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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월 일 연 혁

1988. 1. 5 광주북성중학교 내 임시 개청

1988. 11. 12 청사 이전(광주직할시 북구 중흥 1동 651-3)

1991. 4. 26 광주직할시동부교육청으로 명칭 변경

1991. 11. 1 광주직할시동부교육청 교육행정자문위원회 구성(7명)

1995. 1. 1 광주광역시동부교육청으로 명칭 변경

2000. 12. 8 현 청사로 이전(광주광역시 북구 중흥2동 367-58)

2004. 9. 1 제8대 안순일 교육장 부임

2005. 4. 14 청사 증축 공사 착공

2005. 12. 2. 청사 증축(4, 5층 준공식)

2006. 12. 19 제9대 이종현 교육장 부임

2009. 3. 1 제10대 이상태 교육장 부임

2010. 9. 1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으로 명칭 변경

제3장 소속기관 운영 현황

제1절 교육지원청

1.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가. 연혁

나. 조직과 기능

1)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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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육전문직 일반직

합계

교육장 장학관 장학사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계

정원 1 3 14 18 1 4 20 16 17 ․ 14 72 90

현원 1 3 14 18 1 4 21 16 13 2 13 70 88

구분

학교급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교원 수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유 42 51 93 65 201 266 1,347 4,086 5,433 87 284 371

초
55

(1)
1

56

(1)

1,455

(24)
18

1,473

(24)

43,433

(581)
622

41,119

(581)

1,964

(33)
24

1,988

(33)

중
22

(1)
11

33

(1)

434

(20)
248

682

(20)

16,138

(603)
9716

25,854

(6,038)

786

(45)
420

1,206

(45)

계
119

(2)
63

182

(2)

1954

(44)
467

2421

(44)

60,918

(1,184)
14,424

72,406

(6,619)

2,837

(78)
728

3,565

(78)

2) 직원 현황

(2010. 4. 1기준)

3) 관내 학교 현황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는 유치원 93원, 초등학교 56교, 중학교 33교로 구성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0. 4. 1기준)

*( )는 국립학교로 본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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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지원과 교원능력지원과 학생․학부모지원과

․교육계획수립, 컨설팅 장학,

교실수업개선,

연구․선도학교 운영 지원,

학교평가협조,

학교특색 브랜드화 운영,

외국어교육지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교육평가 및 학력관리,

독서․논술․부진아․진로교

육정보화 관련, 검․인정도서

및 지역교과서, 과학영재교육,

정보

․학습준비물, 학교생활기록부,

학적, 장학자료개발 보급

․유아교육, 특수교육 전반,

특수교육지원센타 운영

․사립유치원 교원 관리

․교과용 도서 공급

․행정지원업무

․초․중 인사, 근평, 징계,

포상, 성과급, 업무경감 등

․각종강사 질관리(예체능,

심화과정, 각종강사)

․심화과정 개설․운영 및 지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업무 지원

․교과별 연구모임 지원,

학습동아리 지원

․맞춤형 연수 컨설팅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문화예술 교육 지도

․민간참여 관련 컴퓨터 운영

및 활용지도에 관한 사항

․중학교 입학 배정 및

전․편입학 업무 지원

․의무취학 및 통학구역조정

․행정지원업무

․학부모 지원(맞춤형 학부모

교육 등)

․새터민․다문화 가정 교육

지원

․체육교과 및 체육학교 운영

전반 지원

․체육특기자 선발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인성교육

․학생생활지도

․학교 보건 업무

(유․초․중․고교 전체)

․학교 급식 업무

(유․초․중․고교 전체)

․학교교사 내 환경위생

관리업무

․Wee센터 운영을 통한

부적응학생지도

학교운영지원과 평생․사회협력과 학교시설지원과

․인사, 교육 및 상훈

․서무, 문서, 민원, 보안, 관인

관수, 청사․차량

․기록․정보, 행정정보공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및 관리 운영

․학교운영위원회

․평생교육시설, 학원의 설립

및 폐지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설립

및 폐지

․고등학교이하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지도․감독

․도서관 운영지원, 지역주민

평생학습지원

․평생교육시설,

학원(교습소,독서실 포함)의

지도․감독

․학교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

법인의 지도․감독

․무인가 교육기관, 불법과외

단속․지도

․유관기관과의 대외협력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경리, 수납 및 결산

․시설사업계획수립 등

시설기획 업무

․초,중등학교

시설유지보수관리(건축,

토목, 설비, 전기)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업무

․안전점검 및 재난위험시설

관련업무

4) 주요 업무 내용



536 _ 제3장 소속기관 운영 현황

구분
연도 유아및초중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 합계

2007 66,432 342 1,629 68,403

2008 82,269 561 1,089 83,919

2009 126,979 583 1,773 129,335

2010 91,859 270 1,203 93,332

다. 예산과 시설

1)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2) 시설 현황

구분 시설명 실수
면적

(㎡)
구분 시설명 실수

면적

(㎡)

관리실

및

특별실

교육장실 1 194.76

복지시설

구내식당 1 390.6

국 장 실 2 154.28
휴 게 실 2 49.68

과사무실 6 1,447.74

체력단련실 1 129.6
대회의실 1 470.52

협 의 실 2 173.88

기타시설

특수교육센터 1 218.16

안 내 실 1 45.72
Wee센터 1 74.52

인 쇄 실 1 43.47
교육금고 1 24.84

자 료 실 3 291.6
창 고 1 43.2

문 서 고 2 140.4

기타시설 6 2,237.62
숙 직 실 1 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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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요 업무 추진 실적

1) 사랑을 실천하는 인성교육 강화

가) 아름다운 학교 가꾸기

개       요

시각적․청각적․인간적으로 아름다운 학교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학부모․교

직원 모두가 즐거운 학교 풍토를 만들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와 학

교의 특성에 맞는 1교 1전통 학교 가꾸기에 심혈을 기울여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에 기여하였다.

추 진 실 적

■ 시각적․청각적․인간적으로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학습 환경의 쾌적화, 깨끗하고 정리 정돈된 사철 꽃피는 녹색 학교 가꾸기, 음

악이 흐르는 학교, 1인1휴대악기 연주, 판소리 한 대목 부르기, 밝고 맑은 우리 동

요 부르기, 급식실․화장실의 음악 감상실화, 정담이 오가는 학교, 1학생 1장점 키

우는 학급 만들기 등 시각적․청각적․인간적으로 아름다운 학교 환경을 가꾸어

학생들의 감성 계발을 통한 인

성 함양에 노력하였다. 이를 위

해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공모

제 및 대상제를 운영하여 우수

학교를 표창하였고,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워크숍 개최, 아름

다운 학교 만들기 우수사례 장

학자료를 개발․보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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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학교명 지원예산 비고

2007
광주산수초, 광주운암초

광주장원초, 태봉초

60,000

(교당 1,500)
6교

2008

광주문화초, 광림초, 광주효동초,

광주중흥초, 일신초, 각화초, 일곡초, 오정초,

매곡초, 대자초

18,900

(교당 1,890)
10교

2009

광주서석초, 광주장원초, 광주용산초,

문흥초, 문흥중앙초, 일곡초, 서일초,

일동초, 용주초, 광림초

21,000

(교당 2,100)
10교

2010
문흥초(미술실 설치)

* 10교 선정 지원 예정

20,000

21,000

(교당 2100)

10교

지원

예정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지원 실적]

(단위 : 천원)

■ 칭찬 이어가기 활동 전개

학급별로 아름다운 추억 만들기 활동 전개, 나의 꿈과 친구의 장점 찾아 칭찬

하기,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자랑스러운 광주학생』 코너 운영, 이름 많이

부르기, 친구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기, 교지, 학교 신문, 학급 신문을 통한 미담과

실천 사례 홍보하기, 실외 주회를 통해 훈화 및 집단 활동으로 응집력 강화하기

등의 칭찬 이어가기 교육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학생들의 밝고 맑은 심성교육과 긍

정적인 마인드 향상에 노력하였다.

■ 사랑의 교실 3운동 전개

먼저 인사하기, 고루 사랑하기, 서로 칭찬하기 등 사랑의 교실 3운동을 꾸준하

게 실천하도록 하고, 사랑의 대화 시간 운영,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 학생과

부모 간의 『사랑의 편지(E-mail)』 쓰기 전개, 자치 활동을 통한 즐거운 교실 만

들기 실천 등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배려와 존중의 생활

을 습관화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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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교 1특성화 학교 전통 세우기

학교의 특성에 맞는 1교 1특성화 학교 전통 세우기 교육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학교별 교육활동을 특성화하여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교의 전통과 명
예를 빛내도록 하였다. 

