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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수 교육활동 실적

  가.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인간교육 실현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환경 조성
     - 배움터지킴이 배치 및 CCTV 모니터링을 통한 학생안전망 구축
     - 학교폭력 대응 체제 정비
     - 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클래스 및 센터) 운영
      ․ Wee 클래스 : 154교(초 30, 중 81, 고 41, 장기위탁기관 2)
      ․ Wee 센터 : 3기관 
     - 찾아가는 생명존중(자살예방) 교육 실시 : 308교
     - 전문상담사 운영 : 110명(초 30, 중 47, 고 31, 장기위탁기관 2)

    교사 ․ 학생 대상 ‘나를 위한 회복’ 힐링캠프 운영
     - 교사 힐링캠프 : 99명 참가(초 50명, 중․ 고 49명)
     - 학생 힐링캠프 : 122명 참가(초 32명, 중 63명, 고 27명)

    학교생활 부적응 및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 Wee 스쿨 운영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용연학교(중) 7학급 189명 7학급 155명 8학급 138명 6학급 47명

돈보스코학교(고) 8학급 116명 8학급 78명 8학급 107명 6학급 50명  
     - 금란교실 운영
     - 민간 특별교육 이수기관 지정 : 11기관
     -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 학생 미혼모 교육 위탁시설 지원 : 1기관
     - 학생 장기치료(정신과 질환) 위탁시설 지원 : 1기관
     - 학생 또래조정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해외 봉사단 파견
     - 2012년 : 5팀 111명 / 필리핀, 캄보디아(하계 2팀 45명, 동계 3팀 66명)
     - 2013년 : 6팀 120명 / 미얀마, 캄보디아, 필리핀, 라오스(하계 2팀 37명, 동계 

4팀 59명)
     - 2014년 : 5팀 100명 / 아시아 저개발국(동계 5팀 100명)

    『광주광역시교육청 동북아한민족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2012.10.10.)
     -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 민족학교와 교육교류 지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교류 학교 도문 제2소학교 도문 제5중학교 훈춘 4소학교 무순 신화소학교
지원 내용 방과후교실 구축 심리상담실 구축 도서관 구축 도서실 및 

돌봄교실 구축
    - 동북아 한민족교육교류협력을 위한 단체 및 활동 지원 : ’13년 3회

    평화 ․ 통일교육 강화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문강사 파견 수업 지원 700학급 1,000학급 700학급
시범학교 지정 운영 3교 1교 1교 1교
교육문화행사 단체 지원 2회 5회 2회 2회
자료 개발․ 보급 1회 1회 3회

     - 평화․ 통일교육 네트워크 구성
       ․ 평화․ 통일교육협의회 : 시민단체, 현장교사, 대학교수, 유관기관 등 16인
       ․ 동북아 한민족교육교류협력위원회 : 15인

    역사 ․ 민족의식 함양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초․ 중․ 고 학생역사동아리 24개 24개 24개 24개
교사 역사문화교육연구회 2팀 2팀 2팀 2팀

     - 경술국치 100년, 역사 교육 특별전『거대한 감옥 식민지에서 살다』후원
       ․ 2012. 8. 7∼10. 14. 교직원․ 학생․ 학부모 5,000여 명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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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청소년 평화교류 사업 후원(근로정신대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주최)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고등학생 참가자 수 18명 18명 21명 18명 예상

     - 국외 우리 역사문화 직무 연수 추진
       ․ 중국 동북지방 고구려․ 백두산․ 독립운동 관련 역사문화 유적지
       ․ 유 : 2명, 초 : 71명, 중 : 48명, 고 : 50명, 특수 : 5명

     - ‘교과서 속 5․18 민주화운동’ 분석 및 결과 보고회(2013.7.19.)
     - 한국사 검정 교과서 논쟁 관련 전문가 초청 연수 추진(2013.9.16.)
     - 역사왜곡 교과서 대응 방안 발표(2013.9.25.)

   다양한 지원을 통한 예술교육 마인드 제고 및 문화예술교육 자기발표력 강화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예술 강사 지원 학교 수 190교 219교 223교 234교
예술 강사 지원 수 224명 238명 223명 218명
고등학교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42교 42개 53교 103개 53교 114개 57교 140개
문화예술교원(민간) 단체 지원 19단체 42단체 52단체 51단체

     - 예술강사(문화예술진흥원) 지원 분야
       ․ 8분야 : 공예, 국악, 디자인, 만화․ 애니메이션, 무용, 사진, 연극, 영화
     - 학생문화예술동아리 축제
      ․ 공연, 실물전시, 디지털전시, 체험부스 운영, 야외공연, 봉사활동

  나. 스스로 배우고 서로 돕는 협력교육 강화

    학습이 가능한 모든 학생에게 개인별 맞춤식 지도 강화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운영 수 36교 21교 19교 9교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학습지도 인턴

교사 45명 30명 19명 9명

     - 기초학습 부진학생 지도 보조강사 및 책임지도 운영 



     - 단위학교 학습부진 예방-진단-지도-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 경계선 학교 인턴교사 103명 지원(’12)
     - 정서․ 행동 발달장애, 학습장애 학생 맞춤형 지원

    교육과정 운영의 책무성 제고
     -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적 편성․ 운영 지원
     -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운영
     -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표창(장관) 및 교육과정 우수 학교 표창(교육감)
     - 우리말 바로 쓰기 행사
     - 대학연계 제2외국어 위탁 교육 : 관내 고등학교 1,2학년

    창의력을 높이는 수준 높은 공교육 실시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창의․인성교과연구회 39팀 102팀 40팀 39팀
창의․인성교육 모델학교 3교 7교 6교 6교

     - 동․ 서부교육지원청에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운영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독서 ․ 토론․논술교육 활성화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고등학교 2학년 논술교실 492명 1,379명 720명 700여명
고등학교 3학년 논술교실 600명 1,059명 학교별 운영 학교별 운영
빛고을 독서마라톤 대회 참가 62,844명 70,911명 82,610명 70,000여명
독서 교육 연구회 26팀 31팀 25팀 26팀
사제 동행 독서 동아리 33팀 87팀 88팀

     - 논술 교재 발행․ 보급 : 고2, 고3

    작은학교의 지역사회와 작은학교 장점을 살린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 농촌 소규모학교 지정 운영 : 13교(초 10, 중 3)
     - 도심 소규모학교 지정 운영 : 10교(초 10)

    과학교육 여건 개선을 통한 탐구 ․ 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내실화 기여
     - 과학교구 기준량 확보 : 학교표준운영비의 3%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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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실무사 업무 연수 실시
     - 생물교육자료 지원센터 운영

    영재 조기 발굴 ․ 육성
     - 영재교육기관 운영 : 영재학급(33교), 영재교육원(5기관)
     - 광주과학영재학교 전환 : 2014학년도 신입생 선발(전국단위 모집)

    융합인재교육(STEAM)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여 학교 현장에 적합한 융합인
재교육 실현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융합인재교육연구학교 1교 5교 4교 4교
융합인재교육교사연구회 1팀 8팀 9팀 9팀
융합인재교육 연수 31명 1,172명 1,335명 200명

     -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우수사례 및 컨텐츠 개발․ 보급 : 2종(초등 1, 중등 1)
    영어교육 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
     - 거점영어체험센터 운영 : 4개소(광주서석초, 광주광천초, 오정초, 첨단초)
     - 원어민 및 영어보조교사 지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원어민 원격화상강의 참여학생 수 66,142명 100,037명 50,206명 66,350명
영어회화 전문강사 수 173명 140명 120명 87명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수 200명 183명 182명 127명

