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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11. 1. ○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 발족(합의제 집행기관)

1991. 3. 8.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법률 제4347호) 제정

1991. 3. 26.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지방교육자치제 실시)

합의제 집행기관인 교육위원회가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로 분리

1991. 8. 8.
○ 광주직할시의회, 초대 민선 교육위원 7명 선출

(강순홍, 김계윤, 김기삼, 김기회, 김희중, 박정주, 박종철)

1991. 9. 2.
○ 제1대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 개원, 제1회 임시회 집회

전반기 의장 · 부의장 선출(의장 강순홍, 부의장 박종철)

1993. 8. 25
○ 제26회 임시회

후반기 의장 · 부의장 선출(의장 박정주, 부의장 김희중)

1994. 6. 29.
○ 제34회 임시회

후반기 의장 사임 및 보궐선거(의장 김기회 선출)

1994. 10. 2. ○ 박종철 위원 숙환으로 사망

1994. 12. 16.

○ 보궐 교육위원 박선재 위원 당선

(고 박종철 위원 후임으로 선출)

(광산구의회 추천을 받아 제40회 광주직할시의회 정기회에서

선출)

1995. 1. 1.
○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로 개칭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직할시”가 “광역시”로 개칭

제4절 광주교육자치의 발달

1.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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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8. 22.
○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제2대 교육위원 7명 선출

(노영복, 김용억, 김평기, 박창래, 염시형, 윤영규, 차월석)

1995. 9. 2.
○ 제2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개원

전반기 의장 · 부의장 선출(의장 노영복, 부의장 김용억)

1997. 8. 6. ○ 염시형 위원 사망

1997. 8. 29.
○ 제67회 임시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의장 박창래, 부의장 윤영규)

1997. 10. 29.
○ 보궐 교육위원 김재옥위원 당선

(고 염시형 위원 후임으로 선출)

1997. 12. 27.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법률 제5467호)

(교육위원 선출 및 교육감 선출권 : 학부모, 교원단체 대표)

1998. 8. 18.
○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제3대 교육위원 7명 선출

(김재옥, 이정남, 김희중, 박동호, 장정식, 탁인석, 한연기)

1998. 9. 1.
○ 제3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개원

전반기 의장 · 부의장 선출(의장 김재옥, 부의장 이정남)

2000. 1. 28.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법률 제6216호)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인 확대 : 학교운영위원 전원,

시․도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를 공직선거의 절차와

방법을 준용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

2000. 8. 29.
○ 제96회 임시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의장 김희중, 부의장 탁인석)

2001. 1. 29.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법률 제6400호)

(정부조직법 개정 :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

2001. 8. 27.
○ 제106회 임시회

후반기 의장단 사임 및 보궐선거(의장 한연기, 부의장 박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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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4. 3.
○ 보궐 교육위원 정만영 위원 승계

(이정남위원 사직에 따라 후임 승계)

2002. 7. 11.
○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제4대 교육위원 7명 선출

(손정선, 임현모, 장휘국, 한연기, 윤봉근, 오은열, 김희중)

2002. 9. 2.

○ 제116회 임시회

4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전반기 의장 · 부의장 선출

(의장 한연기, 부의장 손정선)

2004. 8. 27.

○ 제133회 임시회

4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출

(의장 손정선, 부의장 장휘국)

2004. 9. 17.

○ 제134회 임시회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손정선 의장 사임에 따라

후임 의장 윤봉근)

2006. 7. 31.
○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제5대 교육위원 7명 선출

(문동주, 박기훈, 서재의, 윤봉근, 이승연, 장휘국, 전원범)

2006. 9. 1.
○ 제5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개원,

전반기 의장․부의장 선출(의장 이승연, 부의장 전원범)

2008. 8. 27.

○ 제169회 임시회

5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출

(의장 전원범, 부의장 박기훈)

2009. 12. 10.

○ 제5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승계자

윤봉근 위원 사직(2009. 12. 3.)

⇒ 주영길 위원 승계(2009. 12. 10.)

2010. 2. 22.

○ 제5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승계자

서재의 위원 사직(2010. 2. 19.)

⇒ 승계자가 없음 결정(2010. 2. 22.)

2010. 8. 31. ○ 제5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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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구

* 소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구성한다.

소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다. 권한

1) 심의․의결권

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심의․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

는다. 구체적인 심의․의결 사항으로는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특별교부금, 사용

료, 수수료, 분담금 및 세입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기본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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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업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

리․처리, 기타 법령과 시조례에 규정된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이다. 그러나 조례

안, 예산안 및 결산, 특별부담금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교육위원

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다시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2) 감사․조사권

교육위원회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교육감, 그 보조기관, 하부

교육행정기관, 기타 교육기관에 대해 감사․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나, 그 결

과를 시의회에 문서로 보고함으로써 시의회가 감사․조사한 것으로 갈음된다. 시

의회는 특정 사안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로써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

3) 선거권

교육위원회 조직 내부를 구성하는 각종 선거에 관한 권한으로서 의장․부의장

선거권, 임시의장 선거권이 있다.

4) 기타 권한

위 3가지 권한 외에 자율권, 의안발의권, 교육위원에 대한 징계의결권, 회의규칙

제정권, 재의 요구된 사항에 대한 재심의․확정권, 선결 처분의 사후 승인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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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육위원 명단

1991년 9월 2일 민선 제1대 교육위원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역대 교육위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직 위 성 명 임 기 비 고

1대 교육위원

강순홍

박정주

김기회

김희중

김계윤

김기삼

박종철

박선재

1991. 9. 2 ～ 1995. 9. 1

1991. 9. 2 ～ 1995. 9. 1

1991. 9. 2 ～ 1995. 9. 1

1991. 9. 2 ～ 1995. 9. 1

1991. 9. 2 ～ 1995. 9. 1

1991. 9. 2 ～ 1995. 9. 1

1991. 9. 2 ～ 1994.10. 1

1994.12.16 ～ 1995. 9. 1

제1대 의장

제2대 의장

제3대 의장

임기 중 작고

박종철위원 승계

2대 교육위원

노영복

박창래

김용억

윤영규

김평기

차월석

염시형

김재옥

1995. 9. 2 ～ 1998. 8. 31

1995. 9. 2 ～ 1998. 8. 31

1995. 9. 2 ～ 1998. 3. 6

1995. 9. 2 ～ 1998. 8. 31

1995. 9. 2 ～ 1998. 8. 31

1995. 9. 2 ～ 1998. 8. 31

1995. 9. 2 ～ 1997. 8. 5

1997.10.29 ～ 1998. 8. 31

제4대 의장

제5대 의장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

항공사고로 사임

염시형위원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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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직 위 성 명 임 기 비 고