성과 및 발전 계획

시각적․청각적․인간적으로 서로 돕고 사랑이 넘치는 교실·학교 환경을 조성

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학교를 가꾸어 학

생들의 인성함양과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아져 공교육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찾아가는 사랑의 가교 운동 전개

개       요

학생 가장과 교육 가족 간의 결연 활동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

함양과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이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학업에 정진하여 밝

고 건전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사랑의 가교 운동을 전개하였다.

추 진 실 적

■ 학생 가장과 교육 가족과의 결연 활동 전개

학교의 소년 · 소녀 학생 가장과 교육청의 전문직, 일반직원들과 1대 1 결연을

맺어 지속적인 대화 활동 전개(전화, E-mail 등), 결연 학생에게 결연금 지원하기,

명절 함께 하기 활동 등 학생 가장 51명, 교육가족 51명이 참여하여 가슴으로 서

로 따뜻함을 전달하는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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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소년․소녀 가장 돕기 실적
학생가장 이외의

극빈(불우)학생

불우시설

돕기실적

소년․소녀

가장 수

교육

가족수

돕 기 금 액 학생

수
돕기금액

시설

수
돕기금액

교육가족 학교자체 합 계

2008 85 84 3,306,000 0 3,306,000 211 13,189,240 45 45,780,740

2009 329 113 3,489,000 2,726,922 6,215,922 260 9,191,000 42 39,416,990

■ 불우한 이웃에게 온정 베풀기 운동 전개

학교 · 학급 내의 어려운 학우 돕기 활동 전개, 불우 시설 기관 돕기 , 1교 1사

회복지시설과의 결연 활동 추진 등 불우 이웃에게 온정 베풀기 운동을 전개함으

로써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느끼는 교육활동이 되도록 하였다.

[사랑의 가교 운동 실적]

(단위 : 원)

성과 및 발전 계획

학생 가장과 교육 가족과의 결연 활동 전개와 불우한 이웃에게 온정 베풀기 운

동을 전개함으로써 학생 가장 및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이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학업에 정진하며 밝고 건전한 삶을 추구할 수 있

을 것이다.

다) 학교 안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개       요

Wee 센터 구축과 활동을 통해 위기학생에 대한 통합적 평가ㆍ상담ㆍ치료ㆍ지원을

제공하였으며, 전문기관과 연계망을 구축하여 학생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 지

원 체계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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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실 적

■ Wee 센터 구축 및 운영

[Wee 센터 운영 실적]

(단위 : 명, 회/명)

구분

연도
상담 집단프로그램 기관연계

교육지원

(교사,학부모)
비고

2007 329 3/72 15/15 4/769

2008 540 2/74 11/11 4/810

2009 1,830 18/708 27/27 3/690

2010 1,614 10/241 13/13 4/457 8월

총계 4,313 33/1.095 66/66 15/2,726

성과 및 발전 계획

Wee센터 운영으로 위기학생의 문제 유형에 맞는 지원활동을 통해 위기 학생이

감소되었으며, 위기상황에 노출된 학생의 치유 및 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학교

복귀를 지원하였다. 지역사회 지원망에 의한 ‘진단-상담-치료’를 통해 문제 예방

ㆍ해결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상담활동 지원으로 학생들의 정상적인 성장발달 지

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2)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

가) 기초․기본 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개       요

기초․기본 학력 책임지도제 운영은 국민 기초 학력 보장 차원에서 모든 학습

의 기초․기본이 되는 읽기, 쓰기, 기초 수학 및 각 학년의 필수 학습요소 지도에

따른 기초․기본 학력을 조기에 정착시켜 교육과정 정상 이수의 기틀을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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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실시하였다. 이는 초․중학생들의 기초 학력에 대한 학업성취 정도를 정확

하게 진단하고 부진학생을 선별하여 지속적인 지도․지원․관리하여 기초․기본

학력을 정착시키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함양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공교육의 역할 정립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

고 실시한 시책이라 할 수 있다.

추 진 실 적

■ 학습부진 학생 제로화 운동 추진

학습부진 학생 제로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지도, 지속

적인 확인 평가를 통한 효율적인 환류가 필요하였다. 이에 3월에 초등학교 1～6

학년 및 중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진단평가 결과

선별된 학생은 3회(6, 9, 11월)의 확인 평가를 실시하여 부진 요인 조기 발견 및

책임지도를 실시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3R(읽기, 쓰기, 기

초수학) 평가를 실시하여 기초 학력 부진 학생을 판별하였으며, 초등학교 4～6학

년 대상으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교과의 부진학생 판별 평가를 실시하여

기본 학력 부진학생을 선별하였다. 이렇게 판별 또는 선별된 학생은 방과후, 방학

중 기초․기본학습 부진학생 특별보충 지도 및 담임, 교과담당교사, 교감 중심의

책임지도제 운영, 부진학생 지도 교수․학습 자료 제작 및 활용 등으로 학습부진

아 제로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 수업전개 5수칙 및 학습 활동 5원칙의 실천

학습 부진 학생 지도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보다 단위 시간 수업의 충실

을 통한 부진 요인 제거 및 부진 요인의 누적을 줄여야 함에 공감하였다. 이를

위해 학습목표, 학습순서와 방법, 학습자료, 핵심판서 내용, 학습내용 정리 및 평

가를 충실하게 실천하는 ‘수업전개 5수칙’ 실천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를 기반으

로 학습활동 5원칙(학습준비물 갖추기, 공부할 문제 알기, 학습방법 익히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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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모둠 활동 적극 참여하기, 학습내용 정리 및 평가하기)을 재구성하여 꾸준히

실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해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교과

중심의 수업사랑방을 실시하여 총80명의 교사를 연수하였으며, 신규교사를 대상

으로 추수연수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교내 장학, 장학위원제 운영 및 연수를 통

해 수업전개 5수칙 및 학습활동 5원칙의 실천으로 교실수업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 학생 맞춤식 교수․학습 전개

학습 부진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개인별 학업성취 기준 도달을 위한 교과 및

학급 담임, 교감의 책임 지도제를 실시하였으며, 학년․교과․단원별 필수학습요

소 활용, 수월성 교육을 위한 단위학교 학습 자료를 개발․활용하였다. 또한

One-Stop 맞춤형 교수․학습 지원 활동과 함께 단위학교별로 교수․학습 도움센

터를 운영하여 학생의 맞춤식 교수․학습을 전개하였다.

■ 교육공감대 형성을 위한 연수 및 홍보 강화

학력 향상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가 연계된 교

육 활동이다. 이에 각 학교별로 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연수회 및 교육

과정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평가담당 교사 연수회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국가수

준학업성취도평가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학교, 교육청 연수를 실시하여 교육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였다.

성과 및 발전 계획

학력 향상을 위한 기초․기본학력 책임 지도제는 학교 교육의 기능 강화 및 위

상 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이에 학습부진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학교를 학력향상중점학교로 선정하고 3명의 학력향상인턴교사를 배치하였으며,

개인별 학력향상 카드를 활용한 담임 및 교과 전담교사, 교감의 책임지도제 실시,

학습부진학생 대상의 자료 및 학습지 작성, 진단 및 확인평가의 충실, 학습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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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을 제거하고 학습부진 누적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실수업개선, 교사의 지도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학습부진 학생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따라서 이러한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

습 부진학생의 지적․정의적 교육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

함은 물론 기초․기본 학력이 완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나) 국어․독서․한자교육의 생활화

개       요

국어․독서․한자교육 생활화의 일환으로 다양한 국어사랑 실천 프로그램 운

영, 국어 관련 교원 연수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창의적인 국어사용 능력 신장에

기여하였고, 학교 도서관 기능 확장 및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독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독서 습관과 심층적인 사고력 신장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초등학교에서

부터 기초 한자교육을 실시하여 상용한자의 어휘력과 한자문화권의 생활 적응력 제고

및 한자가 혼용된 좋은 글 읽기를 통해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함양하도록 하였다.

