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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1. 문화예술교육 기반 강화

문화예술교육은 21세기 희망인 우리 학생들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아름다운 정

서를 지닌 질 높은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예술적 심미안을 길러주기 위한 인프라

를 구축하고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밝고 맑은 심성을 지닌 자랑스런 광주학생문화 풍토를 형성시키는데 주안점을 두

고 있다. 이에 1교 1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특성화 부서를 조직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학부모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교실을 구축하여 선도학

교를 운영 문화예술 소양교육을 다져오고 있다.

가. 문화예술 특성화 교육 추진

개       요

광주는 아시아문화 중심도시로서 우선적으로 문화예술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즐겁게 접근 가능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

역 및 학교 실정에 맞는 문화예술교육으로 학생의 재능을 계발하고 다양한 문화

예술적 경험과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을 통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

한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특성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각 학교의 특성과 전통으로 이어갈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모든 학생이 즐길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의 개성과 적성을 찾아 문화예술에

대한 기본 소양을 닦을 수 있는 문화예술 부서를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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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운영학교 및 특성화 프로그램

2007

학교명 광주중앙초 광주서림초 광주장원초 광주방림초 광주농성초 - -

특성화
프로그램 판소리 한국화 가야금 한국무용 사물놀이 - -

2008

학교명 문우초 산수초 방림초 효광초 용봉중 송정중 -

특성화
프로그램

해금
판소리 한국화 한국무용 판소리 판소리 가야금 -

2009

학교명 빛고을초 광주지산초 동곡초 백일초 금당중 송정중 광주중앙
여고

특성화
프로그램 장구,단소 판소리,민요 한국무용,

판소리 가야금 서예 가야금
판소리 한국무용

2010

학교명 대자초 살레시오초 광주농성초 금구초 어룡초 - -

특성화
프로그램

합창,동요
판소리

오케스트라
하모니카

풍물,사물
판소리

아코디언
하모니카

서예,애니메
이션 디자인 - -

학교명 광주
동신여중 신광중 광산중 세종고 조대여고 - -

특성화
프로그램

기악합주,성
악,판소리 벽화, 회화 해금,소금,판

소리,사물 금관합주 현대무용,걸
스힙합,댄스 - -

추 진 실 적

■ 문화예술 특성화학교 운영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시민으로서 소양능력과 문화예술에 대한 감수성 향상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민에게 전통음악 및 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가치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 및 광주광역시청과 협력하여 지역문화예술교육 모델 발굴 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50,000천원의 지원금으로 시작되었다. 매년 운영학교를 초․중․

고등학교로 확대 운영하여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의 시민으로서 소양능력과 문화예

술에 대한 감수성을 향상시켜 왔다.

[문화예술 특성화학교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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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광주학생 1인 1휴대악기 다루기

ㆍ학교별 특성화된 문화예술교육 부서 설정 운영(상설부서 포함)

ㆍ문화예술관련 방과후 특기․적성교육활동 부서 개설 운영

ㆍ학교단위 학생문화예술축제를 개최하고 모든 학생 참여하기

ㆍ문화예술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현장체험학습 운영

ㆍ지역 및 유관기관 관련 문화예술 경연대회 참가

ㆍ학교별 또는 학급별 건전노래 부르고 들려주기

구분

지정연도
지정별 영역 구분 연구주제 학교명

2007～
2008

시시정 전통문화계승 시범
다양한 전통문화체험활동을 통한

조상의 얼 이어가기
영천초

2007～
2008 시지정 문화예술교육 시범

향토문화유산체험활동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발전의 태도 함양
대촌중앙초

2008～
2009

시지정 문화예술교육 시범
다양한 국악 체험활동을 통한

국악표현 능력 신장
용주초

2008～
2009

타기관
시지정

문화유산교육
(타기관)

시범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구안․적용을

통한 올바른 문화의식 고취
월봉초

■ 1교 1문화예술프로그램 및 특성화 부서 조직 운영

각급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의 구현을 위한 방안으로 학교의 특색과

전통으로 이어갈 수 있는 특성화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학생들 각자의

개성과 적성을 찾아 소양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조장하고 있다.

[1교 1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현황]

■ 문화예술교육 연구학교 지정 운영

학교 교육과정에서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을 탐색하고 문화예술교육의 저변 확대

를 위하여 학교급별 특색을 살린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하고 그 산출물을 공유하

여 학교 교육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는데 바탕을 마련하였다.

[2007～2010 문화예술교육 연구학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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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11

시지정 문화예술교육 시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문화예술재능 육성
빛고을초

2010～
2011 시지정 문화예술교육 시범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통한

표현능력 신장
광주학강초

2010～
2011

시지정 문화예술교육 시범
다양한 문화예술을 통한 올바른

인성함양
용두중

성과 및 발전 계획

각 학교에서 1교 1문화예술 프로그램과 특성화부서를 운영하고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살린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하여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의 시민으로서의 긍지

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소양을 다지는 계기가 조장되고 동시에 광주를 아시아문

화 중심도시다운 도시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강력한 문화세력으로 성장시키는 받

침이 되리라 믿는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예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키며, 견고한 광

주시민의 정체감을 심어주기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도록 장학력을 발휘

해 나갈 것이다.

나. 문화교실 운영

개       요

21세기 지성․감성의 조화로운 문화인적자원을 양성하고 문화예술교육의 활성

화를 위한 교육환경 인프라 기반을 조성하며, 창의적인 문화․예술 감성을 지닌

예술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급 학교 여유교실 2실 이상을 문

화교실로 리모델링하여 2007년～2009년까지 5개교를 문화교실 선도학교로 지정하

여 운영하고 2009년에는 4개교 문화교실을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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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학교명 프로그램명 대상 비고

2008

월봉초 국악합주 외 9개 프로그램 운영 학생, 교사, 학부모

광주서초 서예 외 3개 프로그램 운영 학생, 학부모

용봉중 판소리부르기 프로그램 운영 전교생

무진중 요가 외 3개 프로그램 운영 학생, 학부모

운남고 갤러리상설전시및4개프로그램운영 교직원, 지역주민, 학생, 학부모

2009

마지초 국악합주 외 9개 프로그램 운영 학생, 교사, 학부모

일동초 서예 외 3개 프로그램 운영 학생, 학부모

진남중 판소리 부르기 프로그램 운영 전교생

문정여고 요가 외 3개 프로그램 운영 학생, 학부모

2010
태봉초 음악, 미술, 공연 프로그램 운영 학생, 교사, 학부모

산정중 다례 및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학생, 교사, 학부모

추 진 실 적

■ 문화교실 구축 및 선도학교 운영

2005년부터 구축된 문화교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9년은 운남고, 무진중,

광주서초, 용봉중, 월봉초 5개교를 선도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마지초,

일동초, 진남중, 문정여고 4개교에 문화교실을 구축하였다

[문화교실 구축학교 현황 및 선도학교 프로그램 운영 내용]

성과 및 발전 계획

전시, 창작, 학습, 놀이공간 등 복합문화 공간의 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참여

형․체험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거점화 역할을 하고 있어 향후 지역문화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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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영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계

교 시수 교 시수 교 시수 교 시수 교 시수

2007

국악 60 3,050 11 672 2 136 2 208 75 4,066

연극 15 1,731 2 204 4 340 0 0 21 2,275

영화 1 272 2 306 0 0 0 0 3 578

무용 5 986 4 1,292 0 0 1 272 10 2,550

만화애니메이션 2 324 6 1,802 2 334 0 0 10 2,460

계 83 6,363 25 4,276 8 810 3 480 119 11,929

다. 문화예술교육 인력 지원체제 강화

개       요

광주가 문화예술 중심도시로서 도약하고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문화예술을

주도할 수 있는 인력양성과 예향의 전통을 이어가고 문화수도 기반 구축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문화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강사 인력풀제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대동문화재단, 광주

광역시립미술관,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와 교육․교류협정(MOU)을 체결하는등 문

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의 인력을 지원하

고 있다.

추 진 실 적

■ 문화예술강사 지원사업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국악, 연극, 무용,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5개 분야에

2010년은 공예, 디자인, 사진까지 확대하여 전문강사를 학교에 파견해 이론 및 실

기지도를 하며, 학교 여건에 따라 정규 교과과정과, 선택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방과후 등으로 운영된다.

[문화예술강사 지원 현황]

(단위 : 교,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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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영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계

교 시수 교 시수 교 시수 교 시수 교 시수

2008

국악 59 4,635 14 910 3 170 1 190 77 5,905

연극 16 2,100 4 454 5 408 1 136 27 3,098

영화 1 272 2 306 0 0 1 136 4 714

무용 4 862 4 816 1 68 2 714 11 2,460

만화애니메이션 2 276 5 1,836 2 408 0 0 9 2,520

계 83 6,363 25 4,276 8 810 3 480 119 11,929

2009

국악 87 12,582 13 1,237 5 374 5 698 11 14,891

연극 44 7,032 7 1,094 10 662 1 34 62 8,822

영화 4 432 5 782 1 68 2 332 12 1,614

무용 19 3,069 7 1,324 0 2 1,260 28 5,653

만화애니메이션 9 988 9 2,225 3 357 0 0 21 3,570

계 163 24,103 41 6,662 19 1,461 10 2,324 134 34,550

구분
연도

분야 학교수 교육과정수 지원시수 파견강사수

2010

공예 8 8 362 4

국악 117 142 15,017 52

디자인 6 6 198 4

만화/애니메이션 41 44 4,493 25

무용 51 52 7,490 46

사진 3 3 90 1

연극 64 68 7,716 42

영화 16 18 1,400 9

계(8분야) 306(158) 0 0 0

[문화예술강사 지원 현황]

(단위 : 교, 명, 시간)

■ 지역문화예술단체 연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역 문화기반 시설 및 단체와의 문화 네트워크 구축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프

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예술 향유 능력을 제고하고 애향심과 문화예술에 대한 자

긍심을 높이며,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지원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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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방문교육 운영 현황]

(단위 : 교, 학급)

구분

연도
학기 교육 실시 현황 내용 및 방문교사

2007

1학기
1차 10교, 48학급

문화해설사 10명이 학교를 방문하여

재량활동시간을 이용하여 동영상,

파워포인트 활용하여 지도

2차 6교, 24학급

2학기
1차 6교, 36학급

2차 8교, 49학급

2008

1학기
1차 7교, 42학급

문화해설사 12명이 학교를 방문하여

재량활동시간을 이용하여 동영상,

파워포인트 활용하여 지도

2차 8교, 40학급

2학기
1차 8교, 40학급

2차 7교, 36학급

2009

1학기
1차 12교, 63학급

문화해설사 및 방문교사 15명이

학교를 방문하여 지도

2차 15교, 72학급

2학기
1차 12교, 61학급

2차 11교, 130학급

2010

1학기
1차 9교, 41학급 문화해설사 및 방문교사 22명이

학교를 방문하여 지도2차 10교, 43학급

2학기
1차 5교, 32학급 문화해설사 및 방문교사 7명이

학교를 방문하여 지도2차 5교, 32학급

성과 및 발전 계획

예술강사 지원사업으로 일선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는 물론, 학생들이 자신

의 특기나 적성을 찾아 기르는 데 크게 도움을 주어 교육적 성과가 지대하며, 문화예

술 인적자원의 개발 육성과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기반 구축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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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

우리 시교육청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학교와 지역사회 및 문화

기반 시설과 유기적 연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정책의 환경

요구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원화된 사회에서 아름다운 정

서를 지닌 질 높은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예술적 심미안을 길러주는 것에 목적을

두고 문화예술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장학력을 펼치고 있다.