    광주사이버학습 빛고울샘 운영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참여 교사 수 2,484명 6,929명 3,535명 2,245명

과정 7,756개 9,302개 8,775개 2,431명
    - 교과전문위원 132명 조직․ 운영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



    교육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교원의 자기계발 지원
     - 광주교육연수원의 수요자 맞춤형 직무연수 확대 : 40개 과정
     -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운영 : 연4회, 200개 과정
     - 자율연수비 확대 지원 : 250천원 이상 편성 권장

  다. 꿈과 적성을 키워나가는 진로교육 추진

    체계적인 진학지도 추진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대학진학지원단 운영 4팀 56명 5팀 81명 6팀 100명 6팀 123명
상담교사단 운영 22명 31명 21명 17명

     - 대학입학전형 간소화 대비 대입지도 매뉴얼과 고교전형계획 자료 제작․ 보급
     - 대입 전문가 연수 및 찾아가는 입시설명회 활성화 : 50회
     - (2013년도 수능 표준점수 평균) 전과목 16개 시․ 도교육청 중 제주 제외 전국 1위
     - (2013년도 수능 1~4등급 비율 합) 언어․ 수리 가형․수리 나형 제주 제외 전국 1

위, 외국어 제주 제외 전국 2위
     - (2013학년도 수능 8~9등급 비율) 언어 전국 최저, 수리 가형․ 수리 나형․ 외국어 

제주 제외 전국 최저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진로설계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진로교육 추진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42명 92명 153명 155명

     - 광주지역 최초로 진로와 진학을 연계해 실시하는 진로․ 진학박람회 개최로 진로
에 대한 다양한 정보의 공유․ 체험의 기회 제공 : 30,000여 명 참여

    2013년 진로진학지원센터 확대 이전을 통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 상시 진로진학상담 운영 : 사이버 상담, 대면 상담, 대입수시‧ 정시 집중 진학 상

담
     - 광주 진로아카데미 운영 : 연8회
     - 다양한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진로코치, 진로교사 캠프 운영,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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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관기관과 연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전국 최초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광주취업지원센터’ 설치 
운영(2011.3.2.)

     - 2011년부터 노동인권교육 실시 : 연 123학급, 2시간 실시
     - 전국 최초 학생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캠프와 성공취업 6단계 프로그램 실

시(2011.4)
     - 미취업 학생, 졸업생 재취업교육 및 취업 지원
     - ONE-STOP 취업 상담소 운영 및 추수 지도
     - 산학협력 취업업체를 발굴하여 학교의 협약체결 지원 : 53개 산업체

    특성화고 취업률 상승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취업률 28.4% 32.7% 35.1% 36.7%

     - 2012년 공무원 17명 합격(행정안전부 11명, 광주광역시청 6명) 
     - 2012학년도 대기업, 공공기관 취업률 50%로 전국 1위

    특성화고 복지 확대
     - 특성화고 12교 전체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장학금 지원
     - 실험․ 실습 여건 개선을 위해 기자재 및 실험실습비 지원(7,600만원)
     - 특성화고 취업지원관 및 산업체 우수강사(산학인턴, 산학겸임교사)지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강사 수 33명 38명 47명 35명(진행)

    2012년 안심알바(노동인권) 신고센터 운영
     - 광주 취업지원센터 내 설치 운영(2012년 운영)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 및 정보 제공
     - 평생학습관 지정․ 운영 : 20기관
     -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지원
       ․ 3기관(금호평생교육관, 전남대학교평생교육원, 조선대학교평생교육원)



     - 학력인정 성인문자해득교육 지원
       ․ 5기관(월산초, 치평중, 금호평생교육관, 송정도서관, 광산구청)
     - 전국 최초 방송통신중학교 개교․ 운영 : 북성중학교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와 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 증진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대한민국 행복학교 박람회 지원 7교 13교 9교 8교
교육정책 이해를 위한 교육감과 현장대

화 2회 4회 4회 4회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4회 2회 4회 4회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학부모교육 2회 5회 4회
종교계와 함께하는 학부모교육 20회 12회

     - 광주학부모지원센터 사이버 학부모 교육 : 20강좌
     - 학부모 교육 전문강사 연수 : 5개 분야 30명

  라.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초 ․ 중학교 무상의무급식 실시
    - 2010년 11월(초등학교 전체) → 2012년(중학교 전체)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학교 수 147교 235교 236교 241교
학생 수 109,746명 170,501명 162,187명 155,286명
예산액 50,345백만원 80,134백만원 99,953백만원 99,553백만원

    친환경 식재료비(1식당 200원) 지원 및 친환경 식재료 공동구매 추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비 확대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인당 지원액 35,000원 40,000원 42,000원 42,000원 4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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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여행비 지원 
     - 초등학생 1인당(100,000원), 중학생 1인당(150,000원)

    초 ․ 중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전체학생수 × 1/3 × (초 30,000원, 중 50,000원)

    농촌 소규모 학교 체험학습비 추가 지원  : 전체학생 수 × (초40,000원, 
중60,000원)

    과밀학급 학교보건 인턴교사 배치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인턴 보건교사 수 54교 84교 124교 23교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 법적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 신․ 증설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일반학교 특수학급 신설 6학급 9학급 6학급 9학급
일반학교 특수학급 증설 11학급 16학급 5학급 4학급
특수학교 특수학급 증설 11학급 3학급 2학급

     - 특수교육실무사 확대 채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특수교육실무사 수 164명 198명 227명 230명
     -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3개소(본청, 동․ 서부교육지원청)
     - 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개원(2014.3) : (구)광주교육연수원
     - 혁신형 특수학교인 광주선우학교 신설․ 개교(2013.3.1.)
    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직업교육 환경을 개선
     - 직업교육 운영비 지원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설치․ 운영
     - 장애학생의 요구에 맞는 방과후학교 운영 및 개별지원비 지원



     - 장애학생 방학학교 운영 확대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방학학교 참가 학생 수 550명 710명 710명 710명
     - 광주선광학교 학교기업 ‘민들레꿈터’ 개관 및 운영(2012.9.)

    만 3~5세아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지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지원액 25,581,600천원 43,345,307천원 56,111,200천원 65,227,920천원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내실화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공립 방과후과정 강사 및 기간제 교사 
배치 146명 176명 186명 198명
야간 돌봄유치원 2개원 7개원 7개원 6개원
엄마품 온종일 돌봄유치원 10개원 9개원 7개원 2개원
아침 돌봄유치원 2개원 6개원 8개원

     - 종일제 운영 환경개선비와 종일제 강사를 전면 지원하고, 종일제 운영을 위한 
장학 자료와 프로그램 개발․보급

   단(병)설 유치원 신설 및 학급 증설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병설유치원 신설
3개원, 

7학
급

4개원, 6학급 1개원, 2학급 4개원, 
16학급

기존 단(병)설 유치원 학급 증
설

2개원, 
2학
급

2개원, 4학급 6개원, 6학급 2개원, 3학급

    신나는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지원 : 차상위 계층자녀(100%), 담임추천 확대



제2절 우수 교육활동 및 수상 실적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비   고
지원액 5,765백만원 12,464백만원 8,149백만원 2014년 진행

지원학생수 27,289명 34,121명 29,942명

     -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인력풀(인증제) 운영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인증제 인력풀 456명 984명 1,200명 2,100명
     - 정규수업 외 교육활동 학교급별 운영 지침 마련 및 각급학교 이행계획서 수립 안