추 진 실 적

■ 국어사랑 생활화 교육 실시

다양한 국어사랑 실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학교 대상의 우리말 바로 쓰기, 시․

시조 암송 대회 실시, 우리 말 겨루기 대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초등학생 대상으로 경

필쓰기 지도, 낭랑하게 책 읽기, 동화 낭송하기 등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독서지도 교

사 112명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독서 지도 방법 및 초등학생 독서 논술지도 연수 실시

를 실시하였다. 또한 관내 56개 모든 초등학교 전교생이 참여한 학급․학년․학교별

국어사랑 실천대회를 거쳐 동부교육청 주관 국어사랑 실천대회를 실시하여 독후감

(4～6학년), 독후화(1～3학년), 모자독후감, 운문․산문 분야에서 500명의 학생과 학교

문집 및 신문 분야에서 56개의 학교와 학급이 우수한 성적을 거둬 표창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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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을 키우는 독서 생활화 교육 실시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실시한 독서 생활화 교육

을 위해 우선 6개 초등학교 및 2개 중학교의 학교 도서관 리모델링을 실시하였으

며, 학교 표준 운영비의 3%를 도서 구입 예산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고, 각 학교

에 1,000천원의 학교 도서관 장서 질 개선을 위한 장서구입비를 지원하였다. 또한

독서릴레이, 학생 개인별 독서기록장 작성․활용, 홈페이지를 이용한 독서 안내

및 사이버 독후감 쓰기 등의 다양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독서생활

화 실천대회, 독서 논술 경시대회, 독서토론대회, 다독왕 선발, 독서 감상문 쓰기

대회 등의 각종 독서 관련 행사를 충실하게 추진하였다. 아울러 전 학교에서 학

부모 독서회를 조직․운영하였으며, 겨울로 떠나는 학부모 독서문학 기행 및 ‘행

복한 부모가 만드는 행복한 아이’ 등의 학부모 독서 연수를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 상용한자 활용 능력 인증제 실시

초등학교에서부터 기초 한자 교육을 실시하여 상용한자의 어휘력과 사고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한글․한자 혼용하여 일기쓰기, 학교별 적정 시간을 이용한 지

속적인 한자 지도, 사자성어 100단어 익히기(중학생) 등을 실시하였으며, 초등학

교는 『한자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세상 이야기』와 『재미있는 한자 공부』 웹

자료 활용, 중학교는 교수용 독본 및 CD 자료, 『사자성어』 지도 자료 활용을

통해 한자쓰기 교육을 생활화 하였다. 또한 상용 한자쓰기 인증제(초등학교 6학

년)를 통해 60점 이상 통과한 학생에게 한자 활용 능력 인증서를 수여하였다.

성과 및 발전 계획

국어․독서․한자교육 생활화 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적인 국어사용 능력 신장,

학교 도서관의 교수․학습 중심 센터화 및 학생들의 독서습관 형성과 시민이 함

께하는 독서운동 전개로 문화적 감수성 회복의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한자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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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발명품경진대회 과학탐구대회 여름과학교실

초등입상자 중등입상자 초등입상자 중등입상자 초등입상자 중등입상자

2007 64 22 180 200 97 -

2008 65 - 175 - 96 -

2009 66 26 288 145 112 64

2010 65 30 320 - 102 -

한 어휘력과 사고력 향상과 함께 한자문화권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을 높여주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어․독서․한자교육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

여 우리 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해가는 인재를 양성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다) 과학․영재교육의 내실

개       요

사고력, 문제해결력, 종합력 등 고등정신기능을 신장시키고 직접 실험 및 발명,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해주고자 과학 행사를 추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공교육의 일환으로 영재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본 교육

지원청에서도 영재교육원 및 일선학교 영재학급 운영을 통해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 창의적 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적절한 지원을 해줌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추 진 실 적

■ 과학교육의 내실화 추진 현황

[과학교육 내실화 추진]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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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재교육기관 설치․운영

동부교육지원청 산하 영재학급과 초등 영재교육원을 운영하여 과학․수학 영재

를 발굴하여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발명영재반을 운영하여 창의적 인재 교

육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영재교육기관 설치 운영]

(단위 : 명, 천원)

구분

연도

영재학급(수학․과학) 발명영재

동부초등 동부중등 동부초등 동부중등

학생수 예산액 학생수 예산액 학생수 예산액 학생수 예산액

2007 160 29,458 80 26,240 35 29,458 30 29,458

2008 160 61,200 40 22,943 40 33,413 31 33,413

2009 300 122,250 180 146,710 40 34,028 31 34,028

2010 300 192,040 240 192,830 40 54,000 30 34,028

누계 920 404,948 540 388,723 80 88,028 122 130,927

성과 및 발전 계획

학교,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직접 실험하고 체험하는 과학 행사를

운영함으로써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증대시키고 진로에 도움을 주는 과학

활동 내실화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고자 하였다.

2003년부터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을 운영하기 위해, 영재교육담당 교원들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자발적인 영재교육 교사

연구회를 지원하여 영재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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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정부가 명명한 ‘영재교육의 발전기’인 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2008-2012)에 의거해 영재교육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영재교육의 질 제고를 강조

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에서 소외되기 쉬운 집단의 학생들

에 대한 영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영재교육기관의 프로

그램 운영평가와 컨설팅을 강화하여 영재교육의 내실을 기하게 될 것이다.

3) 꿈을 이루는 평생학습 능력 신장

가) 좋은 학부모 교실 운영

개       요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자녀교육 지도법 등 자녀를 교육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고 자아실현 및 가정교육 등 평생교육 강화

차원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또한 학령기별 자녀교육 방법 및 역

할기능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지역사회와 학교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다.

추 진 실 적

■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가 원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각급 학교에서 희망서를 신청하는 등 자

발적 참여를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부모역할, 학습도와주기, 성교육, TA,

독서지도, 예절지도 프로그램을 상반기에는 두암초, 문흥초, 광림초, 살레시오여중,

전대사대부중에서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동림초, 일신초, 매곡초 일동초, 문산중

에서 운영하였다. 또한 가정학습 지도 방법, 클린 자녀교육,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 진로지도, MBTI와 에니어그램을 통한 성격유형별 자녀이해 프로그

램은 광주서산초, 삼각초, 광림초, 광주중앙중, 광주신광중, 실레시오중에서 운영하

여 학부모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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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부모교육과정 개설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부모역할교육, 대화법, 진로지도, 학습도와

주기, 예절지도, 성교육, 경제교육, 독서지도, TA과정, 클린자녀교육, MBTI와 에

니어그램을 통한 성격유형별 자녀이해, 오카리나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

발·보급하여 학교별로 실시하였다. 부모역할교육을 통해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를

지향하는 작금의 시대에 자녀의 특성을 바로 파악하여 자녀의 특성을 알고 장점

을 살려 도와줌으로써 자녀들이 행복해 지는 방법들을 모색해 볼 수 있었으며,

진로지도를 통해 진로는 선택이 아닌 개발이라는 생각의 전환과 진로 개발과 함

께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가를 자각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부모교육과정을 통해서 자녀를 교육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자아실현 및 가정교육 등 평생교육을 강화하였다.

■ 특별과정 운영으로 부모교육 활성화

정규 학부모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학부모를 위하여 관내 초ㆍ중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특강을 통해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학부모교육을 활

성화 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한 특별과정을 개설하여 소외

되기 쉬운 대상에게 교수학습법을 달리하여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성과 및 발전 계획

16개 학교가 참여하여 12개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과거 특강위주의 교육에서 벗

어나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부모교육에 있어 적극적 참여를 이끌

어냈다.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부모의 자녀교

육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와 학부모간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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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한 유치원 부모교육

개       요

학부모들에게 올바른 유아교육 인식과 다양한 교육정보를 제공하여 바람직한

자녀교육의 새 장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좋은 학부모교실을 통하여

광주교육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교육기관의 신뢰감을 높이고자 하였다.

추 진 실 적

■ 좋은 학부모 교실 지속적 운영

동부 관내 유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좋은 학부모교실 운영에 대한 사전 설문

조사 결과 88.4%의 학부모가 상부기관에서의 학부모 집합교육을 통하여 부모와

유치원간의 관계 정립과 역할 수행 등의 다양한 연수기회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

타나 이를 동부유아교육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학부모가 원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을 수립 운영하였다.

또한 유아교육 프로그램 홍보 부족에 따른 학부모의 과열된 학원교육의 의지를

다양한 홍보로 바람직한 유아교육계도에 노력하였다.

2009년 상반기에는 1차(2009. 5. 13.) 실시한 부모교육은 『행복한 부모의 행복

한 자녀 만들기』, 2차(2009.11.19 )는 『당신은 자녀의 영원한 좋은 서포터인

가?』의 주제로 실시하였다. 하반기에는 각종 가정 통신문과 소책자를 제작하고

학부모에게 배부하여 유아교육을 계도하였으며 동부유아교육 카페 『부모와 도란

도란』 코너 운영으로 각종 유아교육 정보를 제공하였다.