가. 문화예술교육 인력지원체제 강화

개       요

예술분야의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서 능력과 소질에 알맞은 맞춤

식 교육으로 자아실현 기회를 부여하였다. 문화예술에 대한 소양을 다지고 국가

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예술영재교육원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문화예술 활동이 우수한 영재학생을 발굴하여 격려하고 있

으며 문화소외지역 학생들에게 문화예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원들의 문화예술 마인드 제고를 위해 교원문

화예술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추 진 실 적

■ 예술영재교육원 운영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 2009년 9월에 음악분야와 미술분야의 예술영재교육원

을 2010년에는 음악, 미술, 무용분야의 영재를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9월에는 문학창작분야 영재를 선발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476 _ 제2장 광주교육의 성과와 전망

구분
연도 분야 인원 분야 인원

2009 음악

기악
피아노 4

미술

회화 9

관현악 3
디자인 2

성악 4

국악 1
계 11

계 12

2010 음악

기악

피아노 3

미술

회화 8

디자인 8

관현악 5
계 16

성악 5

무용

한국무용 1

현대무용 1
국악 2

발레 1

계 15 계 3

구분

연도

학교급별
계 장학금지원내역

초 중 고

2007 1 1 2 4 1인당 50만원

2008 3 3 5 11 1인당 50만원

2009 3 3 3 9 1인당 100만원

계 7 7 10 24

[예술영재교육원 운영 현황]

(단위 : 명)

■ 문화예술 활동 우수 장학생 선발 격려

예술분야의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하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인재를 2003년부터 발굴하여 장

학금을 지원하고 학생이 자긍심을 갖고 문화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패를

제작하여 수여하였다.

[문화예술활동 우수 학생 선발 지원 현황]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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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지원 내역 비고

2008 26교(공립 8교, 사립 17교, 특수 1교)

2009 34교(공립 19교, 사립 14교, 특수 1교)

2010 25교(공립 11교, 사립 13교, 특수 1교)

구분

연도

지원

학교
강사

지원

부서

참여

학생수
프로그램 내용

지도

시간

2007 13교 11명 14 496

․판소리3교(광주동초, 삼도초, 대촌중앙초)

․단소2교(광주동, 광주지산)

․사물놀이 6교(충효분교, 광주지산북분교, 하남초,

임곡초, 동곡초, 평동초)

․합창2교(본량초, 송학초)

․국악합주1교(무학초)

1교사

40시간

■ 고등학교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학생들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 및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고등학교 문화예술 우수동아리를 지원하였다. 동아리 참가

인원수, 활동내용 및 실적, 문화예술 영역별 운영비를 감안하여 고등학교 문화예

술 동아리 지원을 통하여 학생들의 활성화에 기하였다.

[고등학교 문화예술동아리 지원 현황]

(단위 : 교)

■ 소규모 학교 문화예술 체험 및 강사 지원

도심외곽 소규모 학교에 대한 순수예술 공연 및 전시장 관람 등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문화예술적 감성을 싹트게 하는 등 방과

후 문화예술 순회강사를 지원하여 교육 소외계층과 소규모 학교에서의 사교육의 수요

를 학교 내로 흡수하여 사교육을 경감시키고, 문화예술 교육격차를 해소하였다.

[소규모학교 문화예술강사 지원 현황]

(단위 : 교, 명,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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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교 10명 13 416

․판소리2교(광주동초, 무학초)

․단소2교(충효분교, 광주지산초)

․사물놀이5교(동곡초, 평동초, 하남초, 송학초,

대촌중앙초)

․합창3교(본량초, 송학초, 임곡초)

․한문1교(광주동초)

1교사

40시간

2009 13교 10명 14 534

․판소리1교(하남초)

․단소1교(광주동초)

․사물놀이2교(동곡초, 평동초)

․가야금병창1교(무학초)

․합창3교(삼도초, 본량초, 송학초)

․한자2교(광주동초, 광주지산초)

․한국화4교(충효분교, 북분교, 임곡초, 대촌중앙초)

1교사

40시간

2010 14교 14명 8 미정

․국악합주1교(광주동초)

․합창4교(광주동초, 삼도초, 본량초, 송학초)

․오카리나1교(임곡초)

․미술3교(광주지산초, 충효분교, 대촌중앙초)

․사물놀이2교(평동초, 동곡초)

․가야금병창부1교(무학초)

․판소리부1교(하남초)

학교별

지도시간

20～41

시간

구분

연도
기간 강사 운영부서 대상학교 예산

2007 6월～11월 9명
사물놀이, 단소,

합창 리코더

농촌 소규모학교를 제외 한 희망초등학

교 39교(동부 15교, 서부 24교) 순회지도

학교당 30시간 운영

68,440천원

2008 6월～11월 9명
사물놀이, 단소,

합창 리코더

농촌 소규모학교를 제외 한 희망초등학

교 39교(동부 15교 서부 24교) 순회지도

학교당 30시간 운영

91,280천원

2009 6월～11월 26명

사물놀이, 단소,

합창, 판소리,

리코더, 하모니카

등

농촌 소규모학교를 제외 한 희망초등학

교 69교(동부 30교 서부 39교) 순회지도

학교당 30시간 운영

119,780천원

[방과후 문화예술교육 특기적성 강사 지원 현황]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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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단체명 분야 공연 전시 및 사업 내용 인원

1 스쿨피아싱어즈 합창 17회 정기연주회 40

2 광주교원윈드오케스트라 관현악 5회 정기연주회 50

3 광주아버지합창단 합창 12회 정기연주회 53

4 호남삼육교직원합창단 합창 매년교직원예술제 54

6 광주초등기악교육연구회 기악 제10회 정기연주회 69

7 광주중등교사합창단 합창 2008.3월 창단, 1회 정기연주회 50

8 광주초등합창교육연구회 합창 5회 정기연주회 62

9 광주교사연극협회 연극
뮤지컬나비노래공연 3회(남구청문
화예술회관, 유스퀘어 공연장) 200

10 광주교육연구소 문화강좌 화요문화강좌 운영 56

11 전통문화예술교육동호회 사물, 국악 풍물놀이, 설장구, 모둠북과 사물놀
이 공연

24

■ 교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교원들의 문화예술 마인드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교원들의

능력이 학교 현장의 문화예술 발전에 자연스럽게 투입되도록 교원 문화예술 연구

및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10명 이상의 교원 문화예술 단체로 공연 등

가시적인 연구 성과를 내놓은 교원 문화예술단체 및 교사, 학생, 주민대상 문화예

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아리를 공모하여 당선된 팀에게는 연구 성과비를 지원

하고 있다.

[2008 교원문화예술단체 지원 현황]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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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단체명 분야 공연(전시) 및 사업 내용 인원

1
광주교사라인대

스무용단
댄스 초급, 중급라인댄스재구성프로그램개발보급 20

2
지도북(춤)놀이

보존회“내드름”
국악

진도북(춤)놀이와 풍물보존 보급 활동

주민대상문화프로그램운영

아름다운 동행 공연(빛고을국악전수관)

32

3
우리춤체조

동아리
우리춤

남구신애원학생및일반인대상우리춤프로그램

양로원위문공연, 예수마음의집

메트로센터 발표회 참여

15

4
수묵화

동아리
수묵화

초등교사대상수묵화프로그램운영

수묵화 전시회(2009.12)
19

5 바,카,스 댄스
교원대상라틴댄스문화프로그램운영(주2회)

라틴댄스문화예술공연
20

6 광주아버지합창단 남성합창 제 4회 정기연주회 사랑나눔 자선 음악회 55

7
광주교원윈드

오케스트라
윈드

연 2회 정기연주회

광주관악제 및 교원예술제 참가
50

8
(사)한국교사연극

협회광주지부
뮤지컬

뮤지컬 공연 3회(유스퀘어 공연장, 광주학생교육 문

화회관, 남구청문화예술회관)
200

9 광주중등교사합창단 혼성합창
광주향토작곡가의 밤 연주 발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방문 연주
69

10
전통문화예술교육

동호회“한울림”
국악

풍물놀이, 설장구, 모둠북과 사물놀이 공연

한울림 회원 담당 학생 지도 공연
26

11
광주초등합창교육

연구회
혼성합창

제17회 전국초등교원합창단 정기연주회 참가

제10회 광주초등교원합창단 정기연주회
45

12 스쿨피아 싱어즈 여성합창
제18회(다성음악합창과 한국민요 합창)

제19회(영국합창음악과한국의현대합창)
30

13 광주교육연구소 문화강좌 초․중등교사 대상 문화, 환경, 생태 강좌 56

14
광주초등기악교육

연구회
기악

찾아가는 작은 연주회, 학생과 함께하는 초등교원 연

주회
65

15 교육연극연구회 연극 창작연극 놀이터 공연 25

16 자운영 회화전시
기획전시(나를 둘러싼 공간), 야외스케치, 문화유산답

사, 미술교육포럼학회 참석
15

17 광주전남서우회 서예술 광주전남교원의 창작예술품 서예 작품전 41

18 광주미술여교사회 회화전시
미술 실기연수 및 야외스케치여행, 워크숍, 전시회

미술관, 박물관 견학
15

19
중등음악교사모임

“여연회”
음악종합

음악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음악들을 소재로 가창 기

악, 창작, 감상곡을 무대에서 공연
16

[2009 교원문화예술단체 지원 현황]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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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단체명 분야 공연(전시) 및 사업 내용 인원

1
밝고맑은우리

노래부르기
음악 밝고 맑은 우리 노래 부르기 컨텐츠 자료제작 7

2
실용음악기술연구

동아리
음악

스쿨밴드활성화를 위한 제반기술 및

콘텐츠개발보급
11

3 우리춤체조동아리 무용
우리춤 체조 시설아동 프로그램운영

시설, 양로원, 장애인잼버리 위문공연 활동
15

4 바카스 라틴댄스 교사대상 교원 라틴댄스 문화예술 강좌 운영 20

5
빛고을하모니카

선율단
하모니카 하모니카 교사,학생,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운영 84

6 광주여고 생활도예 생활도예 생활도예 교사프로그램운영, 성과발표회개최 17

7
교사오카리나

앙상블
오카리나 교사오카리나프로그램운영및시설방문위문공연 17

8
광주사랑의부부

합창단
합창 일반인 합창 프로그램 운영, 제 6회 정기연주회 50

9
전통미술교육동

호회
한국화

초등미술 교과 분석 한국화 학생지도

교사프로그램, 운영전시회 개최
15

10
광주초등합창

교육연구회
혼성합창

합창실기연수 및 연수 전국초등교원합창단

정기연주회 참가, 제 11회 정기연주회
45

11 광주중등교사합창단 혼성합창
합창공연(광주향토작곡가의 밤), 사회복지시설 기관

방문 연주, 대한민국 교사 합창제 참가
74

12 광주아버지합창단 남성합창 제 15회 정기연주회 57

13 스쿨피아싱어즈 여성합창
한국가곡, 민요 및 동요를 여성합창 연주

비발디 글라디아 전곡 오케스트라 협연
30

14
광주PAPA남성

합창단
남성합창

제 7회 정기연주회, 불우시설 위문 공연

군부대 장병 위문 공연(31사단내)
40

[2010 교원문화예술단체 지원 현황]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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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단체명 분야 공연(전시) 및 사업 내용 인원

