 신․ 증설하였다. 또한 누리과정 적용으로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하
고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교육복지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다.

[����� 신 ․�� 현황]
                                                             (단위 : 개원, 학급)

      연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유치원수 학급수 유치원수 학급수 유치원수 학급수 유치원수 학급수
신설 3 8 4 6 1 2 5 18
증설 2 2 2 4 6 6 1 1

 성과 및 전망

   교육여건개선사업은 교육환경의 변모를 체감할 수 있는 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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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교직원 및 유아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행․ 재정적인 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하여 기본과정에 지원했던 순회 기
간제 교원을 2014년도부터는 방과후과정반에도 지원하여 교원 복지 증진에도 노력할 것
이다.
   또한, 저소득층 유아 취원 기회 확대와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해 취학권역별로 원아
수를 고려하여 병설유치원 신․ 증설 및 택지개발지구 등에 단설유치원 신설을 적극 추진
할 계획이다.

3. 특수교육의 내실화

  가. 특수교육 교육력 및 성과 제고
 개       요

    장애영아 단계부터 전공과까지 의무 및 무상 교육을 제공하는 전달체계의 확립과 국
가수준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의 효율적인 적용을 통해 특수교육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
해 특수교육대상 영․ 유아에게 조기교육 및 상담, 순회교육, 무상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교육 참여 기회 확대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급을 확대 설치하였다.
   또한 다양한 장애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학교 
단위의 평가 시 장애 유형에 따른 평가 조정 방안을 마련․ 적용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
의 학업 능력 향상 및 학업 성취도 평가 참여를 보장하고,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강화
를 위한 컨설팅 지원 및 연수 실시 및 수업 개선 행사 등을 추진하였다.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수회(2011.4.6.)



 추 진 실 적

    특수교육대상 영 ․ 유아 교육의 내실화
   특수학교 유치원과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학급을 편성하여 장애영아에 대하여 무
상의 조기 교육 및 순회교육을 지원하여 장애의 교정과 경감, 2차 장애의 예방, 발달 촉
진, 보호자의 가계 부담 및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등 특수교육대상 
영아를 위한 수시 상담과 무상교육을 지원하였다.
   또한, 만 3세~5세의 특수교육대상유아에게 월 9만원(공립)~월 36만 1천원(사립)의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순회교육과 보조인력 지원 등 의무교육 보장과 가정의 생활 안
정 및 교육복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유치원의 특수학급 확대 설치와 업무 담당 
교사 배치 등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교육기회를 확대하였다.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 강화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전체 학교(급)에 보호자 등이 참여하는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 운영하여 학기별로 특수교육대상자 개개인의 장애 유형과 정도, 특성, 요구 등을 
반영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여 개별화교육을 강화하였다. 또한 학교 단위의 평가 시 장애 유형에 따른 
평가 조정 방안을 마련․ 적용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를 보장하
였다. 

    특수학급 자율장학 협의회 운영 및 컨설팅장학 지원
   유․ 초․ 중․ 고등학교의 학교(급)별 자율장학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특수교육 담당 교
원의 교수․ 학습 지도 방법 향상과 상호 교류를 통한 정보 교환, 자기장학의 기회를 제공
하여 특수학교(급)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수․ 학습 지도 방법을 개선하였다.
   또한, 특수교육 경력자를 컨설팅장학위원으로 위촉하여 특성화고등학교의 특수학급 
및 신설 특수학급에 대하여 컨설팅장학을 지원함으로써 특수학급의 교육환경 및 교육과
정 운영 개선,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 신장, 특수학급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였다.

    특수교육 및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역량 강화 연수 추진 
    특수교육 교원을 위한 다양한 연수를 추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행동수정 및 통합
교육 지원, 교육과정 재구성, 자문 및 협력 기술 등의 전문성을 향상하였다. 그리고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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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연 60시간 이상의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관련 직무연수를 
이수하도록 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도 능력 향상과 통합교육 여건을 개선하였다.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 등 광주교육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원의 연수 과정에 특수교육 
관련 강좌를 개설하여 특수교육 및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특수교육 전문성 신장과 통합
교육 환경을 조성하였다. 