특히 다양한 학부모 동아리 취미교실 운영으로 권역별로 10개팀을 운영․지원

하였다. 동아리팀은 정덕유치원의 리본공예, 빛고을유치원의 오카리나 교실 운영,

인양유치원의 북카페 운영, 한마음유치원의 비누공예, 양지유치원의 텃밭사랑회,

문흥현대유치원의 푸드아트, 장백유치원의 다문화 가정지원, 두암타운유치원의 사

물놀이팀, 연제유치원의 손인형극회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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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동부중등

학교수 예산액

2009 2 4,000

2010 2 4,000

누계 4 8,000

성과 및 발전 계획

좋은 학부모 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권역별 학부모 동아리 취미교실 운영

으로 학부모들에게 유아교육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하도록 하였으며, 향후에도

더욱 체계적으로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유치원 부모교육을 지속해 갈 것이다.

다) 환경교육의 강화

개       요

환경교육을 통하여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토록 하며,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의 기회를 갖게 하고 교내 체험학습 환경조성을 적극 지원하여 친

환경적인 삶을 영위하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추 진 실 적

■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우수학교 운영

동부교육지원청 산하 공 · 사립 중학교 중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우수학교를

선정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교와 학생이 직접 체험활동을 계획하고 실

천한 학교환경 활동이 시민의 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환경보전활동을 일상

생활화 하는 교육효과가 크게 작용하였다.

[체험환경교육 우수학교]

(단위 : 교,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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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및 발전 계획

2008년부터 실시한 환경체험학습 프로그램 우수학교 운영을 통해 학교를 아름

답게 가꿔 학생들의 정서 순화에 기여하였으며, 고유의 독특한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학교를 만들었다. 자연친화적인 공간에서 무공해 친환경 농작물을 재배함으

로써 노동과 경작의 직접 경험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수확의 즐거움을 갖게 하

였으며, 학부모의 학교 텃밭 참여로 지역주민의 환경생태의식을 고양시켰다. 또한

학부모․학생 공동 무등산 보존 활동을 통해 무등산 환경보존 의식을 고양하고

지역주민에게 이 운동을 확산시켰다.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자연환경보존의 필요성과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여 학교환경보존 활동이 실생활과 연계되어 실

천의지가 더욱 확산되도록 지원할 것이다.

라) u-러닝 지원 체제 구축 운영

개       요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역량을 존중하고 극대화하며 실질적인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교수․ 학습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

용하여 교수․학습에 도움이 되는 학교환경을 조성하며, 사이버 가정학습 시스템

을 활용한 개별학습, 수준별 학습지원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선택적 맞춤형 학습

을 구현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의 구현과 공교육의 내실화를 꾀할 수 있다.

추 진 실 적

■ u-러닝 미래교실 구축 운영

미래교실 선도학교로 광림초를 지정하고, u-러닝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효과적

인 미래교실 모델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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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광주사이버가정학습 운영

맞춤형 사이버 강좌로 학급 배정형과 자율형으로 231명의 교사가 운영하였으며,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이버가정교사 연수 및 사이버가정학습 대면교

육을 실시하여 학습참여도와 학습효과를 높였다.

■ 사이버가정학습 홍보

사이버가정학습 우수사례집 발간,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 활용 수업 공개, 보도

자료, 학교방문, 교통기관 이용, 찾아가는 사이버가정학습 홍보 등으로 사이버가정

학습에 대한 인지도를 높였으며, 특히 신종플루로 인한 휴업 중에는 사이버가정

학습의 효과를 높였다.

■ 원어민 원격화상콜센터

원어민 화상콜센터 시범학교 1교(오정초), 원어민화상콜 선도학교 3교(광주양산

초 동림초, 일동초), 원어민화상콜 선도학급 3교(각화초, 광주서석초, 서일초)를 지

정하여 원어민과의 대화를 통해 의사소통력을 높였으며, 연구결과 공개로 일반화

에 기여하였다. 또한 화상콜 센터 운영에 따른 학습지원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

여 학습 환경을 적합하게 구축하였다.

■ 방과 후 학습지원콜센터 운영

언제 · 어디서 · 누구나 쉽게 학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지원 시

스템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자율학습을 지원하였다.

■ 교육정보화 연구학교 운영

디지털교과서활용 실험학교 3교(연제초, 태봉초, 일곡초)를 운영하고 영재교육,

인터넷방송, 온라인잡지를 활용한 재능육성방안으로 디지털교과서 적용을 통한

현장 적응성 및 효과성을 연구함으로써 교육정보 활용 면에서 혁신을 이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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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및 발전 계획

미래학습에 대비한 u-러닝 환경 개선으로 유비쿼터스 시대 광주교육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였으며, u-러닝 역량강화를 통한 ICT 활용 수업 방법 혁신과 새

로운 학습경험 및 기회 제공으로 창의성과 고등사고력 신장은 물론 차세대 광주

사이버가정학습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학력 향상 및 교육 수요자 만족을 높였고

농촌, 저소득층 학생의 참여 기회 확대로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로 교육

복지를 실현해 갈 것이다.

4) 더불어 배우는 교육복지 증진

가) 학생 기초체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개       요

체육활동의 생활화로 건강을 추구하며 학생 자율체육활동을 통하여 소질과 적

성에 맞는 1인 1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평생체육활동의 기반을 구축하고 집단 활동에 대한 참여와 공동체 의식

을 함양하여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추 진 실 적

■ 새천년 건강체조 생활화

체육시간, 중간체조 등 자율시간을 활용하여 학교에서 자유롭게 새천년 건강

체조를 지도하였고 교육감배 학교 스포츠클럽대회에서 새천년 건강 체조 대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높였으며, 새천년 건강 체조를 생활화 하였다.

■ 중간체육활동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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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사정이나 시간 관계상 요일별, 학년별로 운동장을 이용하여 중간체육

활동을 하도록 권장하였으며, 실내체조를 개발하여 CD를 제작하여 보급하였다.

또한 학교별로 체조 이외의 활동 등 창의성 있는 방안도 강구하여 추진할 수 있

도록 하여 다양하고 재미있는 중간체육 시간이 되도록 하였다.

■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 활용

학생의 체력증진 프로그램으로 기초체력향상을 위한 실천 일기쓰기를 연중 실

시하여 수행평가 태도 항목에 반영하였고 걷기운동 추진, 등․하교 시 걷기 및

뛰기 운동 전개, 자전거타기 운동, 승용차타고 등․하교하지 않기 운동을 전개하

여 학생들의 실질적인 기초체력향상에 노력하였다.

성과 및 발전 계획

2009년도부터는 학생건강체력평가 측정 장비 확충 사업을 진행하여 관내 초등

학교 (89교)에 1교당 5,000천원을 배부하여 장비를 마련함으로써 운동기능 위주의

과거 학생들의 신체능력 검사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체력저하․비만문제를 조기

진단하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활용하였다. 2010년도에는 관내 중학교

(33교)에 예산을 확보하여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기초체력향상 증진을 통하여 학생들의 체력증진은 물론 더 나아가 대외적으로 자

신들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나) 파랑새 희망교실 운영

개       요

비만, 아토피(피부질환), 난치병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희망과 용기를 북돋

아 줌으로써 자신감을 갖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파랑

새 희망교실을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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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실 적

■ 비만 어린이 체중감량 프로그램 운영

보건교사가 배치된 초등학교 51개교를 대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영양교육 및

음식섭취 상담, 줄넘기 운동 등을 실시하는 학교별 자체 프로그램을 2008년도부

터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비만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강인한 체력과 끈기를 키

워 주기 위해 2008년과 2009년에 전남 장성 스카이청소년수련원에서 초등학생 80

명을 대상으로 12,260천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해병대 병영체험, 정신교육, 각종 체

험을 하는 도전과 극복의 파랑새 희망교실 건강캠프를 운영하였다.

■ 아토피(피부질환) 완화교실 운영

대한아토피 피부염학회와 함께 아토피 피부염, 천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초

등학생과 학부모 80명을 대상으로 3,750천원 예산을 지원하여 2008년과 2009년에

전남 화순 도곡스파랜드에서 아토피 피부염, 천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토피 천

식 관련 체험, 알레르기 검사 등 아토피 피부염 완화교실을 운영하였다. 동구보건

소, 북구보건소와 연계하여 광주학운초등학교, 광주지산초등학교북분교를 2009년

아토피 안심학교로 지정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토피 천식 예방관

리 교육, 아토피 천식 관련 홍보물 제작 배부 및 고위험 학생 관리, 응급 KIT를

지원하는 아토피 안심학교를 운영하였으며, 2008년과 2009년에 지산초등학교북분

교 78여명의 학생에게 7,560천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산물 간식비를 제

공하였다.