15 광주부루나합창단 혼성합창
불우이웃돕기 자선 음악회(1회)

제 1회 정기연주회
43

16
광주초등기악

교육연구회
기악

찾아가는 작은 연주회

작은 음악이 모여 모여 초등교원 연주회
64

17
광주교원윈드

오케스트라
윈드 관현악 합주 정기연주회 개최 44

18
광주미술과여교사

회
회화전시 실기연수, 전시회 1회, 미술관탐방, 세미나 1회 26

19 광주교육연구소 문화강좌 화요문화강좌 1일 3시간 (30시간) 60명 대상 57

20
전통문화예술동호

회
풍물공연

자체발표회 1회, 지역축제공연 참가

"우리가락 좋을 씨고" 공연
20

21 광주전남서우회 서예술 교원창작예술품및학생작품서예술작품전 23

22
광주교사라인댄스

무용단
무용공연

초급, 중급 라인댄스 작품 재구성 공연

초․중․고 학생, 교사, 일반인 대상 공연
20

23 교원댄스동아리 무용공연
전국 댄스 스포츠경기대회 및 생활체육 경연대회

참가, 공연 2회
21

24
관악지도교사연구

회
관악공연 광주 관악 발표회 20

25 광주교사연극"꿈틀" 연극공연 놀이와 즉흥을 통한 극 만들기,지각대장 존 공연 17

26
광주초등리코더

교육연구회
리코더공연

유럽 바로크 앙상블 레트로아마 초청연주회

제 8회 리코더 정기 연주회
15

27 평면연구회 회화전시
미술관 전시관람, 작가탐방

전시회 개최
17

28
한국아카펠라

교육연구회

아카펠라

공연

교원 음악적 소양계발

정기공연 및 하우스 콘서트 기획 공연

역아동센터아이들과 함께하는 작음음악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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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단체명 분야 공연(전시) 및 사업 내용 인원

성과 및 발전 계획

예술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하여 예술영재교육원을

설립․운영하여 공교육에서의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하였으며,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 교육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학교와 관객 기반이 빈약한 지역 문화

예술 단체들과 연계하여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교육 소외계층 및 농촌지역에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제공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있다.

학생 및 교직원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자율연수가

활성화되고 교사들의 관심과 능력신장으로 교육력을 높이고 있어 앞으로 현장중

심의 연수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나. 문화예술교육 연수 지원 강화

개       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의 자율연수 기회를 조장하고 교원 네트워크

구성과 정보 교환 등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문화예술

교육 마인드 확산을 위한 연수를 추진하고 있다.

추 진 실 적

■ 교직원 문화예술 마인드 확산을 위한 연주회 개최

매월 월례조회시간에 문화예술 관련 기능이 뛰어난 교원 및 예향인재 학생,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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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분야 초청자 내용 대상 장소

2008

5월 오카리나 이종근 오카리나 연주 전직원 대회의실

6월 성악 장미화, 김제선 소프라노, 베이스연주 전직원 대회의실

8월 하모니카 정선식, 서만재 하모니카, 기타협연
전직원,
임명장전수
자

대회의실

9월 합창 아버지합창단 합창연주 전직원 대회의실

10월
윈드오케스
트라

광주교원윈드
오케스트라단 가을음악회 연주

전직원,
정보원직원 정보원대강당

11월 판소리 황승옥 판소리, 가야금병창 전직원 대회의실

12월 성악 노연선 소프라노 연주 전직원 대회의실

2009

1월 성악 윤양찬 테너 연주 전직원 대회의실

3월 하모니카
빛고을하모니카
동호회 하모니카 4중주 연주 전직원 대회의실

5월 가야금 추정현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 전직원 대회의실

6월 에어로빅체조
김미소,이세흔김
민지,김민정

에어로빅체조 시범
공연 전직원 대회의실

7월 오카리나
오카리나
파르팔리오

오카리나 앙상블 연주 전직원 대회의실

9월 현대무용 대성여중무용부 광대놀이 공연 전직원 대회의실

10월 기악, 판소리
김범택, 유창선,

김건희
섹스폰연주, 판소리 전직원 대회의실

11월 성악 윤혜진 소프라노연주 전직원 대회의실

12월 기악앙상블
꿈꾸는

예술뮤지스타
바일올린, 바리톤연주 전직원 대회의실

2010

1월 성악 강동명,오송하 테너, 소프라노연주 전직원 대회의실

2월 요들송
광주엔시안요들

클럽
요들솔로및듀엣

공연
전직원 대회의실

4월 오카리나 일선스님 오카리나 독주 전직원 대회의실

야별 일반인을 초청하여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 및 직원들의 문화예술 마인드

확산을 위한 연주회를 개최하였다.

[연도별 초청 연주회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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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그룹사운드 행복한 인생 그룹사운드 공연 전직원 대회의실

6월 금관 5중주 아시아금관5중주 금광5중주공연 전직원 대회의실

7월 중창 아시아챔버싱어즈 중창공연 전진원 대회의실

9월 기악
메타필로스
첼리스텐

첼로앙상블 전직원 대회의실

구분
연도 기간 참가현황 장소 활동내용 및 실적

2008

2009.1.6～7. 85명 경남마산
합창세미나참석 실기연수 및 미션콰이

어합창단 공연 관람

2009.1.15～16. 45명 통영
바닷가 있는 풍경 스케치 및 전혁림미

술관 견학

2009

2009.7.6～7. 725명 교육정보원 재미있는 오카리나 교수법 연수

2009.8.17～19. 525명 광주대학교
전국 교원 오카리나 교수법 직무연수

기초, 심화과정 운영

2009.12.29. 89명 서울예술의전당
모네에서 피가소까지전과 색채의 연금

술사 루오전 관람

2010.1.5～6. 45명 포항
합창세미나 및 합창클리닉, 리딩섹션

필그림미션콰이어 초청연주회 공연관람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 현장 실기 연수

우리 시교육청 역점사업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음악․미술과 교원들

의 근무의욕 고취와 다양한 현장 연수를 통한 전문성 신장, 교원들 간의 정보 공

유와 효율적인 문화예술교육의 방안을 모색하여 폭넓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방

향을 제시하고자 교원 현장실기 연수를 실시하였다. 또한 2009년에는 전국 교원

을 대상으로 교원 오카리나 교수법 직무연수를 실시함으로 교원들에게 현장중심

의 필요한 연수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연도별 문화예술교육 연수 운영 현황]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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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편성 운영하

여 교원역량을 강화하고 문화예술 현장중심의 실시 연수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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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표창대상 대상학교급
등급표창 인원

표창시기
1등급 2등급 3등급 계

2007 교원
초 2 4 4 10

12.17
중 - - 1 1

2008 교원
초 2 4 4 10

12.17
중 - - 1 1

2009 교원
초 2 3 5 10

12.24
중 - 1 1 2

다. 문화예술교육 실천사례 발표대회 운영

개       요

문화예술교육에 공로가 큰 현장교사들의 문화예술교육 실천 우수사례를 발굴

표창함으로써 교원들의 사기를 앙양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학생종합

예술제의 유공교원과 현장 실천사례 보고서를 제출한 교원들에게 교원 등급표창

을 하고 우수 실천사례에 대해서는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여 일반화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추 진 실 적

■ 문화예술교육 실천사례 발표대회

학교 학급에서 실천하고 있는 우리 시교육청의 역점시책인 다양한 문화예술교

육 프로그램을 학교교육과정에 구현하여 학생들에게 예술적 심미안을 길러주고,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 교육에 수범한 교원을 발굴․

포상하여 문화예술 창달의 의지를 제고 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품격 높은 문

화예술 교육의 저변을 확대하였다.

[문화예술교육 실천사례 발표대회 현황]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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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표창대상 대상학교급
등급표창 인원

표창시기
1등급 2등급 3등급 계

2007 교사
초 15 30 45 90

12월
중 3 6 9 18

2008 교사
초 15 30 45 90

12월
중 3 6 9 18

2009 교사
초

신종플루 표창 못함
중

구분
연도 자료번호 자료명 내용 발간부수

2007 2007-82 문화나누기, 예술더하기 중․고 문화예술교육 실천사례 350부

2008 2008-65 문화예술교육실천우수사례
문화예술교육 실천 및 학생종합
예술제 지도 우수사례 1000부

2009 2009-61 문화예술교육실천우수사례 개인및학교문화예술교육우수사례 700부

■ 학생종합예술제 유공교원 실천사례 발표대회

학생종합예술제에 참가한 학생을 지도하여 입상시킨 교사들에게 실천사례 보고

서 및 현장실사를 심사하여 학생종합예술제 학생 지도 실천사례 발표대회를 통해

우수교원들에게 표창하였다.

[학생종합예술제 유공교원 실천사례 발표대회 현황]

(단위 : 명)

■ 문화예술교육 우수사례 일반화

학생종합예술제 학생 지도 및 문화예술교육 실천사례 발표대회 우수사례를 선

정하여 문화예술교육 우수사례집으로 발간하여 홈페이지 탑재 및 학교에 보급함

으로써 문화예술교육 우수사례를 일반화하였다.

[문화교육 실천사례 발간 장학자료 현황]

(단위 :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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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교원으로서 밝고 맑은 심성을 지닌 아름다운 학생문화

풍토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학교교육과정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으로 습득된 기

량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여 교원들로 하여금 문화예술 창

달 주도자로서 자긍심을 갖게 하고 미래사회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대두

되고 있음에 체험위주의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우수사례를 일반화하는

데 주력하겠다.

3. 문화예술교육 활동 전개

미래사회는 예술적, 감성적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하이컨셉과 공감을 이끌어내

는 능력이 필요한 하이터치시대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이 학생교육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분야가 된 지 오래다. 미래사회

에서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해낼 수 있느냐를 강조하고, 다양한 문

화예술을 체험하는 학습도 필요하다. 스스로 찾고 배우고 깨치는 자기표현 학습

기회를 넓혀 주는 일은 더욱 중요해졌다. 따라서 우리 시교육청은 하이컨셉 시대

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을 아름다운 품성과 풍부한 감성을 지닌 인재로 키우기 위

해 다양한 문화예술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판소리 한 대목 부르기, 1인 1휴대악기 연주하기, 밝고 맑은 우리

노래 부르기는 다른 지역과 크게 차별화된 광주 특유의 문화예술교육으로 인성교

육은 물론이고 예술적 감성 발현과 향유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으로는 적격이다.

또한 학생종합예술제, 고등학교 문화예술 동아리 축제, 광주교직원예술제 등 학

생중심 문화예술교육을 다채롭게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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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화예술 자기표현 활동 활성화

개       요

‘1인 1휴대악기 연주하기’, ‘판소리 한 대목 부르기’, ‘밝고 맑은 우리 노래 부르

기’는 우리 시교육청의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활동으로 타 지역 학생들과 차별

화된 문화예술교육으로 인성교육 및 예술적 감성 능력을 신장시키고 있다.