3대 교육위원

김재옥

김희중

한연기

탁인석

박동호

장정식

이정남

정만영

1999. 9. 1 ～ 2002. 8. 31

1999. 9. 1 ～ 2002. 8. 31

1999. 9. 1 ～ 2002. 8. 31

1999. 9. 1 ～ 2002. 8. 31

1999. 9. 1 ～ 2002. 8. 31

1999. 9. 1 ～ 2002. 8. 31

1999. 9. 1 ～ 2002. 3. 25

2002. 4. 3 ～ 2002. 8. 31

제6대 의장

제7대 의장

제8대 의장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

이정남위원 승계

4대 교육위원

한연기

손정선

윤봉근

김희중

오은열

장휘국

임현모

2002. 9. 1 ～ 2006. 8. 31

2002. 9. 1 ～ 2006. 8. 31

2002. 9. 1 ～ 2006. 8. 31

2002. 9. 1 ～ 2006. 8. 31

2002. 9. 1 ～ 2006. 8. 31

2002. 9. 1 ～ 2006. 8. 31

2002. 9. 1 ～ 2006. 8. 31

제9대 의장

제10대 의장

제11대 의장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

5대 교육위원

이승연

전원범

문동주

박기훈

서재의

윤봉근

장휘국

주영길

2006. 9. 1 ～ 2010. 8. 31

2006. 9. 1 ～ 2010. 8. 31

2006. 9. 1 ～ 2010. 8. 31

2006. 9. 1 ～ 2010. 8. 31

2006. 9. 1 ～ 2010. 2. 19

2006. 9. 1 ～ 2009. 12. 3

2006. 9. 1 ～ 2010. 8. 31

2009.12.10 ～ 2010. 8. 31

제12대 의장

제13대 의장

일신상의 사임(승계자 없음)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

윤봉근위원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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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별 회기일정 처 리 안 건 비고

제152회
2006.9.18～9.22

(5일간)

- 2006년도 광주교육 주요업무계획

보고ㆍ청취의 건

- 광주교육 행정전반에 관한

일반질문의 건

- 광주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직원

수당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153회 2006.10.20～11.2

(14일간)

-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 2007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07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006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광주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광주교육 행정전반에 관한 일반질문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154회
2006.11.13～11.20

(8일간)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악 중단

결의문 채택의 건

-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마. 회기별 주요 안건 처리 내용

2006년 하반기부터 2010년까지 회기별 주요 안건 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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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별 회기일정 처 리 안 건 비고

제155회
2006.12.20～12.22

(3일간)

- 2006년도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007년 학교신설 임대형 민자사업

계획안

- 광주광역시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일부 개정고시안

- 광주교육 행정전반에 관한 일반질문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156회
2007.1.22～1.26

(5일간)

- 2007년도 광주교육 주요업무계획

보고ㆍ청취의 건

-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57회
2007.3.26～3.30

(5일간)

-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광주교육 행정전반에 관한 일반질문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158회
2007.5.8～5.11

(4일간)

- "광주광역시 학교용지 매입비 전입 촉구"

결의문 채택

- 2007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제1회 수정관리 계획안

- 2007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광주공업고등학교 부설 광주정보산업 학교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지방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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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별 회기일정 처 리 안 건 비고

-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 중학교와 고등학교 특별장학

생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권한 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광주교육 행정전반에 관한 일반질문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159회 2007.6.11～6.15

(5일간)

-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200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변경계획안

- 2006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160회 2007.7.16～7.20

(5일간)

- 2007년도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소위원회구성의 건

- 2007년도 광주광역시교육감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광주교육 행정전반에 관한 일반질문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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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2007.9.11～9.20

(10일간)

-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162회
2007.10.22～11.05

(15일간)

-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예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 2007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제2회 수정관리 계획안

- 2008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 2007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08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가칭 진남유치원 설치안

- 가칭 수완(1)초등학교 설립안

- 가칭 수완(3)중학교 설립안

- 광주과학고등학교 이설안

- 광주여자고등학교 이설안

- 2007년도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163회

2007.12.10～12.14

(5일간)

-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200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계획안

- 무등중, 지원중 통․폐합 및 재배치 추진계획안

-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개정고시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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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광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일반질문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164회 2008.1.21～1.25

(5일간)

- 2007년도광주교육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

- 광주광역시 교육․학예 표창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165회
2008.3.24～03.28

(5일간)

-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광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일반질문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166회
2008.5.6～5.9

(4일간)

-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광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일반질문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167회
2008.6.16.～6.20

(5일간)

- 2007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008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수정가결

제168회
2008.7.14～7.18

(5일간)

- 2008년도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 광주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광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일반 질문의 건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결의문 채택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169회
2008.8.27.

(1일간)

- 제5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후반기

의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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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2008.9.29～10.8

(10일간)

- 2008년도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소위원회 구성 및 감사계획 변경의 건

- 광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일반질문의 건

원안가결

제171회
2008.10.20～11.03

(15일간)

-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예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 2009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08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09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광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일반질문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제171회
2008.10.20～11.3

(15일간)

-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빛고을 결식학생

후원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 (가칭) 수완유치원 설치안(2010. 3.)

- (가칭) 첨단(2)초등학교 설립안(2011. 3.)

- (가칭) 효천2(1)초등학교 설립안(2011. 3.)

- (가칭) 광주유아교육진흥원 설립안(2010. 3.)

- 2008년도 광주광역시교육감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수정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172회
2008.12.8～12.12.

(5일간)

-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 개정고시안

-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고시안

- 광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일반질문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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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2009.2.2～2.5

(5일간)

- 2009년도 광주교육계획 보고․청취의 건

-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교육청 자기연수 장려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광주교육 행정 전반에 관한 일반질문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174회
2009.3.2～3.5

(4일간)

- (가칭) 첨단(2)고등학교 설립안

- 광주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 2009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175회
2009.5.11～5.15

(5일간)

-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광주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일반질문의 건

원안가결

제176회
2009.6.15～6.19

(5일간)

- 2009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 예산안

-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009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09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동의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수정가결

제177회
2009.7.20～7.24

(5일간)

-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 2009년도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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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교육 행정 전반에 관한 일반질문의 건

제178회
2009.9.9～9.18

(10일간)
-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79회 2009.10.20～11.3

(15일간)

- 광주광역시교육행정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

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안

-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2009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010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예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 가칭 첨단2유치원 설립안

- 가칭 효천2(1)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설립안

- 가칭 선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설립안

- 가칭 선운초등학교 설립안

- 가칭 선운중학교 설립안

- 2009년도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광주교육 행정전반에 관한 일반질문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180회
2009.12.7～12.11