■ 희귀 난치성질환 학생 돕기

지난(2009년 또는 2010년 명기 필요) 4월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을 체

결하고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 관공서, 단체 및 개인 등을 대상으로 희귀 난치

성질환 학생 돕기 성금 모금운동 및 사랑의 동전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총 96,000

천원의 성금을 모금하였고, 모금한 성금은 15개교 20명의 희귀 난치성질환 학생

들에게 12월 초에 지원하고, 동구보건소와 북구보건소에서 추진하는 희귀 난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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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을 각 급 학교에 통보하여 적극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하여 추진하였다.

성과 및 발전 계획

서구화된 식습관과 활동량의 감소로 인해 학생들의 비만이 증가하고 비만으로

인한 각종 만성질환의 발병 뿐만 아니라 후유증으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

어 학생들에게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 방법을 교육하여 비만도를 개선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비만 어린이 체중감량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 천식 질환 학생의 적정진료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성 질

환 저감을 위한 유해환경 및 유해식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

동하는 아토피 피부염 완화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동구보건소 및 북구보건

소와 협의하여 아토피 안심학교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백혈병 등 희귀

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에게 치료비 및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이유로

생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희귀 난치성질환 학생 돕기 사업을 추

진하여 투병중인 학생들에게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제공하

며,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체험의 장을 마련하여 희귀 난치성질환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난치병 학생 돕기 운동을 지속적으

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개       요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장애학생, 장애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요구가 점차 확대․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특수교육 수요자의 다양

한 교육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으로 언제 어디서

나 특수교육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여 특수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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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유급 공익 계

2007 27교, 27명 19교, 21명 32교, 48명

2008 27교, 27명 19교, 19명 46교, 46명

2009 29교, 29명 23교, 23명 52교, 52명

2010 33교, 34명 26교, 26명 59교, 60명

계 116교, 117명 87교, 89명 203교, 206명

추 진 실 적

■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또는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일지라도 특수교육대상자가 배

치된 일반학교에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신변처리 및 문

제행동 관리, 학습보조 등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지

원하였다.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현황]

(단위 : 교, 명)

■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의 실질적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유아특수교육기관 외 일

반유치원에 취원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만 3～5세 장애유아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되, 동연령 기간에 무상교육 지원 실적이 없는 만6세 장애

유아의 경우 1년에 한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장애유아무상교육비 지원 실적]

(단위 : 원, 명)

연도
구분 2007 2008 2009 2010 계

지원수

(공립․사립)

19개원

34명

16개원

29명

22개원

31명

22개원

30명

79개원

1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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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남 여 계

2007 156 63 219

2008 116 83 199

2009 115 56 171

2010 80 54 134

계 467 256 723

구분
연도

멘토링 운영학교 멘티수 멘토수

2007 유치원 : 2개원, 초등학교 : 12개교 57명 44명

2008 유치원 : 1개원, 초등학교 : 9개교 57명 53명

2009 초등학교 : 7개교 40명 42명

2010 유치원 : 2개원, 초등학교 : 6개교 27명 27명

■ 특수교육대상자 심사

특수교육대상자의 각급 학교 취학을 위한 선정과 학교의 배치 및 그에 필요한

사항과 절차 등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제14조～제17

조를 근거로 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보장과 통합교육을 확대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 심사 실적]

(단위 : 명)

■ 특수멘토링 운영

특수교육대상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제를 운영함으로써 특수

교육․치료교육 및 상담으로 생활 및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부여해주고,

특수아동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의 활성화로 학생의 보육, 소질․적성 및 특기

신장 등 에듀케어를 실현하고 있다.

[특수 멘토링 운영 실적]

(단위 : 교,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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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특수방과후특기적성교육활동

운영학교수
학생수 지원비

2007 30교 118명 102,960

2008 35교 134명 91,492

2009 39교 171명 103,184

2010 39교 174명 132,704

■ 특수 방과후 특기 적성 교육활동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소질․적성 계발, 취미․특기신장교육의 기회제공, 방과후

과외활동의 교내 흡수를 통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특수학교 초등부와

특수학급 설치 초등학교에 방과후 특기․적성교육비를 지원하였다.

[특수 방과후 특기 적성 교육활동 지원 실적]

(단위 : 교, 명, 천원)

■ 특수교통비 지원

원거리 통학 또는 도움을 받아 통학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

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 기회 제공 및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자 노력

하였다.

[특수 교통비 지원 실적]

(단위 : 교, 명, 천원)

구분
연도

특수교통비지원 학교수 학생수 학부모수 지원비

2007 16교 25명 25명 11,259

2008 38교 60명 49명 22,281

2009 33교 71명 63명 35,917

2010 37교 105명 77명 76,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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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및 발전 계획

특수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보조원 지

원,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특수멘토링 운영, 특수 방과후 특기적성교육활동 및 교통비 지원 등으로 특

수교육에 대한 다양한 지원확대로 특수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되었다. 향후

에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 등을 통해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5)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

가) 청렴교육 및 홍보 강화

개       요

맞춤형 반부패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생활 속에서 청정한 직장문화

가 자리 잡도록 하였으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하여 신

뢰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추 진 실 적

■ 청렴교육 및 홍보 강화

매월 1회 이상 다양한 주제의 청렴 동영상을 상영, 기관장(교육장) 훈시를 통하

여 직원 청렴교육 실시 및 청렴의식 강화를 확보하여 청정한 공직분위기를 조성

하였으며, 각급 학교(초․중)에서 교직원과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일선 현장에서 청렴한 공직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특히, 학생 청렴교육은 학교급별, 학년별 학생들의 눈높이

에 맞는 청렴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1회 30분 이상 실시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켰으며, 이러한 교육실적을 각급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대외적

홍보를 강화하였다.



562 _ 제3장 소속기관 운영 현황

성과 및 발전 계획

청렴교육의 지속적 추진 및 홍보 강화는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 및 생활 속의

청렴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으며, 보다 다양한 청렴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청

렴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홍보 매체를 다양화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다.

나) 고마우신 선생님제 운영

개       요

교육현장에서 꿋꿋하게 책임을 다하고 있는 참다운 교육자를 발굴․홍보함으로

써 교육자의 사기진작을을 도모하기 위해 동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고마우신

선생님제』배너를 설치․운영하였다.

추 진 실 적

동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고마우신 선생님』게시판을 마련하여 학생이나 학

부모가 교육활동의 감동 사례를 탑재하도록 하여 일반화 가치가 있는 내용이 탑

재된 교사를 대상으로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해 왔다.

2009년도에는 고마우신 선생님제 게시판에 탑재된 교사가 73명이며, 그중 2회

이상 글이 탑재된 교사(23명)를 중심으로 감사의 편지와 상품을 전달하고 격려하

였다.

성과 및 발전 계획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상록수 선생님을 발굴하여, 사회 전반에

스승 존경 분위기를 조성하고, 참다운 교육자를 널리 홍보․감사의 뜻을 전달함

으로써 스승 존중 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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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un 조직 경영 프로젝트 추진

개       요

창의적이며 역동적인 조직문화의 발전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직원 스스

로 변화할 수 있는 역량 강화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직문화 풍토를 형성시키

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에 구성원 1인 1동호회 가입을 위한 직장 내 동호회

를 조직 운영해 오고 있으며, 월례조회 시 간부와의 특별한 만남 및 직원의 발표

를 통한 상호 소통의 장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

추 진 실 적

■ Fun 조직 경영 프로젝트 추진

동부교육청 직장동호회 7개 팀(1직원 1동호회 가입)을 운영하였는데, 동부교육

청 배드민턴 동호회, 동부 산오름(등산), 동부교육청 큐사랑(당구), 신나는 인생(밴

드), 산사랑(등산 및 자연보호), 초우회(생태체험), 핑퐁(탁구)등 직원들의 희망에

따라 조직하였고, 홈페이지에 직장동호회란을 신설하여 활동상황 등을 게시하고

있다.

간부와 직원간 특별한 만남을 실시하는데 방법은 월례조회 시 추첨을 통하여

뽑힌 간부 1명과 직원 3명이 미팅을 통한 소통의 장 마련(2009년 7회 126명 참여)

으로 직장 분위기를 쇄신하였다. 또한 『우리들의 행복한 열린 발표회』를 실시

하였는데, 직원간의 업무 공유 및 자신을 알리는 과정에서 직급간, 부서간 벽을

없애고 자유롭게 이야기함으로써 행복한 변화를 이끌어 조직의 건전한 변화를 유

도하고 있다.