내
     - 방과후 지역사회학교 선도학교 운영 : 2013년 5교, 2014년 15교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문화 다양성 교육 확대
     - 다문화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운영 : ‘새날학교’(2011.6.)
     - 다문화가정 대학생 1:1 멘토링 사업 운영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참가자 수 277명 248명 284명 290명

     - 다문화 장학자료 개발․보급 : 3종

    탈북 청소년 교육지원
     - 북한이탈주민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 탈북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학생 수 37명 45명 62명 61명

    교육복지 지원 사업 확대 운영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 확대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학교 수 38교 65교 90교 102교 110교

     - 광주희망교실 운영 : 교실 1,141실, 교사 1,500명, 소외학생 13,000명 지원



  마. 소통과 참여로 신뢰받는 지원행정 구현

    전국 최초 교육공무직원 전담부서 신설(2011.3.1.)
     - 전국 최초 9개 비정규직 직종별 협의회 개최․운영
     - 조리사 및 조리원의 연봉기준일수 상향 조정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연봉기준일수 245일 265일 275일 290일 월급제 전환

   - 처우 개선 확대 및 근무여건 개선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장기근무가산금 월 3∼8만원 월 5만∼13만원 월 5만∼13만원
맞춤형 복지비 21~30만원 31~40만원 31~40만원
명절휴가보전금 20만원 40만원 40만원

      ․교통보조비,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보육수당, 기술정보수당(영양사), 특수
업무수당(사서), 위험근무수당 신설, 성과상여금 신설

      ․유급 병가일수 확대 : 6일→14일

    전국 최초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제정
     - 전국 최초로 교육감 채용권 전환 추진(2012.9.1.) : 30개 직종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명칭 변경(교육공무직원)

    학교시설 지역사회 개방
     - 2013년 9월 기준 강당 개방률 84%, 운동장 개방률 100%
     - 시설유지관리비 지원 확대를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력

    시민참여 예산제 시행
     - 『광주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제정(2011.5.6.)
     - 시민참여 예산위원회 구성․운영 :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학습준비물 지원, 인성 

및 성교육 확대, 학교 부적응 학생 지도 등 제안 반영
     - 온라인으로 시민 의견 수렴 : 공립유치원 교육서비스 개선, 청소년 흡연예방, 방



제2절 우수 교육활동 및 수상 실적

과후 프로그램 내실화 등 제안 반영

    수업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초등학교 29.6명 26명 25명 24명 23명
중학교 38명 35명 34명 33명 32명

고등학교 38.81명 36명 35명 35명 34명
     - 혁신학교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시범 운영 : 초25명 이하, 중30∼35명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공동 추진
    - 학급담임교사 주당 평균 시수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주당 시수 25.83시간 21.40시간 21.36시간 21.76시간

     -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확대 배치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교담 수 687명 784명 791명 790명

교담 확보율 99.42% 114.5% 126.3% 124.2%
     - 광산구 과밀학급을 중심으로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선도학교 운영 (2013.9.1. 현

재 2교 운영)

    고교평준화 정책 지속 추진

    자연친화적 학교 설계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미래학교 만들기 추진
     - 친환경 미래학교 자문단 구성 운영
     - 친환경 건물인증 획득 : 5교(광주선우학교, 신용중, 은빛초, 새별초, 효천초)

    소통과 참여의 교육행정 전개
     - 교육정책 모니터단 운영 : 60명
     - 500인 원탁토론 [광주교육을 설계하다] : 2012년(540명) → 2013년(550명)



     - 광주교육정책 현상 공모제 실시

    광주교육거버넌스 구축
     - 시․자치구, 시민․사회단체, 교육청 참여
     - 광주교육 희망 공동선언을 기반으로 광주교육책임네트워크 구성 : 실무협의 진

행 중
     - 광주학생문화예술축제 등 3건 추진사업 확정

    배려와 나눔의 교육기부 활성화를 통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 광주교육기부 홈페이지 프로그램 : 2012년 143개 → 2013년 150개
     - 교육기부 업무협약 체결 : 79개 기관(단체)
     - 교직원 교육기부단 운영 : 14개팀(45명)
     - 대학생 교육기부단(위탁) : 방학 쏙쏙캠프, 토요 함성소리, 알락달락 방과후교실

    4년간 개교 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학교명
신용초
성덕초
장덕중

빛고을고

선운초
성덕고

은빛초
선운중

광주선우학교

효천초
새별초
건국초
신용중

건국유치원
화운유치원

  바. 학교 문화 혁신

    배려와 존중 협력과 상생의 새로운 공교육 모델 빛고을혁신학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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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계동구 북구 서구 남구 광산구

초 광주동산초

광주지산초
광주동초

광주풍향초
일동초

광주효동초(예비)
건국초(예비)

광주극락초
광주봉주초
광주방림초
광주백운초

효천초(예비)
평동초

새별초(예비)
10
(4)

중 무등중
신광중
두암중
각화중

신용중(예비)
일곡중(예비)

수완중
봉산중
신가중
선운중
월곡중
산정중

10
(2)

고 전남여상 동명고
성덕고 3

특수 광주선우학교 광주선명학교 광주선광학교 3
계 2 9

(4) 1 4
(1)

10
(1)

26
(6)

※ (   )예비혁신학교 수

    빛고을혁신학교 운영 성과 일반화
     - 배려와 참여가 있는 학교문화 조성
      ․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여 학교 비전 정립 및 공유
      ․ 배려와 돌봄의 따뜻한 공동체 문화 형성
      ․ 모든 아이들에게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학습문화 조성
      ․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교육 주체들의 민주적・합리적인 의사결정문화 조

성
      ․ 선후배 교직원간 멘토링 문화 조성

     - 자율성과 동료성에 기반한 교사 연구문화 조성
      ․ 수업혁신을 위한 수업 공개 및 연구회 활동 일반화
      ․ 정기적인 교사 연수 및 외부 전문가에 의한 컨설팅 실시
      ․ 자율성과 책무성에 기반한 교사 조직 운영
      ․ 동료성에 기반한 전문성 신장 시스템 조성
      ․ 학습자 중심의 교과운영 및 평가방식 개선



     -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특성화 
      ․ 특색있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
      ․ 맞춤형 개별학습 실현 
      ․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 학생 간 학업 성취 격차 및 학습부진 축소
      ․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운영시스템 구축
      ․ 교감을 중심으로 한 교무・행정 전담인력을 활용하여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 불필요한 일이나 관행, 전시성 행사, 전달 중심의 회의 탈피
      ․ 행정위임을 넘어선 교육과정의 권한 위임
      ․ 학교장에게 집중된 각종 권한을 대폭적으로 하향 위임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평가『교원행정 업무경감 성과』부문에서 ‘매
우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

     - 전체 학교에 교무행정지원팀을 구성․운영 : 교사의 전체 보고 공문의 49.1% 처
리

     - 교육공무직원에게 업무관리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
     - 교육청 주요시책 사업 및 각종 행사 179건 축소․폐지
     - 찾아가는 컨설팅 추진 및 업무경감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 연 4회
     - 공문 게시 및 자료집계 시스템 활용 : 공문서 유통량 18.7% 감축

    미래핵심역량을 기르는 학교교육력 제고 사업 질 관리 강화
     - 중점학교 지원 : 총 88교(초 20교, 중 7교, 고 59교, 특수 2교)
     - 중점학교 담당 장학사를 배정하여 책임컨설팅 및 성과 관리
     - 중점학교 실천단계 그룹컨설팅, 우수사례집 배부 등 상호 정보 교환 및 우수사

례 공유

  사. 청렴한 교직사회 실현

    감사원 주관 2012년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우수감사기관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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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리 신고를 위한 교육감실 직통 ‘빛고을바르미 전화’(2011.1.)와 교육비리 
통합 ‘신고센터’(2011.3)를 설치 운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감사기능의 투명성 및 엄정한 처리를 위해 ‘개방형 직위 감사관’을 운영

    전 기관장 청렴서약 실시(2011.4.)
    전 기관장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2011.4.)