    특수교육 실천사례 연구대회 및 특수교사 수업연구 발표대회 개최
   특수교육 및 통합학급 담당 교원들이 참여하는 특수교육 실천사례 연구대회를 개최하
여 특수교육 현장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고, 특수교육 관련 실천 우수사례를 발굴․ 공유하
여 특수교육 방법의 개선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였다. 또한 특수교사들이 참여하는 수업
연구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와 개선에 대한 관심을 고취함과 
동시에 수업에서의 창의적인 수업 전략과 기술을 개발하여 우수사례의 공유와 일반화를 
통해 특수교육 교실수업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성과 및 전망

   특수교육대상 영․ 유아에 대한 교육 여건 조성과 지원의 확대, 무상 및 의무 교육 실
시 등으로 특수교육대상 영․ 유아에 대한 특수교육 지원체계를 확립하였다. 특수교육대상
자의 개별화 연수 강화, 특수교육 담당 교원들의 자율 장학활동 및 연수, 특수교육 관련 
각종 대회의 개최 등으로 특수교육 관련 인력들의 전문성을 신장하여 특수교육의 질 향
상과 특수교육의 교육력 및 성과를 제고하였다.
   향후, 특수교육 담당 교원 및 통합학급 담당 교원, 특수교육 보조인력 등에 대한 특수
교육 관련 연수 실시, 특수교육 연구대회의 추진으로 특수교육 관련 인력에 대한 전문성 
신장과 특수교육의 질 향상으로 특수교육 교육력 및 성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
획이다.   

  나. 특수교육 지원 고도화
 개       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내용의 다양화와 분
야별 전문성 등을 강화하여 특수교육 지원을 고도화하기 위해, 특수교육 당사자가 참여
하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특수교육 관련 정책을 수립․
운영하였다.
   특수학교 방과후 돌봄교실과 방학학교 운영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 장애 특성을 
고려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다양화하여 확대 제공하였고, 특수학급의 신․ 증설 등 특



수교육 기관의 확충과 특수교육교원의 증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등 특수교육 관련 여건을 대폭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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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와 장애인 관련 단체 등 수요자가 참여하는 특수교육운영위
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특수교육 정책 및 현안 등을 협의함으로써 현장 중심, 수요자 중
심의 특수교육 관련 정책을 수립․ 운영하였다. 또한 심사소위원회 및 정책소위원회 등의 
활동으로 장애 유형과 특성, 요구 등에 적합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배치와 특수교육 
정책들을 수립․ 추진하였다.

    특수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특수학교(급) 특수교육대상자의 전일제 교육과 보육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전인적 
발달 도모, 보호자의 사회 활동 참여 증대 등을 위해 특수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10학급
(공립 7학급, 사립 3학급), 특수학교 유치원 방과후과정 3학급(공립 1학급, 사립 2학급), 
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과정 7학급(공립)을 운영하였다.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 및 특수교육대상자 방학학교 운영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와 여건을 반영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특수학교 월 55만원, 특수학급 월 50만원을 지원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사회적응능력을 신장하였으며, 공모를 통해 참여한 민간기관(3기관) 및 특수학
교(1교), 동․ 서부 지역교육청에서 방학학교를 운영하여 교육내용의 일반화와 특수교육대
상자의 연속적인 지도, 보호자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이끌어 냈다(연 참여 인원 850여 
명).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및 교과서 대금 지원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버스와 지하철, 승용차 등 대중교통수단
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과 동행하는 보호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였다. 또한 일반 고
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1인 평균 10만원
의 교과서 대금을 지원하였다.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및 특수학교(초등) 학습준비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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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계발하고 장애의 교정과 경감을 통해 2차 장애를 예방
하기 위해 월 10만원의 치료지원비와 특수학교(초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업에 필요한 
학습자료 구입비를 지원하였다. 학생 개인별 4만 2천원의 학습준비물비 등을 지원함으로
써 장애 극복 의지 고취와 능률적인 학습활동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켰다. 
    특수교육보조인력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의 부적응행동 관리와 학교생활 적응 지원 등으로 개별화교육 강화에 
의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특수교육실무사 230명, 수화통
역사 5명,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103명 등의 특수교육보조인력을 확대․ 지원하
였다.

    특수학교(급) 신 ․ 증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학교 1교(공립-광주선우학
교, 2013년) 및 유, 초, 중, 고등학교의 특수학급을 지속적으로 신․ 증설하여 특수교육대
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특수교육 여건을 조성하였다.

 성과 및 전망

   개별 장애의 특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및 지원 체계를 구
축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확보
와 특수교육 질 제고를 위한 특수교육 여건 및 지원을 고도화하였다.
   향후 특수학급의 신․ 증설과 특수학교의 추가 신설 등으로 특수교육 여건을 대폭 확
충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기회와 선택권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감각장애학생들의 
지원을 더욱 체계화할 계획이다.

  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친화적 분위기 조성
 개       요

   장애인 인권 존중의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는 현재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 침해 예방
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인권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체 학교의 일반학생을 대상으
로 장애이해 및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였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성폭력 예방과 
자기보호능력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상설모니터단 운영과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였다. 또한 시 단위 특수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등 특수교육
지원센터의 운영을 강화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다양한 요구 등을 고려한 맞춤형 특수교



육 관련서비스를 지원하였다.