성과 및 발전 계획

Fun 조직 경영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신명나게 일하는 직장, 계속 근무하고

싶은 직장이라는 인식을 심었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며 항상 발전하는 조직문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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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에 크게 기여하였다. 앞으로 즐거운 직장을 넘어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는 훌

륭한 일터 만들기에 주력할 것이다.

6) 동부교육 역점시책 추진

가) 생활영어교육의 강화

개       요

영어활용 능력이 개인과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국제화, 다양화

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의 필요성과, 세계어로

서의 영어(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필요

성을 바탕으로 외국어의사 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학습의 기

회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서로 다른 생활 환경과 문화적 이해를 위하여 교류 체

험학습을 강화하고, 특색있는 영어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재정적

인 지원을 확대해 가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영어사용능력 제고를 위해 영어친화

적 교육환경구축을 위해 영어전용교실과 영어체험교실을 설치 운영하고, 원어민

원격화상수업, 다양한 영어교육활동 및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추 진 실 적

■ 영어전용(체험)교실 구축

[영어전용(체험)교실 현황]

(단위 : 교, 천원)

연도
내용 2008 2009 2010

지원학교
총 32교

(초3, 중29)

총 23교

(초22, 중1)

총 29교

(초28, 중1)

지원액 2,436,000 495,000 6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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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캠프 추진

[영어캠프 지원]

(단위 : 교, 천원)

연도
내용 2007 2008 2009 2010

지원학교 17교 8교 29교 54교

지원액 234,620 90,020 204,307 79,614

성과 및 발전 계획

학생들의 영어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해 영어전용교실 및 영어체험교실을 구축

활용하고, 원어민 원격화상수업, 다양한 영어교육활동 및 영어캠프를 운영하여 학

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을 신장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원어민(native speaker)

과의 의사소통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자신감을 갖고 능동적으로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외국어 교육강화를 위

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교육수요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영

어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하여 사

교육비 절감에 기여할 것이다.

 나) 문화예술교육활성화 
개       요

다양한 문화예술적 경험을 통해 아름다운 정서와 창의성을 지닌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고자 문화예술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학생종합예술제
와 1인 1휴대악기 보급, 학교 관악부 지원, 문화예술교실 특성화 학교 및 판소리 
순회강사 지원 사업 등을 전개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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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실 적

■ 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예술교육 지원 실적]

(단위 : 교, 부서, 회, 명)

연도
구분

2007 2008 2009 2010

문화예술특성화 학교
초 3교 2교 2교 2교

중 - 1교 1교 2교

1인 1휴대악기 보급
초 56교 56교 56교 56교

중 32교 32교 33교 33교

판소리 순회강사 지원
초 56교 56교 56교 56교, 5명

중 32교, 2명 32교, 2명 33교, 33명 33교, 3명

문화예술특성화부서 지원
초 3교 54교 54교 20교

중 32교, 55부서 - 17교, 17부서 14교, 18부서

학교 관악부 지원
초 2교 2교 2교 3교

중 3교 3교 3교 4교

학생종합예술제 개최 운영 제21회 제22회 교내대회운영 제24회

성과 및 발전 계획

지역 및 학교 실정에 맞는 문화예술교육으로 문화예술 인적 자원 조기 발굴 육

성 및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교육의 지원활동으로 다원화된 사회에서 아름다운 정

서를 지닌 질 높은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예술적 심미안을 배양하고, 문화예술교

육 활동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하여 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밝고 맑은 심성을 지닌 자랑스러운 광주학생 문화

풍토를 형성하였다. 향후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필요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행․재

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생 개개인의 재능을 조기에 발굴 육성함으로

써 개인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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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가. 연혁

연 월 일 연 혁

1988. 1. 1 광주직할시서부교육구청 개청

1988. 1. 4 초대 김흥남 교육구청장 취임

1991. 3. 26 광주직할시서부교육청으로 명칭 변경

1991. 8. 16 직제 개편 ( 2과 10계 → 2국 6과 16계 )

1995. 1. 21 광주광역시서부교육청으로 명칭 변경

2002. 7. 1 직제 개편 (시설과 → 학교지원과로 개편)

2003. 10. 24 광주광역시서부교육청 신축 이전 (광산구 송정동 → 서구 치평동)

2004. 9. 1 제 7대 윤영월 교육장 부임

2006. 12. 20 제 8대 장관수 교육장 부임

2008. 9. 1 제 9대 양세열 교육장 부임

2010. 3. 1 제 10대 이기우 교육장 부임

2010. 9. 1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으로 명칭 변경

나. 조직과 기능

1)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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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원 현황

(2010. 4. 1기준)

구 분

교 육 전 문 직

교원

일 반 직

합계

교육장 장학관 장학사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직
계

정 원 1 3 15 19 7 1 4 20 20 19 0 15 79 105

현 원 1 3 15 19 7 1 4 22 18 14 6 15 80 106

3) 관내학교 현황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는 유치원 146원, 초등학교 89교, 중학교 53교로 구성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0. 4. 1기준)

구분

학교급

학 교 수 학 급 수 학 생 수 교 원 수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유 70 82 152 110 434 544 2,225 9,437 11,662 120 666 786

초 87 2 89 2,501 36 2,537 73,746 1,163 74,911 3,194 40 3,234

중 38
15

(1)

53

(1)
856

322

(10)

1,178

(10)
32,388

12,594

(405)

44,982

(405)
1,482

548

(10)
2,030

계 195 99 294 3,467 792 4,259
108,36

1
23,194

131,55

5
4,796 1,235 6,050

* ( )는 각종학교로 본 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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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지원과 교원능력지원과 학생․학부모지원과

․컨설팅 장학, 교실수업개선,

방과후학교, 독서,

부진아, 진로, 다문화 교육,

학교특색 브랜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교육계획수립, 교과별모임

․학습준비물, 특별활동,

문화예술, 지역교과서,

영어교육

․유아교육, 특수교육 전반,

특수교육지원센타 운영

․교과용 도서

․중학교 입학 배정

․초․중 인사, 근평, 징계,

포상, 성과급, 업무경감 등

․각종강사 질관리(예체능, 심

화과정, 각종강사)

․심화과정 개설․운영

및 지원

․능력개발평가, 맞춤형연수

컨설팅

․과학영재교육, 정보

․학생 진로 지도 및 상담

․사립유치원 교원 관리

․학부모 지원(맞춤형 학부모

교육 등), 학교운영위원회

․체육교과 및 체육학교 운영

전반 지원

․인성교육

․학생생활지도

․학교 보건 업무

(유․초․중․고교 전체)

․학교 급식 업무

(유․초․중․고교 전체)

․Wee센터 운영을 통한

부적응학생

학교운영지원과 평생․사회협력과 학교시설지원과

․인사, 교육 및 상훈

․서무, 문서, 민원, 보안,

관인관수, 청사․차량

․기록․정보, 행정정보공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및 관리 운영

․의무취학 및 통학구역조정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발전기금

․평생교육시설, 학원의

설립 및 폐지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설립

및 폐지

․고등학교이하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지도․감독

․도서관 운영지원, 지역주민

평생학습지원

․평생교육시설, 학원(교습소,

독서실 포함)의 지도․감독

․학교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 법인의 지도․감독

․무인가 교육기관, 불법과외

단속․지도

․유관기관과의 대외협력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의 경리, 수납 및 결산

․시설사업계획수립 등

시설기획 업무

․초,중등학교 시설유지보수관

리(건축, 토목, 설비, 전기)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업무

4) 주요 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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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산과 시설

1)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학교교육 교육행정 합 계

2007 891,333 49,058 940,391

2008 1,062,448 130,180 1,192,628

2009 1,184,080 63,716 1,247,796

2010 1,266,858 71,832 1,338,690

2) 시설 현황

(2010. 4. 1기준)

구 분 시 설 실수
면적
(㎡)

구 분 시 설 실수
면적
(㎡)

관리실

및

특별실

교육장실

국장실

각 과

교육정보화지원단

1

2

6

1

90

116

11,117

1

복지시설

구내식당

체력 단련실

휴게실

1

1

1

116

120

7

특수교육지원센터

다목적실

1

1

88

30

기타시설

자재보관실

CAD실

1

1

65

72

대회의실

소회의실

Wee 센터

상황실

1

1

1

1

293

175

90

72

안내실

숙직실

창고

1

1

1

24

16

29

상담실

과학자료실

행정자료실

교육복지협의실

1

1

1

1

52

72

170

175

기계실

인쇄실

1

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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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요 업무 추진 실적

1)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개       요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는 2007년부터 추진해 온 광주광역시교육청 중점 시책중

하나이다.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각 학교의 지역적 특성과 학교환경에 따라 특성

화된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학교, 청각적으로 아름다운 학교, 인간적으로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어 학생, 학부

모, 교직원 모두가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매년 아름다

운 학교 우수 사례집을 발간․보급하여 지역사회와 학교의 실정에 알맞은 특색있

는 아름다운 학교 전통화를 유인하고 있다.