추 진 실 적

■ 1인 1휴대악기 연주하기

1인 1휴대악기는 매년 초 4학년, 중 1학년을 대상으로 악기를 지원해 줌으로 3

년 후 초등 4, 5, 6학년 학생 모두가 하모니카 등 휴대악기를 소지하고 연주할 수

있으며, 중학교는 1, 2, 3학년 학생 모두가 오카리나 등 휴대악기를 연주할 수 있

게 된다. 특별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 대부분 학생들에게 값

싸고 휴대하기 쉽고 연주하기 쉬운 악기를 한 가지씩 연주할 수 있도록 하여 학

생 개인의 자아실현에 보탬이 되도록 선정 지도함으로 좋은 호평을 얻고 있다.

[1인 1휴대악기 지원 현황]

(단위 : 명, 천원)

연도

구분

2007 2008 2009 2010 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초 23,454 187,632 23,176 186,579 24,000 192,000 23,500 215,180 94,130 781,391

중 24,228 242,280 25,106 202,372 25,950 259,500 25,210 226,890 100,494 931,042

계 47,682 429,912 48,282 388,951 49,950 451,500 48,710 442,070 194,624 1,71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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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시기
연도 `개발 자료 구성

2007

심청가“둥둥둥 내 딸”,

흥보가“박타는 대목”,

춘향가“군로사령”, “사랑가”

http://pansori.gen.go.kr/

곡설명, 사설보기, 악보받기,

소리받기,

배워봅시다. 학생창, 전문가창
2008 단가 호남가

2009 수궁가 “승상은 거북”, “화공을 불러라”

2010 적벽가 “남양융중”, “한 장수 들어온다"

구분
연도

기관
지원 현황

중심학교 판소리 강사수 배정학교 배당시간

2008

동부 초등교육과 광주산수초, 문우초 문우초 4 56교 144

동부 중등교육과 용봉중 용봉중 2 33교 70

서부 초등교육과 광주방림초, 효광초 효광초 6 88교 240

서부 중등교육과 송정중 송정중 3 52교 105

계 6교 4교 15 229교 559

2009

동부 초등교육과 광주지산초, 빛고을초 지산초 5 56교 200

동부 중등교육과 용봉중 - 3 33교 120

서부 초등교육과 백일초, 광주방림초 - 8 88교 320

서부 중등교육과 송정중 송정중 4 52교 160

계 6교 2교 20 229교 800

■ 판소리 한 대목 부르기

판소리는 우리역사와 희노애락을 함께 해 온 우리문화의 정수로 독창성과 우수

성을 세계적으로 인정하여 2003년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으로 선정되었다. 따

라서 광주학생이면 누구나 어디서나 판소리 한 대목쯤은 뽐낼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판소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판소리에 대하여 학

생들이 흥미를 갖고 즐겁게 부르고, 지도하는 교사가 전문적인 소양이 부족하더

라도 쉽게 지도할 수 있도록 판소리 DVD 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홈페이지에 탑

재하였으며 초․중학교에 판소리 순회강사를 지원하였다.

[판소리 지도 웹자료 제작 내용]

[판소리 순회강사 지원 현황]

(단위 : 명, 교,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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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동부 초등교육과 대자초 대자초 5 56교 200

동부 중등교육과 광주동신여중 광주동신여중 3 33교 120

서부 초등교육과 광주농성초 광주농성초 8 89교 320

서부 중등교육과 광산중 광산중 4 53교 160

계 4교 4교 20 231교 800

■ 밝고 맑은 우리 노래 부르기

밝고 맑은 우리 노래 부르기는 매월 1곡을 선정 지도하고 발표회를 갖고 있다.

등교시간 및 방송시간 점심시간 등 학교 방송을 통해 노래를 보급하고 지역교육

청에서 학교 대표 밝고 맑은 우리 노래 부르기 대회를 실시하여 유해가요 홍수

속에서 벗어나 건전한 애창곡을 갖고 정서순화와 감성계발로 아름다운 품성을 육

성하고 있다.

[연도별 월별 지정곡 자료 개발 현황]

연도
시기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3월 재미쏙쏙 주말농장 기분 좋은 날 빗방울 봄을 그리는 여자

4월 꽃 피는 집 목련꽃 동그란 미소의 친구 참 잘했지

5월 아버지 어머니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선생님 엄마 아빠 고마워요

6월 풀밭 친구들 꿈 속의 여행 오솔길(문원자 작곡) 오솔길(김정철 작곡)

7월 여름 파도에게 물새에게 서로가 서로를 한여름 밤의 기도

9월 바람소리 도토리 나들이 잠자리 바람의 속삭임

10월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구슬치기 실버들 산새가 아침을

11월 우리의 만남 나무 가족 이슬 방울 마음을 새롭게

12월 동그라미 달려갑니다 끼리끼리 할아버지의 그림

2월 차전놀이 꽃 모자 웃음 꽃 작은 잎새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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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1인 1휴대악기 지원은 초․중학생 145,914명에게 하모니카와 오카

리나를 지원하여 광주학생이면 누구나 악기 하나는 연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세

계문화유산 판소리 지도자료와 순회강사를 파견하여 광주학생은 판소리 한 대목은 거

뜬히 부를 수 있으며, 밝고 맑은 우리 노래 부르기 운동 전개로 청각적으로 아름다운

학교 풍토 조성은 물론 학생 개인의 정서순화와 감성을 계발하였다. 향후 지속적인

휴대악기의 지원과 밝고 맑은 우리 노래 지도자료를 개발 보급할 것이다.

나. 광주학생 문화예술 동아리 축제 활성화

개       요

문화예술교육의 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있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 학생

들에게 질 높은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예술적 심미안을 길러주기 위해 다양한 문

화예술 축제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밝고 맑은 심성을

지닌 자랑스런 광주학생 문화풍토를 조성하여 왔다. 학생 개개인의 적성에 알맞

은 특기를 발굴하고 이를 신장 시킬 수 있는 다양한 특기적성교육활동, 상설계발

활동, 동아리활동, 1교 1문화예술 특성화부서 운영 등 공교육의 활성화 차원에서

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활동을 교육 창의와 참여 지향적인 학생 중심의 문화예

술 활동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생종합예술제는 올해로 24

회째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적성과 특기를 조기에 발굴 계발하고 있

으며, 문화예술 인적자원 육성과 나아가 애향심과 우리 고장의 문화예술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왔다.

추 진 실 적

■ 광주학생종합예술제

각급 학교에서 음악회, 합창제, 미술전시회, 백일장 등 다양한 장르의 축제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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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종목

동부 서부 계 비고

참가팀수 학생수 참가팀수 학생수 참가팀수 학생수

2007

제21회

6분야

19종목
967 8,530 1,393 11,651 2,360 20,181

2008

제22회

6분야

23종목
952 8,118 1,432 11,594 2,384 19,712

2009

제23회

학교자체

운영
516 3,790 916 7,804 1,432 11,594

신종

플루

구분
연도 일시 장소 참가팀 참여인원

2008

공연 11.26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공연장 15교 17팀 370명

전시 11.26~28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전시장 4교 8팀 81명

2009 신종플루로 취소

중 계획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 우수 작품을 골라 학생종합예술제에 참

여하도록 하였다.

[광주학생종합예술제 참가자 현황]

(단위 : 팀, 명)

■ 고등학교 문화예술 동아리 축제

각 개인의 소질 계발 및 특기 신장으로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끄집어내고 학생

스스로 참여하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신이 습득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

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여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를 선도하

고 문화예술 향유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고등학교 동아리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다.

[고등학교 문화예술동아리 축제 운영 현황]

(단위 : 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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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마다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여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활동 및 상설 계발활

동을 운영하여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학교단위 행사로 이양하여 교육

과정에서 지역의 관심사, 지역과 관련 행사 축제 등을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소질과 적성에 맞게 누구나가 재능을 발굴해, 적성을 끄집

어내는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이다. 문화예술교육은 학생들의 보다 나은 삶

의 비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가치라는 인식 아래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의 주역으로

서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향유뿐만 아니라 체험 중심의 공연 문화교육

을 활성화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다. 교직원 예술제 개최

개       요

일과 시간에는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여 개인 연수

나 동아리 활동으로 열심히 익혀온 예술적 기량을 발표할 수 있도록 무대를 제공

함으로써 교육자로서의 전문성과 예술적인 표현능력 신장을 꾀하고 축제분위기를

조성하여 교직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즐겁고 신명나는 학교생

활과 연구하고 실천하는 교사상을 정립하기 위해 교직원 예술제를 개최하여 왔다.

또한 교직원 예술제 기간의 설정운영으로 전 교직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분위

기를 조성하였으며, 교직원 취미활동임을 감안하여 발표회 형식의 예술 축제 운

영으로 지나친 예술성 추구 또는 개인적인 작품발표 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하

는 작품을 연주 전시하여 많은 교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문화예술교육

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과 능력 신장으로 교육력 제고에 힘써 왔다.

추 진 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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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일시 장소 참가팀(참여인원)

2007
공연 11.28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공연장 12팀 (192명)

전시 11.28～12.1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전시장 76명

2008
공연 12.10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공연장 12팀 (279명)

전시 9.19～9.23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전시장 126명 (60명)

2009
공연 12.2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공연장 12팀 (357명)

전시 12.2~4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전시장 77명

■ 교직원예술제 개최

교직원 예술제는 공연과 미술전람회로 구분하여 운영함으로써 교직원들의 취미

및 동아리 활동을 다양하게 수용하여 공연하거나 전람회에 전시할 수 있도록 적

극 권장하였다. 교직원 예술제 운영은 미술전람회 개전식을 갖은 후 음악과 무

용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개최일로부터 1주일 동안 미술작품을 전시하고 그 기간

을 교직원 축제기간으로 설정하여 학교장을 중심으로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이

관람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교직원이 함께하는 교직원 문화예술 축제로 자리매김

하였다. 특히 2008년 교직원 미술전람회는 한국미술교육연구회전과 함께 운영하

여 그 의미를 더한 행사로 진행되었다.

[교직원예술제 프로그램 참여 실적]

(단위 : 명)

성과 및 발전 계획

교직원 예술제를 개최함으로써 학교별로 교직원의 다양한 동아리활동 활성화

와 함께 학생들의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교원의 문화예술분야 자율연수 활성화

와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또한 작품 준비과정에서 동료 교직원 상호간의 친

목이 도모되고 선후배간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도조언을 통해 학생교육에 도움이

되고 있다. 앞으로 교직원 예술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교직원의 예술적 표현능

력을 신장시키고,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여 교직원의 사기진작에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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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학생중심 u-러닝 교육도시 건설 프로젝트

『학생중심 u-러닝 교육도시 건설 프로젝트』는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능력에 따라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재능육성 및 교수․

학습지원 중심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통합학습지원시스템으로 2009

년을 도입기로 5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본 프로젝트는 재능진단육성, 교실수업지원, 학생자율학습지원, 인프라 구축의 4

개 영역과 14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분하여 각 사업부서에서 추진하였다. 2009년

도입기에는 31개의 시범․선도학교 중심으로, 2010년 확산기에는 42개 시범․선

도학교를 지정․운영하며 광주교육 역점시책으로 모든 학교에서 추진되도록 하였

다. 이어서 2011년에는 발전기, 2012년에는 도약기, 2013년에는 정착기로 추진 로

드맵을 마련하고 점점 확대 운영하고자 한다.