(5일간)

-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 개정고시안

- 광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일반질문의 건

원안가결

제181회 2010.1.21～1.25 - 2010년도 광주 교육계획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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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별 회기일정 처 리 안 건 비고

(5일간) - 광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일반질문의 건

제182회
2010.3.29～4. 1

(4일간)

-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2010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광주교육 행정 전반에 관한 일반질문의 건

원안가결

수정가결

제183회
2010.5.10～5.13

(4일간)

-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광주교육 행정 전반에 관한 일반질문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보류결정

제184회
2010.6.21～6.25

(5일간)

- 광주광역시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

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공인 조례 등 폐지조례안

-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200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 광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일반질문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185회
2010.8.5～8.9

(5일간)

- 2010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광주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일반질문의 건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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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별 회기일정 처 리 안 건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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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별 회기일정 처 리 안 건 비고

제190회
2010. 7. 6 ∼ 7. 20

(15일간)

- 광주광역시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2.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가. 연혁

연 월 일 연 혁

2010. 7. 6

○ 제6대 광주광역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의장 윤봉근, 부의장 정현애, 이은방)

○ 교육위원회 구성

2010. 7. 12
○ 교육위원회 위원장 선출(전반기)

(위원장 정희곤, 간사 서정성)

나. 교육위원회 명단

구 분 직 위 성 명 임 기 비 고

6대

교육의원

시의원

시의원

시의원

교육의원

교육의원

교육의원

정희곤

서정성

진선기

정현애

임동호

김선호

박인화

2010. 7. 1 ∼ 현재

2010. 7. 1 ∼ 현재

2010. 7. 1 ∼ 현재

2010. 7. 1 ∼ 현재

2010. 7. 1 ∼ 현재

2010. 7. 1 ∼ 현재

2010. 7. 1 ∼ 현재

위원장

간사

다. 회기별 주요 안건 처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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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별 회기일정 처 리 안 건 비고

- 광주광역시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공인 조례

등 폐지조례안

-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제191회
2010. 9. 1 ∼ 9. 15

(15일간)

- 200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

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 2010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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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주광역시교육청

가. 연혁

연 월 일 연 혁

1986. 11. 1

○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 발족(광주직할시및송정시설치에관한법률,

법률 제3808호)

▣ 직제 : 2국 1담당관 8과 31계

- 국 : 학무국, 관리국

- 담당관, 과 및 계

․기획감사담당관 : 기획계, 교육지도계, 감사계

․초등교육과 : 장학담당장학관, 인사담당장학관, 유아교육담당장학관

․중등교육과 : 장학담당장학관, 인사담당장학관, 생활지도담당장학관

교직계

․과학기술과 : 과학교육담당장학관, 실업교육담당장학관, 진흥계

․사회체육과 : 사회교육계, 체육담당장학관, 보건계

․서 무 과 : 서무계, 인사계, 의사공보계, 민원봉사계, 비상계획담당관

․관 리 과 : 행정계, 예산계

․재 무 과 : 경리계, 용도계, 관재계

․시 설 과 : 시설기획계, 설계계, 건축계, 토목계, 설비계

▣ 청사 : 구 광주시교육청건물(광주직할시 북구 중흥동 651-3) 및 광주중흥

국민학교 교실 일부 사용

▣ 소속기관

- 사업소2(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전라남도학생과학관)

- 각급학교 236교

․ 유치원 93(공8, 사85) ․초등학교 51(국1, 공47, 사3)

․ 중학교 40(국1, 공19, 사20) ․고등학교 45(국1, 공11, 사33)

․ 특수학교 4(공1, 사3) ․고등기술학교(사1)

․ 각종학교 2(중과정1(사), 고과정1(사))

1986. 11. 1

○ 초대 교육위원 선임

의장 : 김양배(광주직할시장)

위원 : 이승호, 조완영, 안영덕, 노명환, 유우선

1986. 11. 7 ○ 초대 교육감 안종일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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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월 일 연 혁

1987. 2. 28
○ 초등교육과장 및 관리과장 하부조직 각 1계 신설

▣ 초등교육과 - 교직계 ▣ 관리과 - 의무교육계

1987. 12. 11

○ 청사 신축 착공

▣ 위치 : 광주직할시 서구 화정동 657-37

▣ 규모 : 부지10,723㎡, 건평6,450㎡

1988. 1. 1

○ 관할구(송정시, 광산군) 편입(광주직할시와전라남도의관할지역변경및송정시

·광산군 폐지에관한법률 : 법률 제3963호)

▣ 편입기관

- 사업소 1(송정도서관)

- 각급학교 71

․ 유치원 29(공20, 사9) ․국민학교 25(공25)

․ 중학교 10(공6, 사4) ․고등학교 6(공2, 사4)

․ 특수학교 1(공1)

1988. 1. 1

○ 2개 교육구청 개청(동부, 서부)

▣ 관할지역

- 동부교육구청(동구, 북구) - 서부교육구청(서구, 광산구)

▣ 직제 : 2과 10계

▣ 학교 현황

- 동부교육구청 : 120 (유치원63, 국민학교31, 중학교26)

- 서부교육구청 : 151 (유치원79, 국민학교46, 중학교25, 각종학교1)

1988. 5. 20 ○ 제2대 교육위원회 의장 최인기 시장 취임

1988. 11. 11

○ 청사 준공 및 이전

▣ 위치 : 광주직할시 서구 화정동 657-37

▣ 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 구조 : 철골 콘크리트라멘조 슬라브

1989. 12. 22 ○ 기획감사담당관 하부조직 전산자료계 신설

1990. 6. 21 ○ 제3대 교육위원회 의장 이효계 시장 취임

1990. 8. 20 ○ 광주직할시교원연수원 설치(광주직할시조례2070호)

1990. 9. 10 ○ 광주중앙도서관 설치(광주직할시조례20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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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월 일 연 혁

1990. 9. 25 ○ 서무과장 하부조직 법무계 신설

1990. 11. 1

○ 제2대 교육위원 선임

의장 : 이효계(광주직할시장)

위원 : 임계호, 문형만, 박병학, 김성애, 김두원

1990. 11. 7 ○ 제2대 교육감 안 준 취임

1991. 3. 26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법률제4347호, 1991.3.8 공포) 발효

▣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와 광주직할시교육감의 분리

▣ 하급교육행정기관 명칭 분리종목

- 교육구청 : 교육청 - 교육구청장 : 교육장

1991. 7. 2 ○ 광주중앙도서관 개관

1991. 8. 16

○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 개편(대통령령 제13451호)