 추 진 실 적

    특수교육대상자 인권교육 강화
   전체 학교(유․ 초․ 중․ 고)의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 장애학생 대
상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권교육을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
하였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매학기 1회 이상 타인으로부터 발생되는 성
폭력 및 성추행에 대한 대처 방법을 지도하는 등의 성교육 및 인권교육 실시, 인권교육 
관련 자료의 개발․ 보급 등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자기보호 능력을 향상시켰다.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성폭력 포함)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특수
교육지원센터 내에 지역 경찰서 성폭력 전담팀장 및 학부모, 성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
하는「상설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학교 현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통합교육 강화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과 권리, 교우관계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 통합교육의 활성화
를 위해 전체 학교(유․ 초․ 중․ 고)의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
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일반학생과 학부모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예술행사
의 개최, 특수교육대상자와 일반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캠프 등을 운영하여 특수교
육대상자에 대한 편견 해소와 상호 이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의 통합교육 분위기를 확
산시켰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 사업과 관련된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특수
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다양화․ 내실화하였으며,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시설 개
선 및 운영 내용의 특성화, 병원 및 어린이집, 복지관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등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요
구 등을 고려한 맞춤형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지원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사와 장애학생 대상 전문상담사 등 특수교육 관련 전문인력을 활용
한 장애이해교육, 성교육, 인권보호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고, 가정과 시설 및 일반학급
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과 방학 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다.
   더불어 특수교육대상 영아의 지원을 위한 진단 도구와 교재․ 교구, 부모 지원 및 무
상교육 운영 프로그램 등을 개발․ 지원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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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정보 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 학습 활동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을 지원
하였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설립 ․ 운영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내용과 역할을 총괄하고, 우리시 특수교육대상
자들에게 제공되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체계화 등 거점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신창동 구)광주교육연수원 부지에 광주광역시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를 3층 24실 
규모로 신설하고 2014년 4월 개소하였다.
   시 단위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 전문직과 사회복지사, 직업재
활사, 전문상담사 등의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감각장애지원실, 문화활동실, 직업훈련실, 
도서실 등 교육지원 및 여가활동을 위한 다양한 공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직업재활 등을 통한 사회자립을 지원하였다. 

 성과 및 전망

   특수교육대상자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알고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여 자기보호 능력이 향상되었다. 예술행사 개최와 특수교육대상자와 일반학
생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캠프 개최 등으로 장애인 및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편견 해소
와 인식을 개선하여 학교 현장의 통합교육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향후 특수교육대상자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통합교육 여건의 확충 및 개선, 문
화예술 활동 지원,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통합형 체육활동 자료 보급, 다양한 문
화예술 활동 지원 등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친화적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
갈 계획이다.



  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개       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진로․ 직업교육 강화를 통해 졸업 후 취업 및 자
립생활 능력을 향상시켜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내 기업 및 유관
기관 등과 연계하여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학교 내 일자리 사업의 운영, 직업
교육 및 취업 관련 행사의 적극적인 참여 등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를 다양화하였
고, 취업률을 확대하였다. 또한 장애성인들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장애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장애성인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여건을 개
선하였다.   

 추 진 실 적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 직업교육 내실화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해 특수학교 학교기업(광주선광학교)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를 운영하고, 특수학교(급)에 대한 
직업교육 여건 개선비 및 직업교육비 지원, 현장 체험 중심의 진로․ 직업교육 프로그램 
및 특수학교(급) 진로․ 직업교육 연구회 운영,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와 전국 
특수교육 정보화경진대회 등 다양한 직업기능 관련 행사의 참여, 전공과의 확대 운영과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진로․ 직업교육 등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직업교육 지원 
체계를 확립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와의 협력을 통한 복지연계형 일자리 사업 및 학교 내 일자리 사업, 
중증장애인 채용 사업을 계획․ 추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졸업 후 다양한 일자리 제
공을 통한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우리 시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을 향상시켰다.  

    장애 성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여건 개선 
   고등학교 장애학생을 위한 대학입학정보 제공 및 홍보의 강화와 진학상담, 대학생 멘
토 네트워크의 지원, 수험편의 제공 강화 등으로 장애학생의 진학을 통한 학습 욕구를 
지원하고, 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학력인정 문자해득 프로그램 참여 유도, 방송통신 중
․ 고 과정을 활용한 교육으로 초․ 중등교육을 지원하였으며,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여건을 개선하였다.
 성과 및 전망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통하여 졸업 후 진로를 다양화하였고, 
지역사회 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률을 제
고하였다. 또한, 장애성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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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및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장애 성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습권을 보장하였다.
  향후, 특수학교(급)의 직업교육 여건 개선비와 운영비의 지원, 진로․ 직업교육 연구회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진로․ 직업교육을 내실화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진
로․ 직업교육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4. 참여형 교육복지 확대
  가.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
 개       요

   다문화 사회에 부응하는 문화적 다양성과 타문화에 대한 개방적이고 이해적인 태도
를 정착시키며 공존하는 문화집단의 상호존중과 평등한 문화형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
원한다.
   일반 학생에 대한 다문화교육과 다문화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병행실시하여 다
문화ㆍ일반학생의 실질적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다양성을 이해하는 다문화교육
에 중점을 두어 다문화 사회에 부응하는 선제적 교육정책 및 국민통합 기반 마련을 위
한 ‘다문화 친화적’ 협력체계 구축에 힘썼다.  