추 진 실 적

■ 아름다운 학교 추진 내용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학교는 사철 꽃피는 교지 조성, 학교외관 활용, 학생중심

교육환경 및 시설 구축, 푸른 학교숲 가꾸기, 자연친화적인 실내외 환경 구성하기

등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청각적으로 아름다운 학교는 고운 말씨, 정감 있는 말씨

가 흐르는 학교, 1학생 1휴대 악기 익히기, 판소리 한 대목 부르기, 밝고 맑은 우

리 동요 부르기, 급식실의 음악감상실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간적으

로 아름다운 학교는 사랑의 교실 3운동, 사랑이 넘치는 교실 만들기, 친절 3운동,

무지개 가족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사랑의 가교 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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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학교 시범학교 지원

[아름다운 학교 시범학교 지원 실적]

(단위: 교, 천원)

연도

구분
2008 2009 2010

시범학교 초등 3, 중등 2 초등 2, 중등 1 초등 1, 중등 1

지원금 10,800 30,000 16,000

성과 및 발전 계획

아름다운 학교의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불로초의 ‘Three Beautiful School 아름

다운 명품학교 만들기’를 비롯한, 백일초의 ‘꿈, 감동, 믿음을 주는 아름다운 백일

만들기’, 대촌중앙의 ‘꿈과 조상들의 슬기가 담겨있는 정감이 넘치는 학교’ 등 다

양하고 개성있는 주제로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를 추진함으로써 특색있는 학교 전통으로 자리

매김하고, 자연친화적인 실내외 환경과 학생중심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구축하여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었고, 즐거운 음악이 흐르는 학습공간에서 고운

말과 바른 말, 칭찬, 격려가 오가는 청각적으로 아름다운 학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통해 인간미 넘치는 아름다운 학교를 구현하였다. 앞으로 아름

다운 학교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정보를 서로

공유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름다운 학교, 아름다운 교실에서 전인교육의 바탕

으로 아름다운 학생이 미래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 효사랑 실천의 생활화

개       요

효사랑 실천의 생활화는 남구청의 효사랑 브랜드와 연계하여 2005년부터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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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추진해 온 사업이다. 효사랑 실천의 생활화는 학생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

본 생활예절과 효 실천 내용을 가정과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지도하여 때와 장소

에 알맞은 행동 규범을 준수하고 효를 스스로 실천하는 예절바른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학급별로 효사랑 실천 5운동을 전개하며

효사랑 실천 코너를 활용해 실천한 사례를 탑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수사례는

발굴 표창하고 효행의 달, 효행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또한 남구청의 효사

랑 운동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가정, 지자체와 연계한 효 실천 운동을

전개하여 효사랑 실천의 생활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추 진 실 적

■ 효 실천 코너 탑재 사례

[효사랑 실천 추진 실적]

(단위: 건, 명)

연도

구분
2007 2008 2009 2010

실천사례 탑재 건수 31,669 30,611 34,846 14,874

우수사례 표창 수 185명 150명 210명 150명

* 2010년은 상반기 추진 실적임

■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 및 효 관련 자료 개발 보급

남구청에서 개발한 효사랑 생활 인정도서를 초등학교 전학교에서 활용하고, 남

구청의 팸피아 홈페이지(그라지효)를 연계 활용하고 있다.

단위학교에서도 지자체 연계 효생활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바, 불로초는 아름

다운 학교의 아름다운 나눔 실천으로 알뜰장터, 사랑의 동전 모으기, 인근 소화자

매원을 방문하여 장애우들과 함께 산책 및 봉투 만들기를 하였고 전국 어린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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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회에서 받은 상금을 시설에 기부하기도 하였다. 광주대성초등학교는 광주공

원주변 노인돕기운동을 전개하여 효사랑 동전모으기, 연탄배달하여 드리기 등으

로 다양한 실천활동을 하였다. 광주상무초등학교는 상무 로타리클럽과 연계하여

리틀렉트봉사단 프로그램으로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실천하였다.

또한 2009년 3월에는 효사랑 포켓북을 개발하여 서부 관내 전체 초등학생들에

게 보급하여 효 실천을 생활화 하도록 하고 있다.

성과 및 발전 계획

효와 기본예절을 가정과 연계하여 체험위주로 반복․지도함으로써 효의 실천방

법과 예의범절을 체득하게 하였고, 지자체와 연계한 효 실천 운동으로 효 생활

체험이 일상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원만한 사회생

활을 영위하고 민족 고유의 효 사상과 전통예절을 계승하고 발전해 나가도록 프

로그램을 지원하여 효사랑 생활을 촉진해 갈 것이다.

3) 학생 생활지도의 내실

개       요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본생활습관 형성 지도, 학생의

인권․자율․책임을 중시하는 생활지도를 통하여 건전한 학생문화를 정착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며, Wee Class와 Wee Center의 전문상담교사와 상담사의

상담활동을 통해 학교생활에서 흔히 나타나는 고민, 집단 따돌림, 학교 폭력 등을

예방하여 사랑과 질서가 존중되는 학교 문화 풍토를 조성하여 국가와 사회에 기

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인간형을 구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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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교수

지원액

(천원)/월
지원학교명 비고

연도 학기

2007

1 7 44,800/8
광주서광중(2), 광산중, 천곡중, 첨단중, 광주효광중,

봉선중, 동아여중
교과부

특 별

교부금

2 11 3,850/5
광주무진중, 금당중, 영천중, 유덕중, 상일중, 광주중,

광주동명중, 신창중, 금호중, 월봉중, 운리중

추 진 실 적

■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학교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체계적인 안전교

육을 실시하고, 2008년부터 학교마다 학생 스스로가 참여하는 지킴이(급식 안전

지킴이, 교통안전 지킴이, 유해 환경 지킴이, 학교 주변 지킴이, 성 폭력 지킴이)

를 조직․운영하여 학생들 스스로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고 실제 활동을 통

하여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 S - S(Smile-School) 교육 환경 조성

학교 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게 하고 배움

터 지킴이 활동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보장

해 주고 있으며, 특히 2007년부터 시작한 배움터 지킴이 지원 사업은 그 성과가

대단하여 해가 거듭할수록 지원을 요청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어 2010년에는 34

교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그리고 Wee Class와 Wee Center의 전문상담교사 및 상

담사와 연계하여 지도함으로써 one - stop 체제의 서비스를 유지, 위기 유형에

따른 맞춤식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배움터 지킴이 운영 현황]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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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교수

지원액

(천원)/월
지원학교명 비고

연도 학기

2008

1 10 6,300/9
광주서광중, 광주중, 치평중, 금당중, 광산중, 하남중,

월계중, 운남중, 풍암중, 천곡중

시교육청

자체예산

2 6 1,680/4 봉선중, 광주효광중, 금구중, 송광중, 신가중, 월봉중

2009

1 20 12,600/9

광주무진중, 상무중, 광주화정중, 치평중, 송정중,

광산중, 대촌중, 월곡중, 월계중, 광주동명중, 금구중,

전남중, 첨단중, 영천중, 신가중, 봉산중, 신창중,

유덕중, 월봉중, 진남중

2 14 8,820/9

봉선중, 서광중, 광주효광중, 광주중, 주월중, 금당중,

상일중, 금호중, 운남중, 풍암중, 천곡중, 송광중,

운리중, 하남중

2010 1․2 34 20,400/10
신설교 4개교(성덕중, 진남중, 수완중, 산정중)를 제외

한 34개교, 초등 33개교

■ 교사․교육지원청 어깨동무 대안교육 참여

부적응 학생의 학교 적응력을 향상하고 학업 중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입학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생활 적응 교육은 물론 부적응 재학생을 대상으로 ‘금

란교실’의 단기․중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원적교에 학적을 두는 선진형 위탁과

정의 ‘용연학교’가 2009년에 개설되어 학교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 Wee 센터와 Wee Class의 구축․운영

학생들의 진로, 학습, 정서적 문제 등 학생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제반 문제와

관련하여 심리적 갈등이나 고충 등을 해소하여 학교생활 부적응, 학교폭력 등을

예방하여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2005년 9월부터 전문상담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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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제가 실시되어 교육청 내 상담실을 운영하였고, 2009년 Wee 프로젝트 사업

의 일환으로 1월에 서부교육청 내에 Wee 센터를 구축하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

리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6명의 전문 인력이 위기 학생들에게 진단-상담-치료

등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상담 사례의 증가로 11월 광산 Wee 센터

를 증설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9월부터 학교 단위로 학습 부진학생, 대인

관계 미숙 학생, 학교폭력, 미디어 중독, 비행 등으로 인한 학교 부적응 학생, 위

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과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서

부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14개교에 Wee Class 설치․운영하고

있다.