1. 재능진단육성 영역

개       요

『학생재능진단 육성』은 재능진단육성센터 운영, 학생 재능콘테스트 실시, 영

재교육 분야 확대, 인터넷 재능방송 운영, 온라인 재능스타(재능잡지 발간), 유-스

타와의 만남 등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다. 특히『재능진단육성센

터』를 구축․운영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재능을 진단하고 육성하는 경험 활동

을 제공하고, 생애경로탐색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의 진로를 설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국내 유일의 온라인 재능대회인『재능콘테스트』를 개최하였으며, 실시간 인터

넷 재능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재능잡지를 발간하여 학생들의 재능을

컨설팅하였으며, 각 분야에서 성공한 국내외 유명 대가와의 화상 만남인『유-스

타와의 만남』을 운영하였고, 예술영재교육원을 개원하여 영재교육 분야를 확

대․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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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진단 육성 사업은 학생 개개인의 소질이나 재능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

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재능육성을 위한 수업모형 개발 적용 및 생애경

로탐색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의 개발 적용을 통해 학생들의 재능에 따른 개개인의

진로 설정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추 진 실 적

■ 재능진단육성센터 운영

2009학년도 시범학교 6개교, 선도학교 6개교로 총 12개교를 운영하였고, 2010년

에는 시범학교 6개교, 선도학교 18개교로 총 24개교 운영을 통한 재능 발굴 육성

과 교수 학습 자료 개발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일반화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재능과 진로교육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수업모형 및 생애경로탐색 내비게

이션 프로그램 개발, 초 중 고 포트폴리오 적용, 교원 및 학부모 연수를 통한 역

량 강화로『재능진단육성센터』운영을 활성화하였다.

[재능진단육성 시범 선도학교 운영 현황]

(단위 : 교, 천원)

구분
연도 지정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예산 지원

2009 시지정 6 4 2 12 270,000

2010 시지정 13 9 2 24 324,000

총 계 19 13 4 36 594,000

■ 재능콘테스트

『재능콘테스트』는 전국 최초의 온라인 재능 대회로써 학생들에게 자신의 재

능을 발휘하고 평가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 신장 터전을 마

련하고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대회 영역은 인문사회, 자연

과학, 문화예술 영역으로 나눠 진행하였으며 인문사회 영역에 글쓰기, 외국어, 독

서 등, 자연과학 영역에 탐구, 발명, IT, 문화예술 영역에 음악, 미술, 체육, 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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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등에 대한 다양한 재능을 온라인 포트폴리오 심사와 면접 심사를 통해 발

굴하였다.

[재능콘테스트 참가 현황]

(단위 : 명)

연도
영역

2009 2010 계

참가자 입상자 참가자 입상자 참가자 입상자

인문사회 3,491 108 4,435 173 7,926 281

자연과학 584 101 1,347 63 1,931 164

문화예술 2,663 147 4,762 167 7,425 314

계 6,738 356 10,544 403 17,282 759

■ 영재교육 확대 운영

영재교육 분야를 수학, 과학, 정보 위주에서 2009년에 발명, 음악, 미술 영역으

로 확대하고, 2010년에는 무용, 문학, 언어 영역으로 확대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영

재성 계발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동․서부교육청,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정보

원, 학생교육문화회관의 5개 기관에서 수학․과학 및 정보, 예술 영역의 영재교육

원을 운영한 결과 2,305명에게 영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2010년에는 1,005명

의 학생이 영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초․중․고 영재학급 운영학교는 18교에서

47학급 1,808명의 학생에게 영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2010년에는 27개교에

서 72학급 1,404명의 학생이 영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분야별 u-영재교육 지원단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영재교육기관

의 체계적인 컨설팅 제공과 기관별 우수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공유 및 보급을 위

하여 2009년에 영재교육기관 평가 지원단을 구성하여 7개 기관(1개 영재교육원, 6

개 영재학급)을 대상으로 영재교육 기관평가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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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재능잡지(재능스타) 운영

2010년 u-러닝 교육도시 건설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

과 재능을 발굴․육성하여 글로벌 스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온라인 재능잡

지(재능스타)』홈페이지를 구축하였다. 재능잡지 홈페이지는 학생들이 손쉽게 자

신의 잠재 재능을 표현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솔루션을 온라인 공간에 탑재하여 재능

표현 제작의 편의성을 제공하였고 전문가 및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제공하였다. 재능관련 오피니언 전문가 칼럼 및 학생 개개인의 우수

재능에 대한 컨설팅(자문)이 실시되고 있어 학교단위 재능스타 웹호스팅이 학생들의

재능 표현 기회를 활성화하고 성취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재능잡지 운영 현황]

(단위 : 식, 교, 명, 편)

연도

구분
세부영역

추진 실적
계

2009 2010

온라인
재능스타

인터페이스 구축 1식 1식 1식

참여학교 8개교 60개교 68개교

참여학생수 3,665명 12,335명 16,000명

콘텐츠 탑재수 1,184편 3,200편 4,384편

오피니언(칼럼) 12명 6명 6명

재능컨설팅(자문) 0 16명 16명

■ 인터넷 재능방송 운영

『인터넷재능방송』은 학교 현장교육 지원을 위한 신속 정확한 교육뉴스 및 학

습정보를 제공하고 학교단위 e-러닝 체제에 적합한 ICT 활용 동영상 콘텐츠 제

작․확보를 통해 교실수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e-러닝 체제 정착을 위한 교사

연수, 학생 방송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다양한 사고력 신장 중심의 교수․학습자

료 제작 능력과 기반 조성에 주력하는 등 특기적성 계발 신장을 위해 적극 노력

하고 있다.



제8절 학생중심 u-러닝 교육도시 건설 프로젝트 _ 501

먼저, 현장교육 지원을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교육뉴스 및 정보를 제공하고, 학

교 현장의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교 교육활동 영상 제작을 통한 광주교육 홍보활

동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영상․녹음자료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활동 영상자료 제작 지원]

(단위 : 건, 명)

연도
사업명

2009 2010 계

클릭! 광주교육소식 52 52 104

교육단신 및 현장보고 260 208 468

또한 수능대비 인터넷 방송을 통해 농촌 및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능력을 신장

하고자 EBS 수능 특강의 핵심 추출 요약 강의와 논술 강좌 등을 통하여 이 지역

대입 준비생의 학습을 지원하였다. 또한 사이버학습용 콘텐츠를 제작하고 기획동

영상 및 EBS 수능 동영상 콘텐츠를 탑재․지원하여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

[교수․학습 영상자료 제작 지원]

(단위 : 건)

연도
사업명 2009 2010 계

우수수업 사례 38 50 88

GEB 수능특강 0 0 0

사이버학습 콘텐츠 24 0 24

기획동영상 콘텐츠 43 40 83

EBS 동영상 탑재 2,080 0 2,080

EBS 수능동영상 탑재 1,385 1,708 3,093

대수능 및 모의․학력평가 259 134 393

계 3,829 1,932 5,761

그리고 학교 방송 활성화 및 청소년 특기적성 계발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을 대

상으로 방송 시스템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을 수료한 학생들은

방송기자단 활동, 학교방송 운영 및 동호회 활동을 통하여 방송인으로서의 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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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가고 있다.

학교단위의 방송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학교인터넷방송 웹 호스팅 서비스를 운

영으로 학교현장에서 제작되는 영상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교원들의 수업

동영상, 특색 있는 학교 교육활동 영상 등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웹 호스팅

서비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교방송 및 미디어교육 활성화 지원]

(단위 : 명, 교)

연도
구분 2009 2010 계

학교방송 담당교사 교육 및

청소년 방송아카데미
70명 70명 270명

학교인터넷방송 웹호스팅 서비스 ․ 103교 103교

인터넷 재능방송은 광주교육인터넷방송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교 및 기관의

소식과 정책에 관한 정보를 영상을 통해 신속하게 현장에 제공하고 우수수업을

일반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지역 학생의 수준에 맞는 GEB 수능 특강과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 개발․확보를 통하여 농촌 및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력

신장에 도움을 주었으며, 신기술활용 동영상 콘텐츠 개발과 학교, 기관의 멀티미

디어 콘텐츠 제작을 적극 지원하여 현장지원 역할에 충실하였다. 그리고 EBS 수

능 방송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TV 시청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24시간 방송 시청

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청소년 방송 아카데미 운영으로 학교 방송 지원 및 학

생의 특기 적성 계발 활동에 적극 기여하였다.

■ 유-스타와의 만남

『유-스타와의 만남』은 시대의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학생들의 장래 희망을

구체화하고 꿈을 심어주고자 학생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직종 또는 분야에서 이미



제8절 학생중심 u-러닝 교육도시 건설 프로젝트 _ 503

성공한 스타들을 모시는 『유-스타와의 만남』이라는 코너이다.

국내외 각 분야에서 성공한 유명 대가와 화상 인터뷰 등의 영상 만남 기회 제

공을 통해 미래사회 글로벌 스타로 성장할 수 있도록 u-러닝 교육도시 건설 프로

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스타와의 만남]

(단위 : 명)

연도
대상 2009 2010 계

초․중등

학생

초청스타 3 3 6

장소 정보원/학교 정보원/학교 정보원/학교

참여인원 140 1,800 1,940

방법 화상 화상 화상

2009년부터 시작된 유-스타와의 만남에서는 국내스타 3명의 화상 만남이 이루

어졌다. 축구선수 이운재, 우주인 이소연, 아리랑 방송 앵커 Jeny H. Cho, 2010년

에는 서편제 주인공 오정해와의 화상 만남이 이루어졌다.

성과 및 발전 계획

최근 대학의 자율화 정책과 함께 등장한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은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교과중심 내신성적과 수

능점수 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

과 개성 있는 자질 및 창의성 등을 보다 다양하고 심층적인 방법으로 진단 발굴

해서 대학과 사회가 새로운 방식으로 미래의 인재를 육성한다는 대학입시 정책이

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이 교과 성적 중심의 학력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

한 재능으로도 대학에 진학하거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형

재능 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재능진단 육성 영역에서 교과, 비교과 활동,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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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진단 육성,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대회를 병행하여 추진하는 재능콘테스트,

개개인의 포트폴리오가 가능한 온라인 재능잡지(재능스타) 활성화 등은 입학사정

관제 대비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유-스타와의 만남은 각자의 재능과 관련

한 지도자와의 직․간접적인 만남을 진로교육에 적정 활용할 수 있고, 학생의 다

양한 재능 육성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 수립 기회를 제공하며, 화상(off-line 포함)

을 통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해당 분야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 과정과 방법 등을

들을 수 있어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학생중심 u-러닝 교육도시 건설 프로젝트』, 그 중에서

도 특히 ‘재능진단 육성 사업’은 미래사회의 주역인 학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교육

적 시각과 우리 학교교육 지원체제가 어떻게 구축되고 동시에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가늠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도 교과

수업활동과 비교과 활동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생애 진

로와 연계한 학생중심 교육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 교실수업지원

개       요

교실수업지원 영역에서는 u-러닝 체제를 교실수업 및 교수․학습 방법에 접목

하여 교실수업개선을 꾀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으로 학생들의 학력 신장 및 교

육의 질을 제고하였다. 교실수업 역량을 강화하여 신바람 나는 교단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국어, 수학 등 교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단을 운영하여 교사 맞

춤형 단계별 연수 프로그램을 구안하였다. 또한 현장 중심의 장학위원제와 수석

교사제 운영, u-수업사랑방 운영, 교사 멘토링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u-

러닝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수학습지원센터 기능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교

수․학습자료를 제공하여 교사의 수업역량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원

어민 화상콜센터를 구축하여 우수 원어민 교사 확보, 원격 원어민 교사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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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등을 통한 영어수업방법의 혁신적인 변화로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이고, 학

생들의 영어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원격화상 영어수업을 정규

수업, 방과후 수업, 일대일 회화수업 등의 형태로 실시해 오고 있다.