  추 진 실 적

    공교육 진입을 위한 예비학교 운영
   다문화 및 동반ㆍ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대안교육 위탁기관(새날학교)을 2011년 6월
부터 지정ㆍ운영하여 한국어 및 기초학력 지도를 통해 한국문화 및 학교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조기적응 능력을 키운 후, 원소속 학교로 복귀하도록 대안위탁교육을 실
시하고 있다.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 교육 활성화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이 다름을 존중하고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정(정규
교육과정, 방과후학교, 학교 행사)을 통해 다문화 감수성 제고, 다문화 이해, 반편견 교
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일반학생의 다문화 이해교육지원을 위해 다문화 장학자료「둥글둥글 지구촌 다문화 
이야기」(초등학생용)를 2011년 3종, 2012년 3종, 2013년 6종 개발ㆍ보급하여 다문화 
교수 학습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다문화 체험학습 등 예산을 지원하여 다문화 친화
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였다. 



[��� ��� �� 현황]
(단위 : 교)

       구분  연도  
다문화 친화적 학교(다문화 중점학교)

초 중 계
2012년 13 4 17
2013년 13 4 17
2014년 8 6 14

계 34 14 48  

    다문화 학생 소질ㆍ재능 개발 지원
   이중언어 재능을 조기에 발굴하고 학습을 장려하기 위해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2013년부터 실시하여 부모 모국어와 한국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키며 자긍심을 고취시
켰다. 근로 장학생을 활용한 대학생 멘토링을 통해 2011년 333명, 2012년 258명, 
2013년 287명의 다문화 학생의 기초 학습 및 진로․ 진학지도를 지원하였다.

    다문화 교육 지원 체계 구축
   다문화교육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여 다양한 특성을 가진 다문화 가정 
학생의 환경을 이해하고, 다문화 교육기반으로서 다문화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강
화를 위한 직무연수 및 원격연수를 실시하여 모든 교원이 다문화 연수 관련 시간을 확
보하도록 권장하였다.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문화 이해
를 돕기 위한 학부모교육 및 취학전 학부모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다문화 가정 학부모
의 교육참여의 기회 확대에 힘쓰고 있다.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한 네트워크 활성화
   다문화 학생 및 부모교육지원을 위한 다문화 교육지원 민간 연계프로그램 운영을 통
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문화 자녀 및 학부모에게 제공하고자 민간 연계 사업을 2011
년 7개 기관, 2012년 9개 기관, 2013년 10개 기관을 공모 선정하여 학교-가정-지역
사회 연계시스템을 개발 강화하였다.

 성과 및 전망

   다문화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학교생활 참여 및 이해 확산에 기여하고 다문화가
정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해 상호 어울림 활동으로 공동체의식이 
함양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 및 문화의 다양성과 공존의 공동체
를 통해 단순한 수혜적 관점의 다문화 복지 정책이 아닌 발전지향적 통합ㆍ육성정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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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다문화교육 지원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나. 단계적 무상교육 실현
 개       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비 지원(고교학비, 급식비, 교육
정보화), 만 3~5세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비 지원,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습자료(학습준비물) 지원,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을 통하여 학부
모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실현
한다.

 추 진 실 적

    저소득층 자녀 고등학교 학비, 급식비, 교육정보화 지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학비(입학금, 수업
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개인용 PC 및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3년부터 
저소득층 지원 기준이 변경되어(건강보험료 납부액, 소득ㆍ재산)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실질적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였다.

[���� �� ���� � ��� �� 현황]� � � � �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지원 금액 고교학비 11,183 14,556 15,016 16,627

급식비 11,773 9,776 6,627 7,633
 * 2012년 10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로 2013년부터 고등학생만 급식비 지원

[���� �� ����� ��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연도  
교육정보화 지원 현황

PC지원 인터넷 통신비 지원
지원 인원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지원 금액

2011년 1,508 1,508  8,961  1,941
2012년 1,525 1,347  9,775  1,970
2013년 1,721 1,416 11,323  2,365
2014년  988  889 11,083  2,341

계 5,742 5,160 41,142 41,142
 



    만 3~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유아에게 지원하던 유아학비를 유아교육 기회 확대 및 유아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13년부터 만3~5세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유아교육 복지 실현에 기여하였다.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지원 금액 8,238 37,636 88,732 116,387

    학습준비물 학부모 부담 제로화
   초등학교 학생 1인당 학습준비물 지원비는 2011년 40,000원, 2012년 42,000원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지원해오다 교원대상 설문과 광주교육 만족도 실시 결과를 반영하
여 2013년부터 42,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학습준비물 지원비가 지원 목적에 맞게 집
행될 수 있도록 매년 학습준비물 학부모 부담 제로화 추진계획 및 지원 매뉴얼을 안내
하였고 장학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였으며 연 2회 이상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학습준비
물 지원비 지원으로 학생들의 능률적인 학습활동 도모와 함께 학부모의 사교육비경감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다.