    기관장 청렴교육 확대 실시 : 연 1회 이상
     - 기관장 등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리더십 특별교육 실시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 ‘찾아가는 푸름이 교육’
    시설예산 사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시설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 예산지원의 적정성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
    사립학교 교사 채용 방법 개선
     - 사학법인 자체 신규교사 채용 시 공개전형 지도 강화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 : 전자계약제 의무화, 수의계약 방법 개선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자계약률 82.9% 96% 97% 97% 예상

    초등교사 연령대별 균형 배치
     - 교사의 연령대별 비율을 고려하여 기준을 4단계로 구분하여 각 학교의 교사를 

균형 있게 배치
    인사예고제 실시
     - 인사요인 및 전보대상자 명단 사전 공개 : 교원 1회(1월), 지방공무원 2회(5월, 11월)

  아. 민주 ․ 인권친화적 학교 실현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 광주학생인권조례 지침 및 학생생활규정 표준안 개발 보급(2011.6.)
     - 학생인권교육 및 홍보자료 개발 보급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비  고
자료 수 4종 9종 4종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 
     - 교권 침해 상담을 위해 온라인 상담실 운영 : 교권센터 접수 61건, 기관방문 58

건 상담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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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 보호 전담 변호사를 1교당 1명씩 위촉(2012.5.)하여 운영
     - 교원전담변호사 법률 자문 및 상담 지원

    민주인권교육센터 설립․운영(2011.6.)
     - 학생인권침해구제팀 운영 : 학생인권 및 노동인권 관련 진정 접수 처리
     - 민주·인권·평화교육 관련 자료 개발 및 교육지원

    광주광역시교육청 주관 인문학교실 ‘상생의 숲’ 운영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참가자 수 77명 585명 713명 850명

    전국 최초 ‘학교민주인권친화지표’ 개발(2011)
     - 2012 학교 및 지원청 평가에 반영

    광주광역시 ‘학생의회’ 설치․운영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학생회실 설치 지원 19교 30교 15교
학생자치활동 캠프 운영 1회 3회 2회 2회

     - 초․중․고등학교 학생의회 설치․운영(5개소)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민주․인권․평화동아리 지원
     - 2012년 100팀 → 2013년 100팀 → 2014년 60팀



    5․18 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5․18 국립묘지 학생 참배 지원 35학급 26학급 76학급
5․18 민주화운동 교사 연수 1회 2회 1회 5․18기념재단 

진행
5․18 민주화운동 수업사례 공모 6명 10명 5․18기념재

단 
5․18기념재단 

진행
5․18 민주화운동 참고용도서 발간 2종 1종 3종 2종

    - 5․18 민주화운동 계기교육 : 관내 전체학교 실시
    - 5․18 민주화운동교육 : 주먹밥 먹기 체험, 기념주간 현수막 게시 등

   민주주의 교육 스마트 체험학습 시스템 (모바일 앱) “광주민주역사올레” 운영
    -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4․19 혁명, 광주학생독립에 대한 거점별 모바일 

앱을 통한 사전 체험학습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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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상 실적

  가. 인성·학력 부문
주최(주관)기관 부문 수상내용 수상구분 수상일 수상자

(소속, 이름)
교육과학
기술부 인성 전국 100대 교육과정우수학교 우수상 2011.

1.27. 동림초
교육과학기술부 학력 전국 청소년 영어토론대회 고등부 1위 2011.12.3. 광주석산고조승현
교육과학기술부 인성 전국 100대 교육과정우수학교 우수학교 2011.12.31. 전대사대부중
교육과학기술부 인성 학교문화개선 100대우수학교 우수학교 2012.2.21. 목련초
교육과학기술부 인성 전국100대 학교문화우수학교 우수학교 2012.3.6. 봉산초
교육과학기술부 학력 전국 청소년 영어토론대회 고등부 1위 2011.12.3. 광주석산고조승현
교육과학기술부 인성 전국 100대 교육과정우수학교 우수학교 2011.12.31. 전대사대부중
교육과학기술부 인성 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우수학교 2012.4.3. 전대사대부중
교육과학기술부 인성 인성교육 최우수유치원 최우수학교 2012.8.24. 정덕유치원
교육과학기술부 인성 2012 인성교육 실천우수학교 우수학교 2012.11.28. 월봉초
교육과학기술부 인성 학교폭력예방 우수사례 공모 우수상 2012.11.30. 영천중
교육과학기술부 인성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 우수학교 2012.11.30. 영천중
교육과학기술부 학력 2012 대한민국 인재상 장관상 2012.12.3 고려고정제천 외3
교육과학기술부 인성 제1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대상 2012.12.7. 서일초
교육과학기술부 인성 교육과정 우수학교 우수학교 2012.12.20. 정덕유치원
교육과학기술부 인성 학교보건교육 우수학교 2012.12.20. 진월초
교육과학기술부 인성 학교평가 우수학교선정 우수학교 2012.12.28. 빛고을초
교육과학기술부 인성 교사 행정업무 부담경감우수학교 우수학교 2012.12.31. 진남초



주최(주관)기관 부문 수상내용 수상구분 수상일 수상자
(소속, 이름)

한국초등
배구연맹 체육 제7회 한산대첩기 전국

초등학교 배구대회 우승 2011.
3.14. 치평초

대한소프트볼
협회 체육 제20회 회장기 전국고교

여자소프트볼대회 우승 2011.
4.17. 명진고

대한양궁협회 체육 제25회 문광부 전국
체육고 체육대회 금메달(단체) 2011.

5.7. 광주체육고
대한사격연맹 체육 제25회 문광부 전국

체육고 체육 대회 금메달(단체) 2011.
5.7. 광주체육고

대한체육회 체육 제40회 전국 소년체전
초등부 씨름(용장급) 금메달 2011.

5. 31
화정남초
김태하

대한체육회 체육 제40회 전국 소년체전
초등부 태권도(웰터급) 금메달 2011.

5. 31
금부초
서호진

주최(주관)기관 부문 수상내용 수상구분 수상일 수상자
(소속, 이름)

교육부 학력 고교 교육력 제고 시범 교육청 운영 우수기관 2013.2.22. 서부교육지원청
교육부 인성 독서교육 우수학교 우수학교 2013.