▣ 본청 : 2국 1담당관 8과 35계 → 3국 3담당관 10과 35계

▣ 국 :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 관리국

▣ 실․과․계

- 공보담당관

- 기획감사담당관 : 기획계, 교육지도계, 감사계

- 행정관리담당관 : 행정관리계, 법무계, 전산자료계

․총무과 : 서무계, 인사계, 민원봉사계, 비상계획담당관

․초등장학과 : 장학담당장학관, 유아교육담당장학관

․초등교직과 : 인사담당장학관, 학사계

․중등장학과 : 장학담당장학관, 생활지도담당장학관

․중등교직과 : 인사담당장학관, 학사계

․과학기술과 : 과학교육담당장학관, 실업교육담당장학관, 진흥계

․사회교육체육과 : 사회교육과, 체육교육담당장학관, 학교보건계

․행정과 : 행정계, 의무교육계, 예산계

․재무과 : 경리계, 용도계, 관재계

․시설과 : 시설기획계, 설계계, 건축계, 토목계, 설비계

- 하급교육청 : 2과 10계 → 2국 6과 16계

1991. 8. 17 ○ 김희수 부교육감 취임

1991. 10. 22 ○ 광주직할시학생종합야영장 설치(조례 제22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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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11. 26 ○ 광주직할시교원연수원 개원

1992. 5. 7
○ 광주직할시학생교육원 설치(조례 제2315호)

(광주직할시학생종합야영장설치조례 폐지)

1992. 6. 9
○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개청(별관) 착공

- 규모 : 건평(3,037㎡) 지하1층, 지상4층

1992. 10. 1 ○ 홍기문 부교육감 취임

1992. 10. 14 ○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에 의사국 설치(광주직할시조례 제2340호)

1992. 12. 2 ○ 광주직할시학생교육원 개원

1993. 1. 30
○ 총무과를 관리국장 하부조직으로 편제 변경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중개정령 : 대통령령 제13831호)

1993. 3. 10
○ 기획감사담당관 하부조직 개편

- 기획계, 교육지도계, 감사계를 기획계, 감사1계, 감사2계로

1993. 3. 24 ○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 청사 준공

1994. 3. 4 ○ 김재연 부교육감 취임

1994. 10. 18
○ 민선초대(제3대) 광주광역시교육감 선출

안 준 교육감 당선

1994. 11. 7 ○ 민선초대(제3대) 광주광역시교육감 안 준 취임

1994. 12. 31 ○ 김재연 부교육감 교육부로 전출

1995. 1. 1
○ 본청 명칭 변경(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제4789호, 1994.12.20)

- 직할시를 광역시로 광주직할시교육감을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 변경

1995. 3. 1 ○ 김원본 부교육감 취임

1995. 3. 15

○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장, 행정과장의 직급을 교육행정사무관에서 지방

서기관으로 함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중개정령 대통령령제14,543호 1995.2.28)

1995. 10. 19

○ 재무과장 직급을 교육행정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과장 직급을 건축사무관에서 지방시설서기관으로

행정관리담당관 직급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으로 함

(교육규칙 제188호(1995.9.22)와 제189호(199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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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12. 1
○ 공보담당관 직급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으로 함

(교육규칙 제191호(1995.11.17)

1996. 4. 2

○ 금호교육문화회관 개관(조례 제2585호 금호교육문화회관설치조례1996.2.23)

○ 광주광역시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 개소 (조례 제2567호 광주광역시교육기자재

수리정비소 설치조례 1996.1.17)

1998. 11. 7 ○ 민선2대(제4대) 광주광역시교육감 김원본 취임

1998. 12. 8 ○ 김왕복 부교육감 취임

1999. 1. 1

○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 개편

▣ 본청 : 3국 3담당관 10과 → 2국 1담당관 9과

- 감사공보담당관

- 교육국 : 초등교육과 , 중등교육과, 교육정보화과, 과학기술과,

평생교육체육과

- 기획관리국 : 총무과, 기획예산과, 학교운영지원과, 교육시설과

* 본청 및 지역교육청 계제도 폐지

○ 광주광역시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를 본청 소속기관내 광주전자공업고등학

교 부설기관으로 변경

○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하부조직 개편

1999. 9. 30 ○ 김왕복 부교육감 교육부로 전출

1999. 10. 1 ○ 안오환 부교육감 취임

2001. 5. 12

○ 광주송정도서관을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부설도서관으로 변경

○ 교육정보화추진지원단 설치(조례 제3040호 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 2001.5.12)

2001. 9. 3
○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개관(조례 제3040호 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 2001.5.12)

2001. 12. 10 ○ 이승연 부교육감 취임

2002. 7. 1
○ 광주교육시설감리단 신설(조례 제3127호 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

례 개정 2002.5.7)

2002. 7. 16 ○ 서광수 부교육감 취임

2002. 9. 5
○ 민선 3대(제5대) 광주광역시교육감 선출

김원본 교육감 당선



제4절 광주교육자치의 발달 _ 59

연 월 일 연 혁

2002. 11. 7 ○ 민선 3대(제5대) 김 원 본 교육감 취임

2003. 9. 1
○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 신설

(조례 제3198호, 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2003. 5. 12)

2004. 9. 1

○ 혁신복지담당관 신설

(규칙 제316호, 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 2004. 8. 27)

- 2국 1담당관 9과 → 2국 2담당관 9과

2004. 9. 30 ○ 서광수 부교육감 전남대학교 전출

2004. 10. 1 ○ 기응서 부교육감 취임

2005. 8. 31 ○ 기응서 부교육감 퇴임

2005. 12. 9 ○ 이영찬 부교육감 취임

2006. 8. 17

○ 과학기술평생교육과 명칭 변경 및 하부조직 폐지

- 과학기술인적자원과를 과학기술평생교육과로 변경

- 인적자원개발팀 폐지

○ 체육보건교육과 명칭 변경 및 하부조직 신설

- 체육보건교육과를 체육보건교육협력과로 변경

- 교육협력팀 신설

○ 혁신복지담당관 분권이양팀을 성과관리팀으로 변경

○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팀 신설

(규칙 제347호, 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 2006. 8. 17)

2006. 10. 25 ○ 민선 4대(제6대) 광주광역시교육감 선출, 안순일 교육감 당선

2006. 11. 7 ○ 민선 4대(제6대) 안순일 교육감 취임

2007. 3. 1.