[����� �� � �� ���� 현황]
(단위 : 원)

               연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인당 지원비 40,000 42,000 42,000 42,000

장학자료 개발․ 보급 학습준비물 
즐겨찾기Ⅰ

학습준비물 
즐겨찾기Ⅱ

바로바로 수업 
Q 1,2학년

바로바로 수업 
Q 3,4학년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지속적인 경제활동가능인구 감소와 학령기 인구 감소 및 직업교육 기피 현상 등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우수인재를 
특성화고등학교에 유치하여 취업기능강화사업과 병행하기 위하여 특성화고 학생들이 학
비 걱정 없이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졸업 후 안정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특
성화고등학교 학생 전원에게 입학금(1학년)과 수업료(1~3학년)를 장학금으로 지원하였
다.

[���� ��� �� 현황]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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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지 원  금 액 9,012,788 8,728,127 8,877,836 8,177,568
비  고 국고 50% 교과부 

교부
국고 50% 교과부 

교부
국고 및 특교 100% 

교과부 교부
특교 30% 교과부 

교부 예정

 성과 및 전망

   2011년도에 ‘교육비 원클릭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도입하여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신청
시 개인정보 보호 및 신청인의 편의성을 도모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방문신청 절차를 변
경하여(학교→주민센터) 교직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의 낙인효과를 예방하였다. 또
한 2013년부터 저소득층 지원 기준이 변경되어(건강보험료 납부액→소득ㆍ재산) 부정수급
을 예방하고 실질적 교육복지 실현과 학부모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다.
   유아 교육 기회 확대, 교육 출발점 평등 구현을 위하여 유아학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학부모의 유아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였고 향후 정부 지원 단가의 연차적 확대 계획에 맞춰 
안정적으로 지원단가를 확대하여 유아학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학습준비물과 관련하여 맞벌이 부부 자녀의 학습준비물에 대한 심적․ 시간적 부담을 
경감하였고, 저소득층의 경우 학습준비물 구입 경비 부담과 준비물 차이로 인한 학습 
결손을 줄이고 격차를 해소할 수 있었다. 또한 2009년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학
습준비물 미비 학생으로 인한 교사들의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
었고, 학습준비물 지원을 통하여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으로 학부모들의 초
등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교육취약 아동·청소년의 교육 기회․ 과정․ 결과에서 나타나는 주
요 취약성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한 교육, 문화, 복지 등의 통합지원체제 구축 사업이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이를 위해 교육복지지원센터를 설립 운영, 광주형 교육복지모델 개발 정립, 
교육복지사업 108교 혁신 운영,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교육취약 아
동·청소년의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고 학교가 중심이 되는 지역 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해 학
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건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1) 교육복지지원센터 운영
 개       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운영하기 위해 교육복지 전담부서를 두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 혁신 운영, 교육복지마을 조성, 광주희망교실, 스쿨데이 운
영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추 진 실 적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총괄 기획 수립
    꿈을 키우고 행복한 광주교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광주형 교육복지학교 모델을 
운영하여 휴머니티가 있는 교실을 만들고자 지원시스템 구축, 교육복지학교 혁신운영,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등을 기획하여 추진하였다.

    교육복지 사업별 업무 조정
    시스템, 교육과정, 프로그램, 네트워크 등의 업무를 조정하여 전문성과 지속성을 통
해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였다. 

    교육복지사업의 지속적 확대
   2005년 2개지역 9교 4,012명 지원을 시작으로 2013년 5개구(區)지역 102교  
67,722명을 지원하였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역연계 협약식(2011.10.25.)

 성과 및 전망

   불리한 교육여건의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혁신적으로 운영하여 광주형 교육복지 모델을 개발 정립하여 이 사업의 양적․ 질적 강
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우리시 저소득층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복지 종
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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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광주형 교육복지모델 개발 정립 
 개       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사회복지적 서비스 차원에서 교육복지중심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복지 중심의 교육과정운영 및 융합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중심
의 통합형 맞춤식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있다.
 