12.11. 천곡중
교육부 인성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우수사례공모전 최우수 2013.
12.17

전대사대부설중
교사 김은정

교육부 인성 자유학기제 연구우수학교 우수학교 2013.12.23. 광주동신중
교육부 인성 제4회 전국 탈북학생 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장관상 2013.12.26. 송우초
교육부 인성 대한민국 인성교육 수상 대상 2013.12.26. 평동중
교육부 인성 인성교육 활성화우수학교 우수학교 2013.12.31. 신창초
교육부 인성 전국 100대 교육과정우수학교 우수학교 2013.12.31. 월봉초
교육부 인성 전국 100대 교육과정우수학교 우수학교 2013.12.31. 하남중
교육부 인성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우수학교 2014.2.7. 예향유치원
교육부 인성 융합인재교육 우수학교 선정 우수학교 2014.2.26. 유덕중
교육부 인성 2013 교원능력개발평가우수학교 우수학교 2014.2.28. 삼정초
교육부 인성 창의경영운영 우수학교 우수학교 2014.4.3. 광주진흥고

  나. 체육 부문



제2절 우수 교육활동 및 수상 실적

주최(주관)기관 부문 수상내용 수상구분 수상일 수상자
(소속, 이름)

대한체육회 체육 제40회 전국 소년체전
초등부 태권도(미들급) 금메달 2011.

5. 31
일동초
주혜성

대한체육회 체육 제40회 전국 소년체전
여초부 양궁(35m) 금메달 2011.

5. 31
유촌초
송나영

대한체육회 체육 제40회 전국 소년체전
남중부 레슬링(G58kg급) 금메달 2011.

5. 31
광주체육중
김주성

대한체육회 체육 제40회 전국 소년체전
남중부 사격(공기권총) 금메달 2011.

5. 31
광주체육중
최보람

대한체육회 체육 제40회 전국 소년체전
남중부 체조(철봉, 안마)

금메달
(2관왕)

2011.
5. 31

광주체육중
주경서

대한체육회 체육 제40회 전국 소년체전
남중부 볼링(2인조) 금메달 2011.

5. 31
월계중
김영운 외 1

대한체육회 체육
제40회 전국 소년체전
남중부역도(94kg인,용,
합)

금메달
(3관왕)

2011.
5. 31

광주체육중
박철민

대한체육회 체육
제40회 전국 소년체전
여중부 역도(인상75kg
급)

금메달 2011.
5. 31

정광중 
최다희

대한체육회 체육 제40회 전국 소년체전
여중부 육상(200m) 금메달 2011.

5. 31
광주체육중
한정미

대한체육회 체육
제40회 전국 소년체전
여중부 수영(자유형
800m)

금메달 2011.
5. 31

광주체육중
남상지

대한체육회 체육 제40회 전국 소년체전
여중부 소프트볼(단체전) 우승 2011.

5. 31 봉산중
대한소프트볼

협회 체육 제11회 평화통일배 전국 
소프트볼 대회 우승 2011.

6.13. 봉산중
대한씨름협회 체육 제8회 김성률배 전국

장사씨름 대회 우승(단체) 2011.
7.9. 광주중

대한축구협회 체육 제9회 대구광역시장기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 우승 2011.

7.31. 송정서초
대한볼링협회 체육 제26회 대통령기 전국

볼링 대회(개인종합) 금메달 2011.
8.11. 첨단고

대한소프트볼
협회 체육 제23회 전국종별 여자

소프트볼대회 우승 2011.
8.30. 명진고

대한체육회 체육 제92회 전국 체육대회
남고부 양궁(90m) 금메달 2011.

10.12
광주체육고
김현민

대한체육회 체육 제92회 전국 체육대회
여고부 양궁(개인전) 금메달 2011.

10.12
광주체육고
이수진

대한체육회 체육 제92회 전국 체육대회
남고부 레슬링(G63kg급) 금메달 2011.

10.12
광주체육고
윤상균

대한체육회 체육 제92회 전국 체육대회 금메달 2011. 광주체육고



주최(주관)기관 부문 수상내용 수상구분 수상일 수상자
(소속, 이름)

남고부 레슬링(G69kg급) 10.12 박상혁
대한체육회 체육 제92회 전국 체육대회

여고부 레슬링(F55kg급) 금메달 2011.
10.12

광주체육고
권혁주

대한체육회 체육 제92회 전국 체육대회
남고부 볼링(3인조) 금메달 2011.

10.12
첨단고
심한솔 외 2

대한체육회 체육 제92회 전국 체육대회
남고부 육상(세단뛰기) 금메달 2011.

10.12
광주체육고 
유태일

대한체육회 체육 제92회 전국 체육대회
남고부 태권도(87kg급) 금메달 2011.

10.12
문성고
한태인

대한체육회 체육
제92회 전국 체육대회
남고부 역도(105kg용,
합)

금메달
(2관왕)

2011.
10.12

광주체육고
조성빈

대한체육회 체육
제92회 전국 체육대회
여고부 수영
(배영 50, 100m)

금메달
(2관왕)

2011.
10.12

광주체육고
김지현

대한체육회 체육 제92회 전국 체육대회
여고부 체조(도마) 금메달 2011.

10.12
광주체육고
김도영

대한체육회 체육 제92회 전국 체육대회
남고부 볼링(5인조) 금메달 2011.

10.12
첨단고
김경범 외 4

대한축구협회 체육 제14회 백운기 전국
고교 축구대회 우승 2012.

2.27. 금호고
한국중고
검도연맹 체육 제54회 춘계 전국

중․고 검도대회
우승

(단체)
2012.
4.14. 설월여고

대한육상
경기연맹 체육

제26회 문광부장관기
전국 체육고대회
(400mR)

금메달 2012.
5.5. 광주체육고

대한체조협회 체육
제26회 문광부장관기
전국 체육고대회(단체종
합)

금메달 2012.
5.5. 광주체육고

대한체육회 체육 제41회 전국 소년체전
초등부 야구(단체전) 우승 2012.

5.29 광주수창초
대한체육회 체육 제41회 전국 소년체전

중등부 야구(단체전) 우승 2012.
5.29 무등중

대한체육회 체육 제41회 전국 소년체전
남중부 레슬링(F69kg급) 금메달 2012.

5.29
광주체육중
김응찬

대한체육회 체육
제41회 전국 소년체전
남중부 레슬링(F100kg
급)

금메달 2012.
5.29

송정중
김대중

대한체육회 체육 제41회 전국 소년체전
남중부 체조(철봉) 금메달 2012.

5.29
광주체육중
이원석

대한체육회 체육 제41회 전국 소년체전
남중부 태권도(패더급) 금메달 2012.

5.29
광주체육중
장현서

대한체육회 체육 제41회 전국 소년체전 금메달 2012. 일동중



제2절 우수 교육활동 및 수상 실적

주최(주관)기관 부문 수상내용 수상구분 수상일 수상자
(소속, 이름)

여중부 태권도(밴텀급) 5.29 채수인
대한체육회 체육 제41회 전국 소년체전

여중부 양궁(50m) 금메달 2012.
5.29

광주체육중
정유리

대한체육회 체육
제41회 전국 소년체전
여중부 역도(63kg인,용,
합)

금메달
(3관왕)

2012.
5.29

광주체육중
안시성

대한체육회 체육 제41회 전국 소년체전
여중부 소프트볼(단체전)

우승
(2연패)

2012.
5.29 봉산중

대한볼링협회 체육
제26회 대한볼링협회장
배(개인전, 2인, 5인조, 
마스터즈)

금메달 2012.
6.11. 첨단고

대한정구협회 체육 제50회 대통령기 정구
대회 우승(단체) 2012.

7.29. 금호중
대한소프트볼

협회 체육 제23회 종별 전국 소프
트볼대회 우승 2012.

8.21. 봉산중
문화체육부 체육 제38회 문광부장관기

전국 초등학교 정구대회 우승(단체) 2012.
8.21. 광주상무초

대한소프트볼
협회 체육 제24회 전국 종별 여자

소프트볼대회 우승 2012.
8.26. 명진고

대한체육회 체육 제93회 전국체육대회
(여자소프트볼) 금메달 2012. 