○ 지방교육행정기관 기능중심 조직 개편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07. 2. 15, 교육규칙
제358호)
▣ 본청 : 2국 2담당관 9과 45담당 → 2국 1담당관 10과 42담당
- 국 : 교육국, 기획관리국
- 담당관, 과 및 담당
ㆍ감사담당관 : 청렴감사담당, 감사1담당, 감사2담당
ㆍ교육정책과 : 교육정책담당, 국제/문화교육담당, 평가관리담당
ㆍ 장학진흥과 : 초등장학담당, 중등장학담당, 진로교육담당,

특수/유아교육담당, 인성교육담당
ㆍ 교원정책과: 초등인사담당, 중등인사담당, 고시담당
ㆍ 과학기술정보화과 : 교육정보담당, 과학영재교육담당, 직업교육담당
ㆍ 평생교육체육과 : 평생교육담당, 체육교육담당,

학교보건담당, 학교급식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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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3. 1

ㆍ 혁신기획과 : 혁신지원담당, 혁신행정관리담당,

홍보기획담당, 공보담당

ㆍ 총무과 : 총무담당, 인사담당, 기록/민원봉사담당,

비상계획담당, 단체교섭담당, 교육협력담당

ㆍ 교육행정지원과 : 행정담당, 사학지원담당, 재산관리담당, 예산담당

ㆍ 재정복지과 : 경리담당, 용도담당, 교육복지담당

ㆍ 교육시설과 : 시설기획담당, 민자사업담당, 학교시설담당,

학교시설지원담당

▣ 직속기관 :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에 혁신행정연수부 신설

▣ 지역교육청: 2국 6과 20담당 2소속기관

→ 2국 6과 22담당 1소속기관

- 국 : 학무국, 관리국

- 과 및 담당

ㆍ 초등교육과 : 초등교육담당, 특수/유아담당, 학사담당

ㆍ 중등교육과 : 중등교육1담당, 중등교육2담당, 학사담당

ㆍ 평생교육체육과 : 평생교육행정담당, 평생교육지도담당,

체육교육담당,학교보건담당,학교급식담당

ㆍ 관리과 : 총무담당, 혁신기획담당, 청렴감사담당, 감사담당,

기록관리담당

ㆍ 학교지원과 : 경리담당, 예산담당, 행정담당

ㆍ 시설재산과 : 재산관리담당,학교시설담당,학교시설지원담당

- 소속기관 : 학생야영장

* 광주광역시교육정보화추진지원단 폐지

2007. 7. 31 ○ 이영찬 부교육감 전북대학교 전출

2007. 8. 1 ○ 우승구 부교육감 취임

2008. 1. 1

○ 본청 일부 부서 기능 조정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07. 12. 24, 교육

규칙 제387호)

- 교육정책과 : 인적자원개발담당 신설, 평가관리담당을 혁신기획과로 이관

- 장학진흥과 : 진로교육담당을 중등장학담당에 통·폐합

- 혁신기획과 : 평가관리담당 신설

○ 기획관리국 부서배치 순서 조정

- 혁신기획과ㆍ총무과ㆍ교육행정지원과ㆍ재정복지과ㆍ교육시설과

⇒ 총무과ㆍ혁신기획과ㆍ교육행정지원과ㆍ재정복지과ㆍ교육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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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3. 1

○ 광주광역시과학교육원 이설 및 기관 명칭 변경

- 광주광역시과학교육원이 운림동으로 이설함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

소관 교육연구 기능을 이관하고, 광주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으로 기관 명칭 변경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08.2.11, 조례 제3563호)

○ 광주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및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 하부조직 개편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08.2.27, 교육규칙

제391호)

- 광주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 과학교육과ㆍ과학진흥과ㆍ관리과 ⇒ 교육연구부

ㆍ과학교육부ㆍ총무부

-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 : 교육정보부ㆍ교육연구부ㆍ교육지원부ㆍ총무부 ⇒ 교육

정보부ㆍ교육지원부ㆍ총무부

2008. 7. 1

○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 개편 및 부서 명칭 변경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08.6.27, 교육규칙

제398호)

▣ 본청 : 2국1담당관 10과 42담당 ⇒ 2국 1담당관 10과 44담당

- 장학진흥과 : 특수/유아교육담당 ⇒ 유아교육담당ㆍ특수교육담당으로

분리·신설

- 총무과 : 기록/민원봉사담당 ⇒ 기록관리담당ㆍ민원봉사담당으로 분리

ㆍ신설

- 혁신기획과 : 혁신지원담당ㆍ혁신행정관리담당 ⇒ 행정관리과 변화

관리담당ㆍ조직법무담당으로 명칭 변경

▣ 교육연수원 혁신행정연수부를 행정연수부로 명칭 변경

▣ 지역교육청 관리과 내 혁신기획담당 폐지(2국 6과 21담당)

2008. 9. 1

○ 본청 교육정책과 하부조직 명칭 변경

- 국제/문화교육담당을 국제교육담당ㆍ문화예술교육담당으로 분리ㆍ신설

- 인적자원개발 담당 폐지

2009. 1. 1

○ 관리직 공무원 복수보직 확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08. 12. 31, 교육

규칙 제406호)

- 본청 교육시설과장 및 광주교육시설감리단장 직급을 지방기술서기관에

서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함

-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 전산과장을 지방

전산사무관에서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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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13 ○ 우승구 부교육감 충청북도교육청 전출

2009. 2. 19 ○ 이재민 부교육감 취임

2009. 3. 1
○ 장학진흥과 중등장학담당을 중등장학담당ㆍ진학정보담당으로

분리ㆍ신설(2국 1담당관 10과 45담당)

2009. 9. 1

○ 본청 일부 조직개편(2국 1담당관 10과 48담당)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09. 8. 26, 교육규칙

제419호)

- 학부모의 자녀 교육 증진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교육정책과에 학부모정책

담당 신설

- 전문직 행정업무 지원체재 개선을 위하여 장학진흥과에 학사팀 신설

- 에듀파인 및 교육행정지원 정보화 사업 통합 관리를 위하여 행정관리과에

행정정보담당 신설

2010. 1. 1

○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기관 설립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0.1.1 조례 제3771호)

-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개발, 유아교육

관련 각종연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관장

2010. 2. 17

○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하부조직 및 업무 분장

(광주광역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2010.2.17. 교육규칙 제428호)

- 하부조직 : 연구․운영과, 관리과

- 연구․운영과장은 교육연구관, 장학관, 교육연구사 또는 장학사로 보함

-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함

2010. 6. 2
○ 민선 5대(제 7대) 광주광역시교육감 선출(주민 직선)

장휘국 후보 교육감 당선

2010. 7. 1 ○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의사국 폐지 및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개원

2010. 8. 31 ○ 이재민 부교육감 퇴임

2010. 9. 1 ○ 본청 일부 조직개편 (2국 1담당관 10과 48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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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9. 1

○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 개편 추진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개정 조례 제3848호,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 제3849호,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교육규칙 제435호)