 추 진 실 적

    광주형 교육복지모델 개발
   조기 교육기반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혁신 운영과 독서력, 수학, 영어 능력을 조기에 
신장시켜 교육력을 증대시키고, 행정수권형 교육과정에서 교사수권형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으로 학급문화 혁신을 추진하였다.
 
    광주형 교육복지모델 ‘광주희망교실’ 운영
   교육격차 해소 및 학급경영에 집중하는 교실문화 개선을 위해 시작한 희망교실은 학
급형, 학년형, 동아리형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고, 2013년 총 1,141개 교실(학급 878
개, 학년 125개, 동아리 138개)을 운영, 참여 멘토 수는 1,594명, 멘티 수는 12,996명
이었다.

[2013� ������ �� 현황]
(단위 : 교실, 명, 천원)

구분 교실 수 멘토 수 멘티 수 총 예산
학 급 형 878 882 7,322 889,800
학 년 형 125 555 3,973 252,000
동 아 리 형 138 157 1,701 159,800

계 1,141 1,594 12,996 1,301,600



광주교육 희망선언(2013.1.29.)

 성과 및 전망

   독창적이고 특화된 프로그램보다 선생님들의 실제적인 손길이 닿는 자발적 멘토 프로
그램으로 교사가 불리한 교육여건의 제자들에게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으로 교육격차 해소 및 학급경영에 집중하는 교직풍토 조성으
로 학급문화 개선과 학생들의 자존감과 회복탄력성 강화를 통해 교육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3)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
 개       요

   광주지역의 아동, 청소년들이 학교, 지역사회, 마을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보조금사업, 교육복지마을 조성사업, 의료안전망 구축 등의 사
업을 전개하고 있다.

 추 진 실 적

    민간보조금 사업
   학교와 지역기관의 연계․ 협력을 통해 저소득층 및 교육소외계층 아동․ 청소년의 교육
안전망을 구축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 청소년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민간
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2011년 18개 기관, 2012년 21개 기관, 2013년 35개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아동․ 청소년들에게 실질적 교육기회를 확대하였다.

〔�������� ��� ���� �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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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 등 18곳 253,643 253,643
금호종합사회복지관 등 21곳 284,600 284,600
광산구정신건강센터 등 35곳 350,000 350,000

계(74곳) 253,643 284,600 350,000 888,243

    교육복지마을 조성
   2012년부터 취약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시행되었다. 2012년도는 시교육청에서 복지사가 지역으로 파견되어 사업을 
수행하였고, 2013년에는 민간기관 5곳에 위탁을 주어 사업을 수행하여 마을 안에서 아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틀과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 ���� ��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사업주체 조성지역 지원액
2012년  광 주 광 역 시 교 육 청 남구 방림1동 20,000

2013년  금호종합사회복지관 등 5곳
서구 금호동, 쌍촌동 일대

50,000남구 방림동 일대
북구 양산동 일대
광산구 월곡동 일대

계 74곳 6개 지역 70,000

    의료안전망 구축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평소 의료적 혜택을 받지 못한 아동 및 가족에게 경제적 부
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역의 대형 병원(전대병원, 조대병원, 기독병원 등)을 방문, 담
당자를 만나서 협의하는 등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였다.

 성과 및 전망

   학교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업 운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아동, 청소년들이 보호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지역에서 교육복지 보호망이 형성되어 소외된 계층



의 출발점이 평등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였다. 

  라. 신나는 방과후학교 운영                 
  개       요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부터 기존의 방과후 교육활동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킨 방과
후학교를 적극 도입․ 추진하게 되었다. 2013년 이후 박근혜정부는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확대’를 제시하면서 유․ 초등학교의 방과후 돌봄에 집중하는 정책과
제를 제시하였다. 이는 교육복지 실현에 목표를 두고 교육격차 완화와 돌봄 기능의 확대 
등 돌봄을 중시하고 있으며, 방과후 교육 정책은 ‘특기․ 적성 교육 강화’에서 점차 ‘사교육
비 경감’과 ‘돌봄의 확대’로 변화하고 있다.

 추 진 실 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서 운영되며, 초․ 중학교에서는 특기․
적성프로그램, 고등학교는 교과프로그램이 주를 이룬다. 학생 참여율 증가를 통한 사교육
비 경감 및 학생․ 학부모 만족도 제고를 위해 초․ 중학교 교과관련 프로그램 개설과 외부
강사 역량 강화 연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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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황]
(단위 : 개)

구분연도 국어
관련

사회 
관련

수학 
관련

과학 
관련

영어 
관련

제2
외국어
관련

컴퓨터 
관련

음악 
관련

미술 
관련

체육 
관련 기타 계 

2011년

초 90 14 393 232 409 112 512 566 412 455 634 3,829
중 98 80 192 112 209 65 23 321 94 566 542 2,302
고 1,632 960 1,900 1,109 1,567 12 79 50 17 74 1,438 8,838
계 1,820 1,054 2,485 1,453 2,185 189 614 937 523 1,095 2,614 14,96