10.17 명진고

대한체육회 체육 제93회 전국체육대회
남고부 수영(다이빙3m) 금메달 2012. 

10.17
광주체육고
류민재

대한체육회 체육
제93회 전국체육대회
여고부 수영
(배영50,100m)

금메달
(2관왕)

2012. 
10.17

광주체육고
김지현

대한체육회 체육 제93회 전국체육대회
남고부 태권도(74kg급) 금메달 2012. 

10.17
문성고
노광훈

대한체육회 체육 제93회 전국체육대회
남고부 태권도(80kg급) 금메달 2012. 

10.17
광주체육고
박규성

대한체육회 체육 제93회 전국체육대회
남고부 정구(개인복식) 금메달 2012. 

10.17
동신고
박세웅 외 1

대한체육회 체육 제93회 전국체육대회
여고부 정구(단체전) 금메달 2012. 

10.17
동신여고
김이주 외 6

대한체육회 체육 제93회 전국체육대회
남고부 볼링(3인조) 금메달 2012. 

10.17 첨단고
대한체육회 체육 제93회 전국체육대회

남고부 육상(400mH) 금메달 2012. 
10.17

광주체육고 
김현우

대한체육회 체육 제93회 전국체육대회
남고부 레슬링(F63kg급) 금메달 2012. 

10.17
광주체육고 
이명진

대한체육회 체육 제93회 전국체육대회 금메달 2012. 광주체육고 



주최(주관)기관 부문 수상내용 수상구분 수상일 수상자
(소속, 이름)

남고부 레슬링(F85kg급) 10.17 이승동
대한축구협회 체육 2013 금석배 전국학생

축구대회 우승 2013.
2.26. 월곡초

대한펜싱협회 체육
제25회 한국 중․고연맹
전국 펜싱선수권대회(에
뻬)

우승(단체) 2013.
3.22. 광주효광중

대한소프트볼
협회 체육 제22회  전국 소프트볼

대회 우승 2013.
4.29. 봉산중

대한소프트볼
협회 체육 제22회  전국 소프트볼

대회 우승 2013.
4.29. 명진고

대한배구협회 체육 제68회 종별 배구선수권
대회 우승 2013.

5.9. 문흥중
대한체육회 체육 제42회 전국소년체전

초등부 야구(단체전)
우승

(2연패)
2013.
5.28 광주수창초

대한체육회 체육 제42회 전국소년체전
초등부 태권도(미들급) 금메달 2013.

5.28
금부초
서주형

대한체육회 체육 제42회 전국소년체전
여중부 태권도(헤비급) 금메달 2013.

5.28
천곡중
전유리

대한체육회 체육 제42회 전국소년체전
여초부 배구(단체전) 금메달 2013.

5.28 치평초

대한체육회 체육 제42회 전국소년체전
남중부 육상(창던지기) 금메달 2013.

5.28
광주체육중
허원

대한체육회 체육 제42회 전국소년체전
남중부 레슬링(G46kg급) 금메달 2013.

5.28
송정중
김가빈

대한체육회 체육 제42회 전국소년체전
남중부 유도(51kg급) 금메달 2013.

5.28
광주체육중 
박찬혁

대한체육회 체육
제42회 전국소년체전
남중부 체조(평행봉, 철
봉)

금메달
(2관왕)

2013.
5.28

광주체육중 
이원석

대한체육회 체육
제42회 전국소년체전
남중부 펜싱(에뻬, 단체
전)

금메달 2013.
5.28

체육중
김명기 외 3

대한체육회 체육
제42회 전국소년체전
여중부 펜싱(에뻬, 단체
전)

금메달 2013.
5.28

효광중
임진서 외 3

대한체육회 체육
제42회 전국소년체전
여중부 양궁(개인전, 
50m)

금메달
(2관왕)

2013.
5.28

광주체육중 
정유리

대한체육회 체육 제42회 전국소년체전
여중부 소프트볼(단체전) 우승 2013.

5.28 봉산중
대한에어로빅

연맹 체육 제8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에어로빅대회 금메달 2013.

6.15. 광주체육고



제2절 우수 교육활동 및 수상 실적

주최(주관)기관 부문 수상내용 수상구분 수상일 수상자
(소속, 이름)

대한태권도
협회 체육 대한태권도협회장기

전국 태권도대회 종합우승 2013.
6.24. 천곡중

대한펜싱
협회 체육 제51회 전국 남․녀종별

펜싱선수권대회(사브르) 우승(단체) 2013.
6.25. 전남공업고

대한야구
협회 체육 2013 KBO총재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우승 2013.
8.5. 광주서림초

한국야구위원회 체육 2013 KBO총재배 전국유소년 야구대회 우승 2013.8.6. 광주대성초야구부
국민체육진흥

공단 체육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배 전국초등학교 배드민
턴대회

우승
(여자단체)

2013.
8.14. 풍암초

대한씨름
협회 체육 제27회 시도대항 전국

장사씨름대회 우승 2013.
8.16. 광주중

문화체육관광부 체육 제8회 전국 에어로빅체조대회 1위 2013.8.20. 광주양산초조수아
대한야구협회 체육 제43회 전국 초등야구대회 우승 2013.8.24. 광주대성초야구부
대한야구

협회 체육 제43회 회장기 전국초등
학교 야구대회 우승 2013.

8.26. 광주대성초
대한소프트볼

협회 체육 제25회 전국종별여자
소프트볼대회 우승 2013.

9.2. 명진고
대한사격

연맹 체육 제29회 회장기 전국사격
대회(소총) 금메달 2013.

10.2. 상일중
한국초등배구

연맹 체육 제46회 추계배 전국초등
학교 배구대회 우승 2013.

10.6. 치평초
대한야구협회 체육 제13회 박찬호기 전국

야구대회 우승 2013.
10.30. 광주화정초

대한체육회 체육 제94회 전국 체육대회
남고부 사이클(경륜) 금메달 2013.

10.24
광주체육고
윤진규

대한체육회 체육 제94회 전국체육대회
남고부 우슈쿵푸(태극권) 금메달 2013.

10.24
동일전자고
서희성

대한체육회 체육 제94회 전국체육대회
남고부 레슬링(G76kg급) 금메달 2013.

10.24
광주체육고
백심현

대한체육회 체육 제94회 전국체육대회
남고부 레슬링(G69kg급)

남고부 레슬
링(G69kg급)

2013.
10.24

광주체육고
양세진

대한체육회 체육
제94회 전국체육대회
남고부 역도(인상105kg
급)

남고부 역도
(인상105kg
급)

2013.
10.24

광주체육고
박철민

대한체육회 체육 제94회 전국체육대회
남고부 골프(단체전종합) 금메달 2013.

10.24
동일전자고
주혁 외 1

대한체육회 체육 제94회 전국체육대회
남고부 체조(안마) 금메달 2013.

10.24
광주체육고
주경서



주최(주관)기관 부문 수상내용 수상구분 수상일 수상자
(소속, 이름)

대한체육회 체육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여고부 체조(평균대, 종
합)

금메달
(2관왕)

2013.
10.24

광주체육고
한소리

대한체육회 체육 제94회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에어로빅(2인조) 금메달 2013.

10.24
체육고
김유환 외 1

대한체육회 체육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여고부 육상(400m) 금메달 2013.