- 본청과 지역교육청간 역할 재정립

․ 감독․점검위주의 장학을 컨설팅 장학으로 기능 전환

․ 종합감사 본청으로 일원화, 기획․사안감사 강화

․ 단위학교․학생․학부모․교사 지원 기능 강화

- 본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이관 업무

․ 학부모지원, 일반계고교 컨설팅장학

․ 고․특수학교의 보건 및 급식, 시설유지보수

- 지역교육청에서 본청으로 통합 업무

․ 감사, 학생수용계획, 재산관리, 초․중등학교 증․개축, 이설 등

- 본청․지역청에서 직속기관으로 이관 업무

․ 학교평가, 과학실험연수 : 교육과학연구원

․ 교원직무연수 : 교육연수원

․ 정보화 연수 : 교육정보원

- 조직개편

· 명칭변경 : 지역교육청 ⇒ 교육지원청

· 본청 : 2국 1담당 10과 48팀

· 지역청 : 2국 6과 21팀

2010. 9. 17 ○ 박표진 부교육감 취임

2010. 11. 6 ○ 안순일 교육감 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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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감 및 주요 간부 명단

1) 교육감

구 분 성 명 재임기간 비 고

초대 안종일 1986. 11. 7 ～ 1990. 11. 6

2대 안 준 1990. 11. 7 ～ 1994. 11. 6

3대 안 준 1994. 11. 7 ～ 1998. 11. 6

4대 김원본 1998. 11. 7 ～ 2002. 11. 6

5대 김원본 2002. 11. 7 ～ 2006. 11. 6

6대 안순일 2006. 11. 7 ～ 2010. 11. 6

2) 부교육감

구 분 성 명 재임기간 비 고

초대 김희수 1991. 8. 17 ～ 1992. 9. 30

2대 홍기문 1992. 10. 1 ～ 1994. 3. 3

3대 김재연 1994. 3. 4 ～ 1995. 2. 28

4대 김원본 1995. 3. 1 ～ 1998. 11. 6

1998. 11. 7 ～ 1998. 12. 7 공석

5대 김왕복 1998. 12. 8 ～ 1999. 9. 30

6대 안오환 1999. 10. 1 ～ 2001. 11. 26

2001. 11. 27 ～ 2001. 12. 9 공석

7대 이승연 2001. 12. 10 ～ 2002. 6. 30

2002. 7. 1 ～ 2002. 7. 15 공석

8대 서광수 2002. 7. 16 ～ 2004. 9. 30

9대 기응서 2004. 10. 1 ～ 2005. 8. 31

2005. 9. 1 ～ 2005. 12. 8 공석

10대 이영찬 2005. 12. 9 ～ 2007. 7. 31

11대 우승구 2007. 8. 1 ～ 2009. 1. 12

2009. 1. 13 ～ 2009. 2. 16 공석

12대 이재민 2009. 2. 17 ～ 2010. 8. 31

2010. 9. 1 ～ 2010. 9. 16 공석

13대 박표진 2010. 9. 17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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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성 명 재임기간 비 고

교육과정정보화과장 리장언 2005. 3. 1 ∼ 2007. 2. 28

교육정책과장

이용일 2007. 3. 1 ～ 2008. 8. 31

박종국 2008. 9. 1 ～ 2009. 8. 31

정필연 2009. 9. 1 ～ 현재

중등교육과장 박광희 2005. 3. 1 ∼ 2007. 2. 28

장학진흥과장
장복일 2007. 3. 1 ～ 2009. 2. 28

최윤길 2009. 3. 1 ～ 2010. 8. 31

창의인성교육과장 최윤길 2010. 9. 1 ∼ 현재

초등교육과장

장관수 2004. 9. 1 ∼ 2006. 12. 18

김형수 2006. 12. 19 ∼ 2007. 2. 28

교원정책과장 김형수 2007. 3. 1 ～ 2008. 2. 29

3) 국장

구 분 성 명 재임기간 비 고

교육국장

박종채 2005. 3. 1 ～ 2007. 2. 28

최병량 2007. 3. 1 ～ 2009. 2. 28

노창수 2009. 3. 1 ～ 현재

기획관리국장

박두상 2004. 3. 5 ～ 2007. 6. 30

김용흘 2007. 7. 1 ～ 2010. 6. 30

최화룡 2010. 7. 1 ～ 현재

4) 과장



66 _ 제1장 광주교육의 개관

구 분 성 명 재임기간 비 고

윤광현 2008. 3. 1 ～ 2009. 8. 31

박종국 2009. 9. 1 ～ 2010. 8. 31

교원인사과장 박종국 2010. 9. 1 ∼ 현재

과학기술평생교육과장 김석중 2006. 9. 1 ∼ 2007. 2. 28

과학기술정보화장

김석중 2007. 3. 1 ～ 2008. 8. 31

박병철 2008. 9. 1 ～ 2010. 8. 31

과학직업정보과장 박병철 2010. 9. 1 ∼ 현재

체육보건교육과장 배종용 2006. 3. 1 ∼ 2007. 2. 28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영자 2007. 3. 1 ～ 2009. 2. 28

박정진 2009. 3. 1 ～ 2010. 8. 31

평생교육건강과장 박정진 2010. 9. 1 ∼ 현재

감사공보담당관 최화룡 2005. 5. 17 ～ 2007. 2. 28

감사담당관

최화룡 2007. 3. 1 ～ 2007. 6. 30

이문옥 2007. 7. 1 ～ 2007. 12. 31

정공섭 2008. 1. 1 ～ 2008. 12. 31

오세균 2009. 1. 1 ～ 2009. 12. 31

유영근 2010. 1. 1 ～ 현재

혁신복지담당관
김동진 2004. 9. 6 ～ 2006. 12. 31

김용흘 2007. 1. 1 ～ 2007. 2. 28

혁신기획과장

김용흘 2007. 3. 1 ～ 2007. 6. 30

김향근 2007. 7. 1 ～ 2007. 12. 31

김희군 2008. 1. 1 ～ 2008.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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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성 명 재임기간 비 고

행정관리과장

김희군 2008. 7. 1 ～ 2008. 12. 31

김남호 2009. 1. 1 ～ 2009. 12. 31

양승진 2010. 1. 1 ～ 현재

총무과장

홍성률 2006. 1. 1 ～ 2006. 12. 31

김동진 2007. 1. 1 ～ 2007. 6. 30

백종옥 2007. 7. 1 ～ 2008. 12. 31

김희군 2009. 1. 1 ～ 현재

기획예산과장 임유택 2006. 1. 1 ～ 2007. 2. 28

교육행정지원과장

임유택 2007. 3. 1 ～ 2007. 12. 31

이문옥 2008. 1. 1 ～ 2008. 12. 31

박태일 2009. 1. 1 ～ 2009. 12. 31

정공섭 2010. 1. 1 ～ 2010. 8. 31

행정예산과장 정공섭 2010. 9. 1 ∼ 현재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정호 2006. 1. 1 ～ 2007. 2. 28