9

2012년

초 110 14 393 279 437 127 565 620 463 565 724 4,297
중 114 88 192 130 242 70 28 362 102 646 634 2,608
고 1,822 1,145 1,900 1,273 1,829 15 84 54 21 93 1,785 10,02

1
계 2,046 1,247 2,485 1,682 2,508 212 677 1,036 586 1,304 3,143 16,92

6

2013년

초 91 325 246 435 108 588 726 551 714 1,038 4,822
중 66 59 162 91 159 48 26 313 91 447 367 1,829
고 1,150 852 1,340 934 1,243 23 55 59 21 75 372 6,124
계 1,307 911 1,827 1,271 1,837 179 669 1,098 663 1,236 1,777 12,77

5

    방과후학교 운영 실천사례 발표회 운영 
   방과후학교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도모하고, 운영의 성과 및 우수사례를 공유․
확산하고자 방과후학교 운영 실천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방과후학교 우수 프로그램 
공모전을 통해 우수 프로그램을 일반화시키고 있으며, 방과후학교 관련 유공교원을 추천 
받아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방과후학교 업무 담당자에 대한 사기를 높이고 
방과후학교 운영을 활성화하였다.

[����� �� ���� ��� �� 현황]�
(단위 : 명, 종) 

            구분 연도
우수교원 표창 장학자료 개발보급등급표창 일반표창

2011년 16 62 4 
2012년 18 69 4
2013년 14 162 4
2014년 36 282 4



    방과후학교 순회강사제 운영
   방과후학교 순회강사제는 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지역시민사회단체의 우수 프로
그램을 연계하여 최근 교육 트렌드에 부합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방
과후학교 순회강사제를 통해 광주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고 미래 자신의 직업과 연계하
는 등 방과후학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 ����� ��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 : 명, 교, 천원)

연도 구분 운영부서
참여현황 대상 학교 수

예산액기관 P/G 순회강사 초 중 고 계

2011년
교육청 오카리나, 회화, 판소리, 서예,

사물놀이, 가야금병창, 성악 외 12 37 64 64 172,770
지역연계 미디어창작, 진로교실 2 2 14 1 7 7 15 32,050

2012년
교육청 기타, 방송댄스, 판소리, 밴드,

플루트, 만화, 디자인 외 13 22 19 3 22 56,620
지역연계 영상제작, 진로체험, 기악활동,

연극(뮤지컬), 요가 외 4 15 91 42 41 7 91 336,000

2013년
교육청 한국무용, 영상제작, 요가 외 9 30 26 4 30 68,000
지역연계

골프, 마술, 에듀라마, 외모관리,
디지털식물도감, 다큐멘터리제작 
외

4 12 86 49 30 7 79 336,000

2014년 지역연계
진로스쿨, 샌드애니메이션, 암벽
등반,
뉴스제작과 방송체험, 선사스쿨 
외

8 15 172 32 19 6 51 200,000

    초등 돌봄교실 운영  
   방과후 ‘나홀로 학생’의 보호를 통하여 맞벌이 및 저소득층 가정, 한부모 가정 부모들
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방과후 돌봄교실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초등학교 돌봄
교실은 2004년 사교육비 경감대책 차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실’로 운영하다
가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통합 운영하였으나, 2009년 9월부터 ‘초등 보육교실’을 ‘돌봄교
실’로 변경하였다. 현재 돌봄교실은 단순한 보육의 기능만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 운
영으로 사교육비 경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중심으로하되 3
학년 이상 학생에게도 돌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잠재된 여성 인력과 저출산 문제 해
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 돌봄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모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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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기 위하여 돌봄교실 확대 및 지역돌봄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
고 있어 돌봄교실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실제로 2014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153실 늘어난 327실의 돌봄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 ���� �� 현황]
(단위 : 교, 명, 천원)

   구분연도 운영
학교 수

운영 
돌봄교실

돌봄 인력 
수

전체
학생 수

참여
학생 수 백분율 예산액

2011년 138 166 168 109,760 2,716 2.5% 4,942,369
2012년 142 170 176 103,106 4,754 4.6% 6,827,400
2013년 142 174 191 94,450 3,497 3.7% 6,146,025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운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제도는 다수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는 기회와 폭을 넓혀 줄 수 있으며, 방과후학교에서 
다양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이 편성되는데 도움을 준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사교육에 의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저소득
층 학생들의 교육복지 향상에 기여하였다.