추 진 실 적

■ 교실수업 역량 강화

재능진단발굴육성을 위해서는 먼저 교사의 교실수업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여 펼쳐왔다. 먼저, 『u-수업사랑방』은 자율연수

활동을 희망하는 교사들이 퇴근 이후 2시간씩 화, 목요일 주 2회씩 선후배 교사

가 한자리에 모여 수업의 기초와 기본이 되는 기술을 중심으로 수업 공개, 모의

수업 연구 등을 통한 수업기술 적용 연수와 회원 상호간의 우수 수업 사례를 중

심으로 토의 및 협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09학년도부터는 수업사랑방은

동․서부교육청 중심으로 운영하고 시교육청에서는 u-러닝 교수․학습 지원을 위

한 교수․학습 방법 연마와 심화과정 운영을 통해 수업 지도 핵심요원 양성을 위

해 u-러닝 수업사랑방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연구 결과물은 광주교육포털사이트

에 탑재하여 좋은 수업 기술 나누어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u-수업사랑방 참여 현황]

(단위 : 명)

연 도
구분 2009 2010 합계

참여인원(명) 107 115 222

그리고 초․ 중등 교사 중 공모를 통해 u-우수 수업자를 선발하여 수업 전문가

의 지도와 수업 연구를 한 후 우수수업 공개 장면을 촬영하여 일반화를 목적으로,

매년 5월부터 11월까지 u-우수 수업 공개와 수업 촬영을 하여 탑재하는 『u-우

수 수업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또한 학생재능육성 교실수업 역량 강화를 위해 2009년부터 u-러닝 관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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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교사를 공모 선정하여 관련 수업연구, 수업자료 개발 등 교실 수업 속에서의

재능진단 육성의 실천 방안을 구안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u-러닝 연

구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u-연구교사에게는 학생재능육성 u-러닝 프로젝트에

대한 연수를 통해 전문요원의 자질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학생재능육성 교실수업

연구 및 자료 개발을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우수 u-연구교사에게는 등

급표창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u-러닝 연구교사제 운영 현황]

(단위 : 명)

연 도
구분

2009 2010 합계

활동인원 60 65 125

아울러, 『u-수업 으뜸교사제』도 운영하고 있는 바, 유․초․중등 교실수업 개

선 우수 교사 중에서 공모하여 심사를 거쳐 선발하고, 선발된 으뜸교사는 수업

공개 및 교실 수업 관련 연구 활동에 참여하고 활동 우수 교사에게는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u-수업 으뜸교사제 운영 현황]

(단위 : 명)

연 도
구분 2009 2010 합계

활동인원 11 12 23

한편 교사들의 자발적 연구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는데, 매년, 교과교육연구회

32팀, 초등교과교육 아카데미 10팀, 자생적연구서클 20팀, 광주교육아카데미 연구

회 20팀, 광주토론․논술아카데미 54팀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교실수업 역

량 강화 시범학교 4교, 선도학교 6교를 지정․운영함으로써 학생재능을 진단 육

성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u-러닝 체제를 교실수업 및 교수․학습방법에 접목하여

교실수업 속에서 학생재능진단 육성의 u-러닝 교육 실현을 통해 교실수업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 제고에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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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교수학습지원센터 활용 강화

교수학습지원센터는 학교의 교수․학습 관련 활동과 학습자원을 총체적으로 지

원하는 인적․물적 조직체제로 광주교육정보원에서 운영 관리하며 본청 각과, 교

육 유관기관, 학교, 연구회 등의 교수․학습 성과물들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하여 온라인상에서 One-Stop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교육 수요

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 현장의 각종 교육자료를 어디

서나 손쉽게 탑재할 수 있는 교육정보 공유체제 KEM 2.1 전용 입력기를 제공하

고, 교수학습자료실에서는 각종 서지형 교육자료를 확보하고 e-Book 제작과 원문

제공 대출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증대하였다.

그리고, 교수학습지원센터 온라인 서비스인 광주교육포털(http://www.gedu.net)

에 탑재된 자료건수는 총 103,807건이며, 교과교육 자료가 57,115건(55.02%)으로

탑재 건 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내 교원들의 광주교육포털

서비스 이용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교육포털서비스 운영 현황]

(단위 : 건)

구분
연도별

교과
교육

교과외
(특별/재량)

유아 특수
장학/
연구

연수
자료

학교
경영

학급
경영

계

2009

전국승인 1,359 888 36 61 476 36 69 417 3,342

지역승인 2,241 506 20 100 168 368 1,119 687 5,209

소계 3,600 1,394 56 161 644 404 1,188 1,104 8,551

2010

전국승인 1,235 588 26 41 376 30 59 357 2,712

지역승인 1,841 306 15 80 138 305 1,000 607 4,292

소계 3,076 894 41 121 514 335 1,059 964 7,004

계

전국승인 51,279 15,400 430 748 4,527 785 10,224 7,064 90,457

지역승인 5,836 1,892 44 192 525 730 2,682 1,449 13,350

계 57,115 17,292 474 940 5,052 1,515 12,906 8,513 10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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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교수학습지원센터 오프라인 서비스인 교수학습자료실은 본청 각과, 지

역교육청, 직속기관에서 개발한 장학, 연구, 연수 등 양질의 교수학습자료를 확보

하고, 자체적으로 교양 및 전문도서, 멀티미디어 자료를 수시 구입하여 별치 기호

별 분류체계에 분류 관리하며 수업 및 교육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 서비스를

추진하였다.

[교수학습자료실 운영 현황]

(단위 : 건)

구분

연도별
교과 교과서

교과

외
교양 연구 연수 장학

학급/

학교

멀티

자료
계

2009 4 645 4 456 35 13 41 41 29 1,268

2010 320 450 6 560 80 157 301 65 76 2,015

계 324 1,095 10 1,016 115 170 342 106 105 3,283

[교수학습도움센터 운영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센터수 운영내용 비고

동부교육청 1
․교수학습자료 제작실

․교수학습자료 복사실

․자료제작실, 기자재 대여
․자료 제작 및 복사
․영상, 녹음, CD-ROM Title서부교육청 1

직속기관
(연수원, 연구원)

2 ․교육연구, 연수자료실 ․교육연구, 연수자료실

학교
초․중․고

전체

․교육정보실
․학습준비물실
․교수학습자료제작실
․학교도서관
․학교홈페이지

․학교홈페이지에통합검색

배너탑재

․On-Line을 통한 교수학습

도움센터 지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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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어민 화상콜센터 운영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원어민 화상콜센터를 전국 최초로 구축하여 우수 원어민

교사 확보, 원격 원어민교사와의 협력 수업 등을 통한 영어 수업방법의 혁신적

변화로 공교육 신뢰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영어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

을 위해 원격화상 영어수업을 정규수업, 방과후 수업, 일대일 회화수업 등의 형태

로 실시해 오고 있다.

원어민 원격화상 영어수업의 성패는 우수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확보에 달

려있다고 보고 미국 와이오밍주정부와 MOU를 체결하여 우수한 전․현직 교사

146명을 원격화상 인터뷰를 통해 채용하여 초․중․고의 정규 영어수업과 일대일

회화수업에 투입해 오고 있다.

또한 우리 시교육청의 원어민 화상콜센터 내에 교육경험이 풍부하고 수업 능력

과 IT 활용 능력이 우수한 원어민 5명을 상주시켜 초․중․고 영어 정규수업,

방과후 수업, 일대일 회화수업, 한국 영어교사 연수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원격 원어민을 활용한 한국교사 주도의 정규수업, 농촌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

로 한 원어민 주도 방과후수업,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활용한 원어민 일대일 회

화수업 실시 등 수요자 맞춤형 수업지원을 해오고 있다. 정규수업에 참여한 학교

는 2009년 40교, 2010년 63교이고, 가정에서 일대일 회화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2009년 1,584명, 2010년 43,500명으로 교사와 학생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참여 기회 확대 차원에서, 원격화상 시스템을 이용하여

미국 전․현직 교사와 1일 300명씩 가정에서 하는 일대일 회화학습(1회 15분)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및 농촌 소규모 학교 재학생들에게 50% 우선 예약권을 부

여하여 소득 수준과 지역적 한계로 인한 영어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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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원격화상콜센터 운영 실적]

(단위 : 명)

구분

연도

정규수업 방과후수업
일대일

회화

Online English
Community 방학중

Cyber

EIC

교사연수

(컨설팅)

학교 교사 학생 학교 교사 학생 UCC 듣기 쓰기

2009

초 25 56 8,968 6 6 54 1,584 136 197 228 19 53

중 4 7 1,373 1 1 16 ․ 8 37 27 2 8

고 5 10 854 ․ ․ ․ ․ 1 37 29 ․ 10

계 34 73 11,195 7 7 70 1,584 145 271 284 21 71

2010

초 43 82 5,631 6 6 54 34,800 135 200 220 20 82

중 10 12 2,618 1 1 16 4,500 20 40 30 5 12

고 10 14 835 ․ ․ ․ 4,500 10 20 30 ․ 14

계 63 108 9,084 7 7 70 43,800 165 260 280 25 108

성과 및 발전 계획

교수 방법 개선을 위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으로 교육이 질이 제고되어 u-교육

도시 건설교실 수업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u-러닝이 접목된 교실수업개선

관련 연수로 u-러닝 교육도시 건설 분위기가 조성되고 많은 홍보가 되었다.

광주교수학습지원센터는 교육연구개발기관, 교육정책집행기관 및 시․도교육연

구기관의 상호 연계․협력 체제 구축과 네트워킹의 효율화를 기하였으며, 교수․

학습 연구와 지원시스템 구축 및 이와 연계한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단위 학교의 교수․학습개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였다.

향후,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자료제작실 장비의 현대화 추진과 수업기술 확산

을 위해 현직연구원제를 활용하여 지역화 자료, 원격교육 프로그램, 동영상자료,

ICT교수․학습자료, 학업성취도 평가문항 등의 개발을 추진하고, 광주교육포털서



제8절 학생중심 u-러닝 교육도시 건설 프로젝트 _ 511

비스를 통해 On-Line상의 교수․학습지원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 조

정을 통해『교수학습지원센터』와『단위학교 교수학습도움센터』운영 지원을 강

화해 나갈 것이다.

2009년 3월 전국 최초로 원어민 화상콜센터를 개소하여 영어교사 주도의 원어

민 원격화상 영어협력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의 다양한 영어 학습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수준별 방과후수업, 일대일 회화수업, 온라인 잉글리시 커뮤니티(온라

인 상의 말하기, 듣기, 쓰기 지도) 운영 등을 통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전국

시도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2009～2010)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2010년 이후에는 원격 원어민과의 일대일 회화수업을 확대․강화하고 영어교사

의 수업 컨설팅을 체계화여 전국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학생을 길러내는 데 최

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3. 학생자율학습지원

개       요

학생자율학습지원 영역에서는 학습지원콜센터를 구축하여 화상학습, SMS, 게

시판 등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나 궁금증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

으며, 광주사이버가정학습 빛고울샘을 운영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신장시켰다.