10.24
광주체육고
한정미

대한체육회 체육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여고부 조정(더블스컬) 금메달 2013.

10.24
체육고
박예리외 1

대한체육회 체육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소프트볼) 은메달 2013.

10.24 명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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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주관)기관 부문 수상내용 수상구분 수상일 수상자
(소속, 이름)

교육과학기술부 과학 제57회 과학전람회 전국대회 특상 2011.9.29. 숭덕고강현빈, 이정수
교육과학기술부 과학 제57회 과학전람회 전국대회 특상 2011.9.29.

염주초김가윤, 김소은, 신민휴
교육과학기술부 과학 제57회 과학전람회 전국대회 특상 2011.9.29 염주초박재우, 김태현
교육과학기술부 과학 제57회 과학전람회 전국대회 특상 2011.9.29. 광주과학고김정민
교육과학기술부 과학 제57회 과학전람회 전국대회 특상 2011.9.29. 광주운암초교사 하주일
교육과학기술부 과학 제57회 과학전람회 전국대회 특상 2011.9.29. 광주학강초김형섭
교육과학기술부 과학 제9회 전국 항공우주과학경진대회 대상 2011.10.8. 세종고김남결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 2011 전국 청소년과학탐구대회(로켓과학 초등부) 대상 2011.10.16. 장덕초교사 최강희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 2011 전국 청소년과학탐구대회(전자과학 중학부) 금상 2011.10.16. 숭일중교사 이석준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 2011 전국 청소년과학탐구대회(로켓과학 초등부)

최우수지도 교사상 2011.10.16. 장덕초조영석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 2011 전국 청소년과학탐구대회(전자과학 중학 우수지도 교사상 2011.10.16. 숭일중교사 전성욱

  다. 문화예술 부문
주최(주관)기관 부문 수상내용 수상구분 수상일 수상자

(소속, 이름)
통일부 문화예술 제36회 전국 웅변글짓기 대회 학생부대상 2011.7.2. 상일중백승엽
통일부 문화예술 제16회 전국 학생통일 글짓기 대회 대상 2011.8.5. 고려중윤수민

한국관악협회 문화예술 제37회 관악경연대회 금상 2012.9.1.
연제초윈드오케스트라

지식경제부 문화
예술 전국 웅변 글짓기대회 대상 2012.

10.13. 광주여고강신희
지식경제부 문화예술 제18회 한국청소년디자인 전람회 으뜸디자인학교 2012.10.20. 고실초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예술 제7회 우리밀 축제사생대회 대상 2013.5.25. 장덕초박교원
통일부 문화예술 제18회 전국 학생글짓기 대회 대상 2013.8.23. 광주동성고정하민

  라. 과학 부문



주최(주관)기관 부문 수상내용 수상구분 수상일 수상자
(소속, 이름)

부)
교육과학기술부 과학 2011 대한민국 인재상 장관상 2011.12. 22 광주과학고고병창 외 2
교육과학기술부 과학 제1회 대한민국 창의체험 토론대회 금상 2011.11.21. 광주과학고김성현 외 2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 2012 전국 청소년과학탐구대회(로켓과학 초등부) 대상 2012.8.19. 송우초김정욱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 2012 전국 청소년과학탐구대회(로켓과학 중학부) 대상 2012.8.19. 전대사대부중양재근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 2012 전국 청소년과학탐구대회(로켓과학 초등부)

최우수지도 교사상 2012.8.19. 송우초교사 장미석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 2012 전국 청소년과학탐구대회(로켓과학 중학부)

최우수지도 교사상 2012.8.19. 전대사대부중교사 이영철
교육과학기술부 과학 제58회 과학전람회전국대회 특상 2012.9.26.

대성여중임진영,박시현,조인서
교육과학기술부 과학 제58회 과학전람회전국대회 특상 2012.9.26. 수문초김세은, 박상연
교육과학기술부 과학 제58회 과학전람회전국대회 특상 2012.9.26.

월곡초교사 최춘호목련초교사 이진숙
교육과학기술부 과학 제58회 과학전람회전국대회 특상 2012.9.26. 광주동성여중정정채
교육과학기술부 과학 제58회 과학전람회전국대회 최우수상 2012.9.26. 신창중이선임
교육과학기술부 과학 제58회 과학전람회전국대회 우수상 2012.9.26. 광주학강초교사 김형섭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 2013 전국 청소년과학탐구대회(항공우주) 대상 2013.8.4. 광주송원중김수아, 신유빈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 2013 전국 청소년과학탐구대회(항공우주) 최우수지도 교사상 2013.8.4. 광주송원중교사 노평숙
미래창조과학부 과학 전국 청소년 과학탐구대회(중학부) 대상 2013.8.14. 광주송원중신유빈 외 1
미래창조과학부 과학 제59회 과학전람회전국대회 특상 2013.9.26. 염주초장은성, 정예은
미래창조과학부 과학 제59회 과학전람회전국대회 특상 2013.9.26. 광주교대부초 김성훈, 신  율
미래창조과학부 과학 제59회 과학전람회전국대회 특상 2013.9.26.

광주과학고이다예, 백지민, 김희창
미래창조과학부 과학 제59회 과학전람회전국대회 우수상 2013.9.26. 광주운암초진주현 외 1
미래창조 과학 제59회 과학전람회 최우수상 2013. 봉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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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주관)기관 부문 수상내용 수상구분 수상일 수상자
(소속, 이름)

과학부 전국대회 9.26. 교사 임학춘
미래창조과학부 과학 제11회 올해의 과학교사상 표창 2013.12.4. 광주학강초교사 김형섭

주최(주관)기관 부문 수상내용 수상구분 수상일 수상자
(소속, 이름)

국제기능올림
픽한국위원회 직업 제46회 전국 기능경기대

회 (메카트로닉스 분야) 은메달 2011.
9.5.

광주전자공업
고 
공승환 외 1

국제기능올림
픽한국위원회 직업 제46회 전국 기능경기대

회 (전기기기 분야) 은메달 2011.
9.5.

전남공업고
정동원

교육과학
기술부 직업 2011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 경진대회 금상 2011.
10.12.

전남여고
김소영

국제기능올림
픽한국위원회 직업 제47회 전국 기능경기대

회(그래픽디자인 분야) 금메달 2012.9.4.
~9.10.

광주전자공고 
김훈

국제기능올림
픽한국위원회 직업 제47회 전국 기능경기대

회(애니메이션 분야) 금메달 2012.9.4.
~9.10.

광주전산고
배재용

국제기능올림
픽한국위원회 직업 제47회 전국 기능경기대

회 (그래픽디자인 분야) 은메달 2012.
9.12.

광주전자공업
고 김남희

국제기능올림
픽한국위원회 직업 제47회 전국 기능경기대

회 (애니메이션 직종) 은메달 2012.
9.12.

광주여상
양혜정

국제기능올림
픽대회 직업

제42회 국제 기능올림픽
대회 (그래픽디자인 분
야)

우수상 (4위) 
산업포장 2013.7.7 광주전자공업

고 김훈
국제기능올림
픽한국위원회 직업

제48회 전국 기능경기대
회 (모바일로보틱스 분
야)

금상 2013.
10.7.

광주자동화설
비공고 
박홍철 외 1

국제기능올림
픽한국위원회 직업 제48회 전국 기능경기대

회 (제품디자인 분야) 은상 2013.
10.7.

전남여상고, 
조은지

교육과학
기술부 직업 2012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 경진대회
지도 

유공교사상
2012.
10.23.