재정복지과장

김정호 2007. 3. 1 ～ 2007. 12. 31

최정춘 2008. 1. 1 ～ 2008. 6. 30

김남호 2008. 7. 1 ～ 2008. 12. 31

정공섭 2009. 1. 1 ～ 2009. 12. 31

김향근 2010. 1. 1 ～ 현재

교육시설과장

유옥진 2006. 7. 1 ～ 2008. 6. 30

임상록 2008. 7. 1 ～ 2010. 6. 30

최지상 2010. 7. 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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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성 명 재임기간 비 고

행정관리과장

김희군 2008. 7. 1 ～ 2008. 12. 31

김남호 2009. 1. 1 ～ 2009. 12. 31

양승진 2010. 1. 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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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제

1) 기구

◦ 본 청 : 2국, 1담당관, 10과

◦ 지역교육지원청 : 2개 교육청

◦ 직 속 기 관 : 11개 기관(사업소 9, 도서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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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명 주 요 기 능

감 사

담 당 관

감사․진정․비위․청원사항의 조사 및 처리, 공직기강 및 사정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교직복무심의회 운영

교 육

정 책 과

교육정책 총괄 및 조정, 광주교육계획 수립과 심사분석, 광주교육발전

계획 수립 및 평가, 국제이해교육, 영어교육활성화, 방과후학교 운영

지도, 문화예술교육

창의인성

교 육 과

유․초․중․고․특수학교(특수학급 포함)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도, 유치원․각급학교․기관의 장학지도, 교수학습지원센터

및 e-러닝 학습지도, 중등학생의 입시관리 및 전․편입학 업무, 불법

과외 지도․단속, 인성교육, 다문화가정 교육 진흥

교 원

인 사 과

유치원․각급학교의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인사․교육․복무․

상훈․징계, 유치원과 각급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채

용 시험, 교원 자격검정, 교원 업무경감 업무

과학직업

정 보 과

정보․과학․전문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의 운영 지도 및 장학지도,

환경교육․영재교육 업무, 교육정보화 관련 업무, 사이버가정학습

평생교육

건 강 과

평생교육 관련 업무,학부모정책 업무,체육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의

운영 지도.학교보건 및 학교급식․영양교육,여성교육 관련 업무,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의 관리 및 지도

총 무 과

서무․행사․문서 및 보안,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지방공무원

인사․교육, 비상업무 및 직장민방위 업무, 단체교섭업무, 행정자료실

운영 및 행정정보 공개운영에 관한 업무, 교육협력사업 총괄

행정관리과

행정제도개선 및 제안제도 운영, 교육행정기관 조직 및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소송업무, 홍보 및 공보업무, 시도교육청 평가, 교육정책의

성과평가, 직무성과계약제, 통합디지털시스템 운영 관리, 교육행정

전산화 업무, 교육통계조사 및 자료 관리

2) 공무원 정원

(2010. 10. 1.현재)

계 정무직 교원
교 육
전문직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연구직

10,670 1 8,930 139 961 629 7 3

라. 부서별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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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명 주 요 기 능

행정예산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고등학교 이하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과 재정보조, 예산의 편성 및 관리 운영, 학교운영위원회

업무

재 정

복 지 과

교특회계 세입․세출 결산, 저소득층 학비 지원, 용역 및 물품의 구매․

조달 및 시설공사의 계약, 교육복지정책 업무 총괄․조정, 비정규직

업무, 학교안전공제회, 물품 수급 및 관리, 교육재산 취득․처분 및

관리, 재난 및 방재 업무

교 육

시 설 과

각급학교, 직속기관의 각종 시설투자계획의 수립․조정, 각급학교,

직속기관의 신설 및 재배치 시설사업과 고․특수학교․직속기관의

증축․개축 공사의 설계․집행, 고․특수학교․직속기관 보수공사의

설계․집행, 고․특수학교 환경개선사업 계획 및 집행

마. 교육자치법규의 정비

1) 교육자치법규 정비 현황

연 도

구 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조

례

제 정 1 0 1 3

개 정 21 15 7 21

폐 지 1 0 2 7

계 23 15 10 31

교

육

규

칙

제 정 5 4 2 5

개 정 32 14 15 34

폐 지 0 1 2 4

계 37 19 19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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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1. 1 제3452호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07. 1. 1 제3453호 광주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07. 1. 1 제3454호 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07. 1. 1 제3455호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07. 2. 22 제3470호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07. 5. 15 제3484호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07. 5. 15 제3485호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07. 5. 15 제3486호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07. 6. 20 제3492호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07. 6. 20 제3493호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07. 6. 20 제3494호 광주공업고등학교 부설 광주정보산업하교 설치 조례 폐지 조례

'07. 6. 20 제3495호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

'07. 6. 20 제3496호
광주광역시 중학교와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07. 6. 20 제3497호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07. 6. 20 제3498호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07. 6. 20 제3499호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07. 6. 20 제3500호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07. 6. 20 제3501호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 교육자치법규 정비 주요 내용

가) 조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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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6. 20 제3502호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07. 6. 20 제3503호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07. 7. 25 제3514호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07. 10. 1 제3525호 광주광역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07. 11. 9. 제3533호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08. 1. 1 제3557호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08. 1. 1 제3558호 광주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08. 1. 1. 제3559호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08. 1. 1 제3560호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08. 2. 11 제3561호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08. 2. 11 제3562호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08.2. 11 제3563호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08. 3. 24 제3577호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

'08. 5. 26 제3591호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08. 5. 26 제3592호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08. 7. 1 제3593호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08. 7. 1 제3594호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08. 7. 1 제3595호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08. 10. 2. 제3623호 광주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08. 12. 31 제3657호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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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1. 7 제3663호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빛고을 결식학생 후원재단 지원 조례

'09. 2. 27 제3668호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09. 2. 27 제3669호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09. 2. 27 제3670호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

'09. 4. 10 제3691호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09. 4. 10 제3692호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09. 4. 10 제3693호 광주광역시교육청 자기연수 장려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09. 4. 10 제3694호 광주광역시 평생교육 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 조례

'09. 7. 1 제3705호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09. 11. 16 제3748호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1. 1 제3766호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10. 1. 1 제3767호 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10. 1. 1 제3768호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1. 1 제3769호 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1. 1 제3770호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1. 1 제3771호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4. 30 제3817호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6. 24 제3829호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6. 24
제3829호