광주의 차세대 사이버가정학습인 빛고울샘과 연계하여 학습지원콜센터를 운영함

으로써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을 증진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상의 맞춤형 학습

지원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추 진 실 적

■ 학습지원콜센터 운영

학습지원콜센터는 광주광역시교육청 u-러닝 교육도시 건설 프로젝트의 하나로

2009년 9월 운영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연구 및 시범학교 9교를 중심으로 시범․



512 _ 제2장 광주교육의 성과와 전망

운영되었다. 또한 광주광역시 내의 모든 초․중․고등학생이 학습하는 중에 궁금

증이 생겼을 때 언제, 어디서나 현장의 교과전문위원에게 궁금증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면 교과전문위원이 그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학습지원시스템이다. 학생의

학습에 대한 궁금증 해결은 게시판, SMS, 화상 학습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화상 학습은 1:1, 1:소집단, 특강으로 운영하고 있다. 운영 교과

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5개 교과와 중등 교원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

등학교 3학년까지 공통으로 지원하는 도덕, 실과(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한문 7개 교과가 있다. 학습지원콜센터의 최대 장점은 초․중․고등학교 현직 교

사 및 교감으로 구성된 108명의 교과전문위원이 학생의 질문 난이도에 따라 화상,

게시판, SMS 학습 유형을 실시간 및 비실시간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학습지원콜센터 운영 실적]

(단위 : 회)

2009년 2010년

교과전문위원 60명 조직 교과전문위원 108명 조직

학습 지원 유형 질문횟수 답변횟수 비고 학습 지원 유형 질문횟수 답변횟수 비고

1:1 화상학습 102 82 1:1 화상학습 35 24

1:소집단화상학습 75 50 1:소집단화상학습 27 13

화상 특강 49 49 화상 특강 5 5

게시판 학습 4,296 3,857 게시판 학습 2,981 3,035

SMS 학습 1,676 1,249 SMS 학습 1,34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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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9년도에 학습지원콜센터 선도학교를 초 3, 중 2, 고 1교를 대생으로 운

영하고, 시범학교를 초 1, 중 1, 고 1교를 지정․운영함으로써 학습지원콜센터 활

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시범학교 2교와 선도학교 6교를

운영하여 자율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가정학습과의 연계운영, 학습지

원콜센터를 통한 자율적 학습지원을 통하여 학생들이 가졌던 학습에 대한 호기심

을 해결해 줌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흥미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교과별 학습지원콜센터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 바, 교과별 학습지원콜

센터 지원단과 교과전문가, 장학위원 등 108명의 지원단을 구성하여 자율학습을

지원하고 있으며, 3가지 지원유형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화상학습의 경우 개별

지도가 필요한 1대1 화상답변과 1대 소집단 화상답변, 화상특강 형태로 이루어지

는데 총 116회 지원하였다. 게시판학습은 등록된 학생 질문에 답변을 제공하는

형태로 총 2,989회 실시하였으며, SMS 학습은 휴대전화 단문메시지를 통해 지원

하는 학습유형으로 총 1,088회 지원하였다.

■ 광주사이버가정학습2.0 빛고울샘 운영

사이버가정학습은 2004년 2월 17일 사교육비경감대책의 일환으로 e-러닝 활성

화 기본계획에 따라 운영의 지원체제를 구축하였으며, 2004년 9월부터 전국시도

교육청 중 광주, 대구, 경북 등 3개 교육청이 시범교육청으로 지정되어 운영을 시

작하였다. 또한 2009년에는 web2.0 기능을 추가한 차세대 사이버가정학습 시범운

영 교육청으로 전국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2009년빛고울샘이라는 브

랜드로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마치고,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농촌

지역 및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배정 담임형, 학급 담임교사와 교과담임

교사를 중심으로 한 학급교과 담임형, 학생들의 자율적인 이용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을 꾀하는 자율학습 담임형을 운영하여, 언제, 어디서나 사이버학습을 전개할

수 있도록 비담임형인 개방형 사이버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시교육청은 2004년과 2009년 사이버가정학습 시범운영교육청으로 선정되

었으며 2007년 제1회부터 2009년 제3회 전국 교육정보화 연구대회 사이버가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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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연구분과까지 지난 3년간 매년 광주의 사이버가정교사가 전국 1등급을 1～2명

씩 수상하고 있으며, 그 동안 사이버가정학습에 참여한 학생은 연인원 1백만명을

상회하고 있다.

[광주사이버가정학습 2.0 빛고울샘 추진 실적]

(단위 : 명)

구분
연도 사이버가정교사 튜터수 장학위원수 운영학급수 수강학생수

2009 7,632 1,037 30 21,747 578,106

2010 2,576 300 36 8,187 236,760

누계 10,208 1,337 66 29,934 814,866

또한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를 관리․개발해 온 바, 우리 시교육청에서 확보한

사이버가정학습 수준별․맞춤형 자율학습 콘텐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광주사이버가정학습 2.0 빛고울샘 콘텐츠 현황]

(단위 : 건)

연도
구분 2009 2010 누계 비고

콘텐츠 개발 건수 71 60 131

콘텐츠보유누적수 452 512 964 전국공유포함

콘텐츠 종류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각교과초4～고1 교과콘텐츠

(기본, 이해, 심화단계콘텐츠, 핵심콘텐츠등수준별학습콘텐츠)

영문법, 수학의맥, 매직월드, 일본어, 스페인어, 아랍어, 한자, 논술, 캐릭터그리기, 창의성, 종

이접기, 한자, 단소, 리코더, 수채화, 소묘, EBS교육용콘텐츠등512여종콘텐츠확보

그리고, 사이버가정학습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사이버가정학습 시스템 운영․

관리를 해온 바, 우리 시교육청에서 갖추고 있는 시스템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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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9 2010 계

차세대시스템구축 1식 - 1식

진단처방학습시스템 1식 - 1식

화상상담시스템 1식 기능개선 1식

e-평가 시스템 1식 - 1식

학습지원콜센터 1식 기능개선 1식

웹방화벽 구축 1식 - 1식

DB보안 구축 1식 - 1식

SMS 시스템도입 1식 - 1식

[광주사이버가정학습 2.0 빛고울샘 시스템 현황]

(단위 : 식)

성과 및 발전 계획

학습지원콜센터를 통하여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질문에 대한 답변

및 각종 학습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학습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자신에

게 알맞은 속도로 학습하고 평가하는 수준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0

학년도는 시범학교 2교, 선도학교 6교의 운영을 통하여 사이버컨텐츠를 이용한

자율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준별 컨텐츠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2010학

년도는 교과전문위원의 체계적인 구성 및 운영으로 기본 5개 교과 이외에도 도덕,

실과(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한문 7개 교과를 추가하여 운영한 결과 초․

중․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실시간 학습 지원

으로 학업 성취도 향상 및 기초․기본학력 신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즉각

적인 피드백으로 학습의 효과를 증대하고 있으며 학교-가정-지역사회를 연계하는

학습 문화 공동체 구성으로 평생교육 체제를 형성하는 기초를 구축하였다.

향후 홈페이지의 시스템 독립과 함께 특색 있는 화상 학습 운영을 위한 인적

및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홍보를 적극 추진 할 것이며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한

학습지원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재능을 진단하고 육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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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4. 인프라 구축

개       요

u-러닝 프로젝트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물적․인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누구나 관내 학교 및 기관 어디서든지 원하는 교육활동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비쿼터스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고, 유비쿼터스 기술

을 활용하여 교수․학습에 도움이 되는 학교 환경을 시범 조성하여 교사와 학생

의 상호작용 활성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교실 모델을 구안하였다. 또한 학습자 개

개인의 학습역량을 존중하고 극대화하며 실질적인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학습

자 중심의 교수․학습 지원 체제를 구축하였다.

학생재능진단 육성을 위하여 교원과 학부모의 인식 및 마인드를 함양하고 학교

와 가정에서 자녀의 다양한 잠재적 재능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

여 체계적인 교원 및 학부모의 재능육성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요청되었다. 이를

위해 u-러닝 프로젝트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재능진단 육성 전문요원을

양성하여 교원과 학부모의 재능육성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각종 워크숍과 설명회,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프로젝트의 당위성을 인식시키고 현장 실천방안 홍보에

도 주력하였다. 또한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수시로 자문, 모니터링, 평가 등을

통해 환류 체제를 구축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추진 활

성화를 기하였다.

추 진 실 적

■ u-러닝 물적인프라

유비쿼터스 기술로 미래 지향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 무선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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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환경 구축 사업은 4개년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체 모든 학교에

무선인터넷망 환경을 구축해 오고 있다. 제1차년도인 2009년 초 16교, 중 19교, 고

18교, 특수 1교, 3개 기관 등 총 57개 학교(기관)을 대상으로 총 14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무선 인터넷망 환경 구축을 하였다. 학교에는 총 1,200개의 무선전용

AP를 설치하고, 교육정보원에서 학교의 무선 인프라를 통합 관리하는 중앙집중식

구조 방식의 무선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무선 보안 및 효율적인 관리에 역점을

두고 구축하였다. 제2차년도인 2010년은 89개 학교(기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

으며, 보안강화를 통해 사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u-러닝 미래교실 선도학교를 운영해 온 바, 2008년도에 u-Educity 선도학교 3교

(운암초, 운남중, 전남여고)에 전자칠판, 선진화 교탁을 설치하여 미래 학습 환경

대비 기기 활용에 대한 모형 연구를 하였다. 2009년도에는 u-러닝 미래교실 선도

학교 5교(광림초, 목련초, 광주북성중, 광주화정중, 풍암중)에 학교 특성에 맞게 전

자칠판, 무선랜, 선진화 교탁, 전자 교탁, TPC, 물칠판 등을 갖춘 u-러닝 선도학급

(또는 모둠학습실)을 설치하여 u-러닝 교수․학습을 전개하였다. 2010년도에는 5교

(초 2교, 중 2교, 고 1교)에 미래 학습 환경을 갖춘 모둠학습실을 설치하여 u-러닝

교수학습 전개 및 무선 인프라 활용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u-러닝 미래교실 선도학교 운영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지원 내역

학교 학교당 지원 내역 지원총액

2009 5 160,000 800,000

2010 5 40,000 200,000

계 10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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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러닝 교육서비스 환경을 제공해 온 바, ‘학생중심 u-러닝 교육도시 건설 프

로젝트’에서 제공하는 u-러닝 관련 사이트에 교육서비스 이용자(교사, 학생, 학부

모)들이 쉽고 편리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u-러닝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u-러닝 서비스 활용도 향상에 기여하였다. 또한 u-러닝 인프라 고도화

를 통해 핵심 인프라를 이중화하고 노후화된 연계 시스템 교체와 증설로 교수․

학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u-러닝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단위 : 식, 건)