광주세광학교
김영원 외 1

교육과학
기술부 직업 2012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 경진대회 금상 2012.
10.23.

광주세광학교
박찬혁

교육부 직업 2013 전국 장애학생직업기능 경진대회 동상 2013.10.8.
광주전자공업고김희준

교육부 직업 2103 대한민국 인재상 장관상 2013. 12.18
광주전자공업고김훈외 4

  마. 직업 부문



  바. 정보 부문
주최(주관)기관 부문 수상내용 수상구분 수상일 수상자

(소속, 이름)
국립특수
교육원 정보

제9회 전국 특수교육 
정보화대회 및 제7회 
전국장애학생 e스포츠
대회 

최우수상 2011.
8.31.

광주전자공업고
민 웅

국립특수
교육원 정보

제9회 전국 특수교육 
정보화대회 및 제7회 
전국장애학생 e스포츠
대회

최우수 
지도교사상

2011.
8.31.

광주전자공업고
송은숙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 2011 한국정보올림피아드 경시부문 금상 2011.10.26. 일곡중김제형
국립특수
교육원 정보

제10회 전국 특수교육 
정보화대회 및 제8회 
전국장애학생 e스포츠
대회

 최우수상 2012.
9.5.

광주세광학교
김재철

국립특수
교육원 정보

제10회 전국 특수교육 
정보화대회 및 제8회 
전국장애학생 e스포츠
대회

최우수 
지도교사상

2012.
9.5.

광주세광학교
이병래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 2012 한국정보 올림피아드 공모(중등부) 대상 2012.9.21. 광주서석중한윤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보 2013년도 교육정보통계시스템 활용 우수사례 수기 최우수상 2013.12.2.

광주광역시교육청(직원) 백창범
미래창조과학부 정보 스마트미디어 힐링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2013.12.6. 광주동신여중윤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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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연도) 수상자 명단 비 
고초등 중등 일반직

1회(1987년) 김여성(학강초 교장) 고재종(제일고 교장) 김정식(관리국장)
2회(1988년) 이형기(본청 장학사) 장흥종(진흥중 교사) 대상자 없음
3회(1989년) 고광악(서석초 교장) 신현을(전남고 교사) 대상자 없음
4회(1990년) 대상자 없음 이주환(동성여중 교사) 대상자 없음
5회(1991년) 대상자 없음 대상자 없음 대상자 없음
6회(1992년) 문영수(농성초 교장) 김정수(금호고 교장) 강소원(송정도서관장)
7회(1993년) 박봉학(서석초 교장) 문도채(동성중 교장) 대상자 없음
8회(1994년) 문양순(수창초 교장) 서상학(광주고 교사) 박동호(관리국장)
9회(1995년) 박찬홍(계림초 교장) 김철구(과학고 교사) 대상자 없음
10회(1996년

) 선전규(주월초 교장) 박경섭(각화중 교장) 김종철(용봉중 행정주사보)
11회(1997년

) 이재순(태봉초 교장) 조복남(전여고 교장) 박창용(학생독립기념관장)
12회(1998년

) 김종환(주월초 교감) 노임석(연수원 원장) 윤용택(중앙도서관장)
13회(1999년

) 김신석(봉선초 교장) 임수동(예술고 교장) 윤길(금호문화회관장)
14회(2000년

) 양호기(동부교육장) 김병주(서강고 교장) 조창호(관리국장)
15회(2001년

) 채효광(삼각초 교장) 박동균(서부교육장) 대상자 없음
16회(2002년

) 정일균(금호초 교장) 고제현(숭덕고 교장) 이승연(부교육감)
17회(2003년 박추자(운천초 교장) 배의구(교육국장) 안오환(공제회 이사장)

  사. 학부모 부문
주최(주관)기관 부문 수상내용 수상구분 수상일 수상자

(소속, 이름)
교육과학기술부 학부모 학부모 학교참여 우수사례 공모 장관상 2011.11.

동곡초. 백일초, 봉산초, 수완고 학부모회
교육과학기술부 학부모 학부모학교참여 우수사례 공모 장관상 2012.11. 신암초, 대자중학부모회
교육부 학부모 학부모 학교참여 우수사례 공모 장관상 2013.12. 송정서초, 광주극락초 학부모외

  아. 광주교육상 역대 수상자 현황(1회~27회)



회(연도) 수상자 명단 비 
고초등 중등 일반직

)
18회(2004년

) 신현중(정보원 원장) 송영석(전남고 교장) 서광수(전남대 사무국장)
19회(2005년

) 박진남(용주초 교장) 염동련(전남여상 교장) 박형순(학생회관 관장)
20회(2006년

) 최옥자(두암초 교장) 장봉수(광주제일고 교사) 김동진(혁신복지담당관)
21회(2007년

) 이충현(문우초 교장) 정규봉(조대여고 교사) 박두상(금호평생교육관장)
22회(2008년

) 김형중(효덕초 교장) 이경임(교육연수원 원장) 고화석(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23회(2009년

) 조정례(화정남초 교사) 주규봉(광주공고 교장) 김용흘(기획관리국장)
24회(2010년

) 김성수(용두초 교장) 박종채(전남여고 교장) 홍성률(금호평생교육관장)
25회(2011년

) 박형목(동림초 교장) 정소지(동명고 교장) 김경욱(광주중앙도시관)
26회(2012년

) 김원대(월봉초 교장) 김주현(광주서석고 교장) 오세균(前 행정국장)
27회(2013년

)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오창훈(광주체육고 교사) 김희철(교육자치과장)

주최(주관)기관 부문 수상내용 수상구분 수상일 수상자
(소속, 이름)

교육과학기술부 기관 학교문화선도학교(졸업식우수학교) 우수학교 2011.3.28. 일곡중
교육과학
기술부 기관 학교문화선도학교 우수학교 2011.

3.28. 전대사대부중

행정안전부 기관 2011 을지연습 및 비상대비업무 평가결과우수기관 우수기관 2011.10.5.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과학
기술부 기관 보안업무 제도개선우수기관 우수기관 2011.12.31.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기관 대한민국 좋은학교박람회 우수학교 2012.4.24. 동곡초
교육과학기술부 기관 벤치마킹 우수학교 우수학교 2012.6.26. 전대사대부중
국립중앙과학관 단체 제34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학교단체상 2012.8.17. 임곡초
교육과학
기술부 기관 학교폭력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학교 2012.
11.30. 영천중

교육과학 기관 언어개선 선도 우수학교 2012. 불로초

  자. 기관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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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주관)기관 부문 수상내용 수상구분 수상일 수상자
(소속, 이름)

기술부 12.27
한국은행 기관 경제교육 우수학교 우수학교 2012.10.19. 문우초
교육과학기술부 기관 2012 대한민국 좋은학교 박람회 우수학교 2012.11.30.

서일초, 보문고,전대사대부고
환경부 기관 환경교육 시범 우수학교 우수학교 2012.12.27. 광주용봉초
감사원 기관 2012 자체 감사업무우수기관 발전기관 2013.6.14. 광주광역시교육청
산림청 기관 2013 학교숲 우수사례

선정 우수학교 2013.
9.13. 광주효덕초

교육부 기관 2013 대한민국 행복학교박람회 우수학교 2013.12.27.
예향유치원,목련초, 문산초광주동신중

통일부 기관 2013 통일교육 유공정부 포상 우수학교 2013.12.27. 송정서초
교육부 기관 2013 학부모 학교참여우수사례 공모 우수학교 2014.1.23. 광주극락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