(부칙)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10. 6. 24 제3830호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등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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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7. 30 제3848호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7. 30 제3849호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7. 30
제3849호

(부칙)
광주광역시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

'10. 7. 30
제3849호

(부칙)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10. 7. 30
제3849호

(부칙)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7. 30
제3849호

(부칙)
광주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7. 30
제3849호

(부칙)

광주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7. 30
제3849호

(부칙)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7. 30
제3849호

(부칙)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7. 30
제3849호

(부칙)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7. 30
제3849호

(부칙)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7. 30
제3849호

(부칙)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7. 30
제3849호

(부칙)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7. 30 제3850호
광주광역시 교육위원회 공인 조례 등 폐지 조례

-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공인 조례 폐지 조례

'10. 7. 30 제3850호

광주광역시 교육위원회 공인 조례 등 폐지 조례

-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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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7. 30. 제3850호

광주광역시 교육위원회 공인 조례 등 폐지 조례

-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10. 7. 30 제3850호
광주광역시 교육위원회 공인 조례 등 폐지 조례

-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10. 7. 30 제3850호

광주광역시 교육위원회 공인 조례 등 폐지 조례

-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10. 7. 30 제3951호
광주광역시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7. 30 제4052호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7. 30 제4153호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연월일 규칙번호 규 칙 명

'07. 1. 1 제351호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07. 1. 12 제352호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07. 2. 1 제353호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07. 2. 1 제354호 광주광역시 공립학교 회계 규칙

'07. 2. 1 제355호 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07. 2. 15 제356호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07. 2. 15 제357호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나) 교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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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연월일 규칙번호 규 칙 명

'07. 2. 15 제358호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07. 2. 22 제359호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07. 3. 1 제360호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07. 3. 1 제361호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07. 3. 15 제362호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07. 3. 15 제363호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07. 3. 15 제364호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07. 3. 29 제365호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전부개정규칙

'07. 3. 29 제366호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07. 4. 30 제367호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

'07. 4. 30 제368호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07. 4. 30 제369호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

'07. 4. 30 제370호 광주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07. 4. 30 제371호 광주광역시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

'07. 4. 30 제372호 광주광역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일부개정규칙

'07. 4. 30 제373호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

'07. 4. 30 제374호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07. 4. 30 제375호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07. 4. 30 제376호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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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연월일 규칙번호 규 칙 명

'07. 4. 30 제377호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공적심사위원회 규칙 일부 개정규칙

'07. 4. 30 제378호 광주광역시교육감 고문노무사 위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07. 4. 30 제379호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관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07. 4. 30 제380호 학교법인 임시이사후보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일부개정규칙

'07. 6. 25 제381호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07. 6. 25 제382호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07. 10. 25 제383호 광주광역시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07. 10. 25 제384호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07. 10. 25 제385호
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07. 12. 24 제386호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07. 12. 24 제387호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08. 2. 1 제388호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관용차량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08. 2. 11 제389호
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08. 2. 27 제390호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08. 2. 27 제391호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08. 5. 15 제392호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08. 5. 15 제393호
학교법인 임시이사후보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

'08. 5. 15 제394호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08. 6. 27 제395호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관리․운영 규칙

'08. 6. 27 제396호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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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연월일 규칙번호 규 칙 명

'08. 6. 27 제397호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08. 6. 27 제398호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08. 6. 27 제399호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08. 7. 23 제400호
광주광역시교육감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08. 8. 27 제401호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08. 8. 27 제402호 광주광역시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위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08. 10. 6. 제403호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08. 12. 15 제404호 광주광역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08. 12. 31 제405호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08. 12. 31 제406호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09. 2. 13 제407호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규칙

'09. 2. 13 제408호 광주광역시교육행정자문위원회 규칙 폐지규칙

'09. 2. 27 제409호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규칙

'09. 2. 27 제410호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09. 4. 10 제411호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09. 4. 10 제412호 광주광역시교육청 자기연수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09. 5. 13 제413호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09. 5. 13 제414호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09. 5. 13 제415호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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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5. 13 제416호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09. 5. 13 제417호 광주광역시 자율학교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09. 8. 14 제418호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09. 8. 26 제419호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09. 8. 26 제420호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09. 9. 22 제421호
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09. 9. 22 제422호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 이용 규칙 일부개정규칙

'09. 10. 8. 제423호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유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09. 12. 22 제424호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09. 12. 22 제425호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0. 2. 17 제426호 광주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10. 2. 17 제427호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10. 2. 17 제428호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0. 2. 26 제429호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실시에 관한 규칙

'10. 2. 26 제430호
광주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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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5. 17 제431호 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10. 6. 24 제432호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원회 규칙 폐지규칙

'10. 8. 11 제433호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청원심사 규칙 등 폐지 규칙

-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청원심사 규칙 폐지 규칙

'10. 8. 11 제433호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청원심사 규칙 등 폐지 규칙

-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회의 규칙 폐지 규칙

'10. 8. 11 제433호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청원심사 규칙 등 폐지 규칙

-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신분증 규칙 폐지 규칙

'10. 8. 11 제434호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0. 8. 11 제435호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10. 8. 11
제435호

(부칙)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개정규칙

'10. 8. 11
제435호

(부칙)
광주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10. 8. 11
제435호

(부칙)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지체부자유아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10. 8. 11
제435호

(부칙)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

'10. 8. 11
제435호

(부칙)
광주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10. 8. 11
제435호

(부칙)
광주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10. 8. 11
제435호

(부칙)
광주광역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일부개정규칙

'10. 8. 11
제435호

(부칙)
광주광역시교육청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

'10. 8. 11
제435호

(부칙)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 심의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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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8. 11
제435호

(부칙)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0. 8. 11
제435호

(부칙)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0. 8. 11
제435호

(부칙)
광주광역시립 각급학교 당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10. 8. 11
제435호

(부칙)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10. 8. 11
제435호

(부칙)

광주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0. 8. 11
제435호

(부칙)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10. 8. 11
제435호

(부칙)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0. 8. 11
제435호

(부칙)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

'10. 8. 11
제435호

(부칙)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10. 8. 11
제435호

(부칙)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10. 8. 11
제435호

(부칙)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0. 8. 11
제435호

(부칙)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10. 8. 11
제435호

(부칙)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0. 8. 11
제435호

(부칙)
광주광역시 자율학교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0. 8. 11
제435호

(부칙)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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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8. 11
제435호

(부칙)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10. 8. 11
제435호

(부칙)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10. 8. 11 제436호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 운영 규칙

'10. 8. 30 제437호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0. 9. 9 제438호 광주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0. 9. 24 제439호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10. 9. 24 제440호 광주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