구분
연도 통합포털 교수학습지

원센터 DB 통합 부가
서비스

인프라구
축

장애처리 및
추가개편작업

2009 1식 1식 4식 3식 22식 -

2010 - - - 18식 220건

■ u-러닝 인적 인프라

학생의 재능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u-러닝 프로젝트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추

진을 위하여 u-러닝 프로젝트 지원단을 구성․운영하였다. 지원단으로는 부교육

감을 단장으로 한 추진단,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u-러닝 자문위원, 학교 현

장 교원을 중심으로 운영한 u-러닝 정책연구회 등이 있다. 학생중심 u-러닝 교육

도시 건설 프로젝트 추진단은 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교육전문직, 일반직, 학교

교원 중에서 전문성을 지닌 교사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추진단의 산하에는 자

문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 실무추진팀을 두고 운영하였다. 부교육감을 추진단장

으로, 실무단장은 교육정책과장으로, 기획관리팀장은 교육정책팀장으로 하여, 정

기적인 협의회를 개최하여 u-러닝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방향을

논의하며, 세부 사업 추진 상황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협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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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중심 u-러닝 교육도시 건설 프로젝트 추진단]

추진단장

부교육감

기획조정위원회 자문위원

시교육청 국․과장 자문위원단 위촉
추진부단장

교육국장

실무추진단장기획관리팀 홍보팀

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팀장 홍보기획팀장

사업실무담당자 홍보기획팀, 교육정책팀
교육정보팀, 교육정보원총괄추진팀

교육정보팀장

재능진단육성팀 재능육성
교실수업지원팀

재능육성
자율학습지원팀

재능육성
인프라 구축팀

직업교육팀장 
(교육정보팀장)

(과학영재교육팀장)

초등장학팀장
(교육정보부장)
(중등장학팀장)

교육지원팀장
(중등장학팀장)
(문화예술팀장)

교육정보팀장
(행정정보팀장)

(전산과장)

직 업 교 육 팀 초등장학팀 교육정보원 교육정보팀
행정정보팀

교 육 정 보 팀 교육정보원 중등장학팀 교육정보원

과 학 영 재 팀 국제교육팀 교육정보팀 초등장학팀

교 육 정 보 원 교육정보팀 초등장학팀 중등장학팀

교육과학연구원 중등장학팀 문화예술팀 직업교육팀

재능진단육성센터
u-러닝교육체제 학습지원콜센터 교육정보원 인프라

재능 콘테스트

영재교육 분야 확대 교수․학습역량강화 사이버가정학습 학교 인프라

온라인 재능잡지 원어민화상콜센터 광주교육포털서비스 화상콜센터 구축

유-스타와의 만남 교수학습지원센터 특기적성교육활동지원 재능육성 연수

인터넷 재능 방송 수업동영상 탑재 교수․학습자료실 u-러닝 역량 강화

* 지역교육청에서도 u-러닝 프로젝트 추진단을 조직하여 운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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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구분 2009 2010 계

교사 연구동호회 운영 2팀 2팀 4팀

전문요원 교사 양성 35명 - 35명

교원, 학부모 워크숍 2회, 320명 2회, 1,000명 4회, 1,320명

또한 u-러닝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 바, 광주교육발전자문위원회와 대학,

연구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학교 등에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인사로 구성하였

다. 자문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등으로 운영하였으며, 특히 2009년 3월 심

포지엄과 2009년 11월 성과발표회시 주제 발표 및 지정토론 등으로 u-러닝 프로

젝트의 이론적 기반 조성 및 추진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학생중심 u-러닝 프로젝트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수 위원 직업 협의회 내용

20명
교수(12),관련기관(1),교원(5)

지자체(1), 학부모(1)

2009.6.11

2009.11.25

위촉장 수여

u-러닝 자문․협의

재능육성 역량 강화 차원에서, 학생재능진단 발굴․육성을 위하여 교원, 학부모

의 인식 및 마인드를 함양하고 학교와 가정에서 자녀의 다양한 잠재 재능을 판단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교원 및 학부모의 재능육성 역량강

화 프로그램이 요청되었고 이를 위해 재능진단육성 연구 교사동호회 조직, 재능

진단육성 전문요원 교사 양성, 재능진단육성 교원․학부모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다.

[재능진단육성 역량강화 운영 현황]

(단위 : 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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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추진내용 시사점 모색

국가정책

분석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분석

∘2008교과부 u-교육환경구축 회의자료

∘2009국정과제 :미래교육대비 u-러닝

학습환경 구축

∘소질, 적성, 잠재력 계발 및

진로교육 강조 [끄집어내는 교육]

∘맞춤형 재능교육을 위한

u-러닝 환경 구축

시교육청

시책분석

∘교육감 공약사항 및 광주교육발전계획

∘광주 u-Educity 구축 운영 계획(2008)

∘학생중심 u-러닝 교육도시

건설 프로젝트 추진 의지

∘광주교육 1,2,3차 교단선진화의

발전적 추진

국외사례

수집

∘영국 Oxford 국제칼리지와

MOU체결('08.06.24)

∘영국 Kingswood학습센터 및

미래교실 견학('08.06.25)

∘재능진단육성센터 구축 운영

∘재능수업모형 개발 및

미래교실 구축

국내사례

수집

∘기간 : 2008.7～2008.10(3개월)

∘대상 : 서울, 대전, 경남, 전북 등

∘재능육성 u-러닝인프라구축

∘재능진단육성 방안 모색

광주교육

가족요구

조사

∘교육시책설문:교원,학부모,

교육행정가2,360명('08.7~9)

∘진로교육 설문 : 학생 1,000명('08.11~12)

∘재능육성교육 필요(87.7%)

∘자기정체성 지도 요구(72.1%)

한편 u-러닝 프로젝트의 추진으로 학생의 재능과 소질, 적성을 조기에 발굴 육

성하여 잠재력을 계발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컨설팅-

평가-모니터링-보완-사업추진’의 환류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하였다. u-러닝 프로

젝트 자문위원을 통하여 컨설팅을 실시하고, 성과 분석을 통한 평가, u-러닝 프로

젝트 정책연구회의 모니터링 등을 통해 교원, 학생, 학부모의 인식 변화 정도, 만

족도, 실천력 등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사업을 추진하

였다.

[우수사례 사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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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간 연구내용

전남대학교 2008.9～12
∘학생재능발굴육성 u-러닝프로젝트이론적배경,

재능육성방안

전남대학교 2009.5～12 ∘생애경로탐색내비게이션, 재능육성수업모형 개발

전남대학교 2010.7～12 ∘u-러닝 프로젝트 중간평가 및 현장착근 방안

구분 추진 내용 효과

각계각층의

자문협의회

('08.5～12)

∘u-러닝 프로젝트 자문협의 : 12회, 5,000명

-교원, 교수, 교원단체, 시의원, 교육위원, 학부모, 학생, 언론인, 전문가등

∘광주교육발전자문위원회(교수,언론인,행정가등45명) : 2회

∘재능발굴육성 u-러닝

프로젝트추진

공감대형성

실무협의회

('08.5～12)

∘u-러닝 프로젝트 실무 협의 : 15회

-교육전문직, 사업별 추진 교원위원 등 300명

∘u-러닝 프로젝트 워크숍(교원, 교육전문직) : 3회

∘u-러닝프로젝트세부

사업추진계획협의,

예산 확보

심포지엄

('08.12～'09.3)

∘u-러닝프로젝트사업설명회개최 : 7회, 2,450명

-시의원, 교육위원,언론인, 교장, 교감, 교사, 학부모, 학생, 교원단체,퇴직교원등

∘전국단위 u-러닝프로젝트심포지엄 : '09.3.13, 950명

∘교원및학부모참여를

위한u-러닝프로젝트

마인드확산

각종 위원회

정책 참여

∘광주교육발전자문위원회, u-러닝프로젝트자문위원회,

문화예술교육자문위원회, 실무추진위원회 등 200명

∘u-러닝프로젝트

운영방향설정

성과발표회

(’09.11.25)
∘전국단위 u-러닝프로젝트성과발표회 : 1,200명

∘교원 및 학부모

참여를 위한

u-러닝 프로젝트

성과 및 일반화

자료 홍보

[연구 용역 의뢰]

[학생중심 u-러닝 프로젝트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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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러닝 프로젝트 홍보

마지막으로 u-러닝 프로젝트의 홍보는 u-러닝 프로젝트의 적극적인 추진 및

방향 안내 등을 위하여 프로젝트 설명회, 토론회, 성과발표회 등을 개최하고, 각종

일간지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였다. 또한 우수사례집을 발간하고

홍보 동영상을 개발하여 모든 학교에 보급하여 연수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적극

적이고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홍보 전담팀을 운영하여 프로젝트 홍보, 교육, 홍

보 프로그램 개발을 하였다.

[학생중심 u-러닝 프로젝트 홍보]

재능발굴육성 u-러닝

프로젝트 홍보
재능발굴육성 성과 홍보 책자 발간 및 보급

∘동영상 자료 제작(5건)

∘전국단위 심포지엄(2회)

∘보도자료 및 일간지(150회)

-조선일보(11.25), 광주일보 등

∘TV 및 라디오 방송(16회)

∘홈페이지 구축 홍보

∘워크숍, 연수, 설명회 개최

∘전국단위 성과발표회(1회)

∘교과부 『꿈나래』보도(2회)

∘SBS TV 8시 뉴스 방영

∘MBC TV 9시 뉴스데스크 2회

∘mbn 뉴스(11.6)‘mbn 오늘’

∘시범 선도학교 보고회 14회

∘u-러닝 프로젝트 계획, 성과

자료집 10종

∘우수사례집 도서발간 40종

∘재능포트폴리오 3종 5권 발간

∘브로슈어 7종제작보급 (55,000부)

∘재능계발우수사례집 1,600부

성과 및 발전 계획

학교 및 기관에 무선 인터넷망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새로운 교육환경의 패러

다임을 구축하여 u-러닝 교수․학습 지원체제 확립과 미래교실 수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였으며,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300여개의 전체 학교를 구

축 완료할 계획이다. 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미래학습에 대비한 u-러닝 환경 개선으로

미래교실의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학교 현장에 맞는 전자칠판, 이동형 교탁, 물칠판 등

을 갖춘 u-러닝 선도교실을 구축하여 분필가루가 없는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였다. 또

한 유비쿼터스(Ubiquitous) 시대를 대비하는 e-러닝 교수․학습 방법 및 노트북 및

TPC 활용 수업 등을 시범 적용하여 수업 만족도를 제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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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러닝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을 통해 ‘학생 중심 u-러닝 교육도시 건설

프로젝트’ 효과를 극대화 하였으며 u-러닝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핵심 인프라를

이중화하고 노후화된 연계 시스템의 교체와 증설로 교수․학습 지원을 강화할 계

획이다.

학생의 재능육성 역량강화를 위한 재능진단육성 연구 교사동호회 조직, 재능진

단육성 전문요원 교사 양성, 재능진단육성 교원․학부모 워크숍 개최 등과 같은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재능육성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

도하는 ‘학생 중심 u-러닝 프로젝트’의 현장 교원 및 학부모들의 이해도를 높였고

관내 학교단위의 활발한 추진을 이끌어 냄으로써 1차년도의 성공적인 출발을 견

인하였다. 향후 학생 개개인의 재능을 조기에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

갈 수 있도록 초․ 중․고 학교 급에 걸친 생애진로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으로 확

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