[����� ����� �� 현황]
  (단위 : 교, 명, 천원)

       구분 연도 학교급별 지원학교 수 지원학생 수 지원금

2011년
초 144 9,513 2,526,089
중 85 8,978 662,554
고 65 8,807 2,577,250
계 294 27,298 5,765,893

2012년
초 145 13,186 6,454,746
중 85 5,982 639,028
고 66 14,953 5,371,200
계 296 34,121 12,464,974

       구분 연도 학교급별 지원학교수 지원학생수 지원금

2013년
초 146 13,547 4,293,909
중 86 4,851 434,699
고 66 11,544 3,402,846
계 298 29,942 8,131,454



  마.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개       요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2011년 9월부터 지역사회와 연계해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운
영하고 있다. 일선학교에 다양하고 질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지원하고 
폭넓은 교육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지원센터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의 대학․ 기관․ 시민사
회단체 등과 연계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급 학교에 안내․보급해 학생과 학부
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등 수요자
의 요구에 부응하고 일선학교의 교육기능 보완에 일익을 담당해왔다.
   또한 교원의 업무 경감과 공교육 활성화,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한 방과후․ 복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향후 
방과후․ 복지․ 평생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지원하기 위해 방과후학교 공
익재단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추 진 실 적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
   2012년 2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모한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사업에 응모해 특별교
부금 5,000만원을 지원받아 지역사회와 연계한 우수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했다. 또 교육
과학기술부의 ‘지역연합 방과후학교 운영’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8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배부 받아 금당중․ 광주서석중학교 등 7교 학생을 대상으로 승마, 수영, 스케이트, 제과,
제빵 등 지역사회 인기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했다. 일선학교에서 손쉽게 참여하기 어려
운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2012년 지역사회와 연계한 특성화 프로그램 ‘중국 속에 남겨진 우리 역사 찾기’ 과정
도 학생들에게 인기 만점이었다. 약 40여 곳 학교에서 신청한 60여 명의 학생들이 4월
부터 7월까지 우리나라와 중국의 역사․ 문화교육을 중심으로 미래사회의 동북아 핵심 인
재로 성장하기 위한 학습을 진행했다. 특히 9월 중국현지에서 5박 6일 일정으로 임시정
부청사와 김구 선생 유적지 등을 방문하고 중국학생들과 1:1 홈스테이 체험을 하는 등 
역사교육과 국제교류 교육의 기반을 조성했다. 2013년에도 60여 명의 학생이 이 프로그
램에 참여했으며, 2014년에는 1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 ���� �� �� ��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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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외 부  강 사  인 증 제 422명 950명 1,279명 1,500명
외 부  강 사  연 수 1,500명 2,536명 3,337명 4,000명
외부 강사 (연구)동아리 운
영 10팀 40팀 44팀 40팀
고등학교 3학년 선택교과교
실 261명 213명 150명
지역연계 특성화 프로그램 62명 63명 100명
우수 프로그램 공모전 61명 60명 63명 80명
순 회 강 사 제  운 영 79교 118교 109교 55교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14,055명 1,725명 2,000명 3,000명

    방과후학교 공익재단 설립 추진
   방과후학교 공익재단 법인설립 추진은 현행 방과후학교 지원센터의 역할을 더욱 활성
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2011년부터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현장의 방과후학교 운영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지원센터 조직만으로 교원의 업무경감과 질 좋은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확산 
등 학교현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방과
후학교를 별도의 법인인 공익재단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자체와 기업, 공공기관 등이 지역
사회의 방과후학교 운영에 공동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공익재단은 이들 기관에서 출연한 기금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확보, 새로운 프
로그램 개발․ 보급, 전문적 강사관리팀 운영, 외부강사 연수팀 운영, 지자체와 연계한 안
전학교를 중심으로 저녁 8시까지 운영되는 지역사회 청소년‧ 주민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
램 등을 운영한다. 방과후학교 공익재단은 지역사회가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역량을 효율
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교육공동체의 구심체가 될 것이다.

    방과후 지역사회학교 선도학교 운영
   지원센터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의 대학․ 관계기관․ 시
민사회단체 등과 연계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급 학교에 안내․ 보급해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13년 방과후 지역사회학교 선도학교 5교(초 2, 중 2, 고 1)를 시범 운영했고, 2014년
에는 10교(초 6, 중 3, 고 거점 1)의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선도학교에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창의적 미래지향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지원 확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 참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
[��� ������ ���� �� 현황]

(단위 : 교)
          구분  연도 초 중 고 계
2013년 2 2 1 5
2014년 6 3 1 10

 성과 및 전망

   2012년 일선학교에서 손 쉽게 참여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운
영한 결과 참여 학생들이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방과후학교를 별도의 법인인 공익
재단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공공기관 등이 지역사회의 방과후학교 운
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향후 교원의 업무 경감과 공교육 활성화,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자원을 연계한 방과후지역사회학교 선도학교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초･중등 방과후학교 컨설팅단 연수(2013.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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