[Wee 센터 운영 실적]

(명, 회/명)

구분
연도 상담 집단프로그램 기관연계

교육지원

(교사,학부모)

2007 401 8 / 50 7 / 7 ․

2008 438 10 / 80 25 / 25 ․

2009
서부 : 4,123 42 / 437 87 / 87 10 / 3,250

광산 : 735 12 / 118 46 / 46 2 / 400

2010
서부 : 1,036 38 / 2,438 15 / 15 286 / 897

광산 : 2,519 24 / 309 27 / 96 3,238

총계 7,998 134 / 3,432 199 / 276 308 / 3,650

성과 및 발전 계획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를 통해 자연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먼저 갖추고 기초 생

활 질서가 유지되어 즐거운 학교생활이 이루어지게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학생들

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즐거운 풍토를 조성하고 있다.

특히,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가정환경의 변화는 학교 교육에 많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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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기본 생활 습관 형성에

관한 문제를 비롯하여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까지

수행하여 전인적 인격체가 되도록 성장 발달을 도와주어야 한다. 따라서 계획 수

립 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개인적, 사회적 필요성까지 고려하여 이에 합당한 계

획을 수립하여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학생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개       요

다양한 과목 개설에 따른 교원 충원과 제반 시설 확충 등으로 인해 교육 여건

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편

성․운영으로 인해 자율권이 확대됨에 따라 학생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교육과

정을 구상하고, 학교 교육의 수업의 질 개선 및 수월성 교육을 추구하고자 기존

학급+1 형태(학급 확대)의 수준별 이동 수업 운영을 하고 있다.

추 진 실 적

학생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해 워크숍을 실시하고,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컨설팅을 하였다. 그리고 교육과정 자율화 조치에 따

른 운영 지침 관련 담당자 회의를 열고, 장학자료 개발 보급에 힘썼다.

특색있는 교육과정 편성․운영학교 지원을 위해 2009학년도에 시교육청 지정 2

개교(광주동명중, 광산중)를 운영하여 컨설팅 2회, 성과평가 1회를 실시하였다.

2007년 100대 교육과정 최우수학교 부총리표창 2개교(염주초, 호남삼육중), 2008년

장관표창 2개교(광주극락초, 광주동명중), 2009년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4개교

(미산초, 광주서초, 전남중, 상일중)가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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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구분
2007 2008 2009 2010

수준별 수업 학급확대

운영 지원

물량 0 6교 19교 36교

예산 0 270 190 1,023

수준별 이동수업 학습보

조인턴교사 채용

물량 0 0 10교 15교

예산 0 0 97 154

수준별수업생각나눔마당

학교운영

물량 1 1 2 ․

예산 5 15 10 ․

수준별 수업 장학자료

개발

물량 ․ 1 1 ․

예산 ․ 5 5 ․

[학생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지원 실적]

(단위 : 회, 교, 천원)

연도

구분
2007 2008 2009 2010

장학협의단 지도
물량 2 2 2 1

예산 1,400 1,400 1,400 700

개정교육과정 적용 연수
물량 2 2 2

예산 200 200 200

특색 있는 교육과정 지원
물량 10교 6교

예산

또한 2008년 6개교, 2009년 19개교, 2010년 36개교에 수준별 수업 학급 확대를

실시한 학교에 대한 강사료를 지원하였다. 총 53개교 중 36개교는 기존학급+1 형

태(학급확대)의 수준별 이동수업을 운영하였고, 30개교는 기존학급 수준별 이동수

업을 하였다. 기존학급+1 형태(학급확대)의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료는 특별 교부

금 154,260천원과 자체예산 869,239천원의 예산으로 운영되었다.

[수준별 이동수업 지원 실적]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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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및 발전 계획

교육과정 자율화가 반영된 2010 학교 교육과정 편성표를 심의․승인의 절차를

거쳐 교육과정 자율화 현장 적용 여부에 대해 수시로 장학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공모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 수준별 이동수업 학급 확대 운영을 위해 장학 활동과 모니터링 및 현장 지

원을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수준별 이동수업 업무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고 수준

별 이동수업 운영에 대한 상시 컨설팅 체제를 구축․운영할 것이다.

5) 과학․영재교육의 내실

개       요

사고력, 문제해결력, 종합력 등 고등정신기능을 신장시키고 직접 실험 및 발명,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과학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공교육의 일환으로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부교육

지원청에서도 영재교육원 및 지역 공동 영재학급 운영을 통해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 창의적 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적절한 지원을 해줌으로써 국가와 사회 발

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서부교육지원청 산하 영재학급, 초등 영재교육원, 꿈나무 영재교실을 운영하여

과학․수학․발명․음악 영재를 발굴하여 적절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창의적 인

재 양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추 진 실 적

■ 영재교육운영의 충실

서부교육지원청 산하 10개교 지역공동 영재학급 (신암초, 광주광천초, 유안초,

신창초, 운천초, 하남초, 봉선중, 광주동명중, 하남중, 첨단중)과 6개교 영재교육원

(광주농성초, 광주제석초, 송정동초, 치평초, 미산초, 하남중앙초)을 운영하여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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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영재학급(수학․과학) 영재교육원

초등 중등
학생수 예산액

학생수 예산액 학생수 예산액

2007 200 73,522 80 24,167 200 73,500

2008 200 100,000 40 24,841 200 82,020

2009 200 16,470 180 140,780 360 164,700

2010 365 285,000 240 18,000 360 246,740

누계 965 474,992 540 207,788 1,120 566,960

ㆍ과학ㆍ발명ㆍ음악 영재를 발굴하고 있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꿈나무 영재교실

(계수초)을 운영하고 있다.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현황]

(단위 : 천원)

■ 별자리 체험교실 운영

광산구에 위치하고 있는 본량학생야영장에서는 서부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

로 천체 관측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고조시키고, 미래 우주과학사회에 기여하는

꿈나무를 육성한다는 취지 아래 2005년부터 월 1～2회 별자리 체험교실을 운영해

오고 있다. 또한 연 1～2회 지도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별자리 체험 연수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호응도가 높아 향후 연수 실시 횟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별자리 체험 교실 참여 현황]

(단위: 명)

연도

구분
2007 2008 2009 2010

참여자수 1,867 1,594 1,63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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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및 발전 계획

학교,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직접 실험하고 체험을 통해 과학 행사

를 운영함으로써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증가시키고 진로에 도움을 주는

과학 활동 내실화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였다. 2003년부터 영재교육원 및 영재

학급을 운영하기 위해, 영재교육담당 교원들을 대상으로 영재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년 2회 영재교육기관 수업장학을 실시하고, 자발적인 영재

교육 교사연구회를 지원하여 영재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는 정부가 명명한 ‘영재교육의 발전기’인 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2008-2012)에 의거해 영재교육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영재교육의 질 제고를 강조

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에서 소외되기 쉬운 집단의 학생들

에 대한 영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영재교육기관의 프로

그램 운영평가와 컨설팅을 강화하여 영재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한다.

6) 창의성 교육의 활성화

개       요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교육 현안은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여 미래에

변화와 희망을 가져다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학교현장에서 교사가 먼저

창의성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신장시키기 위한 의지와 노력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며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지원청의 선두 주자로 창의성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교과교육을 통한 창의성 중심의 내용 구성, 교수ㆍ학습방법, 연수

활동, 장학자료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추어 유의미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추 진 실 적

창의성 교육에 대한 학교 경영자의 인식을 전환시키고, 그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2009년 5월 27일(수) 관내 유․초․중학교장 및 청내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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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리더, 행복한 학교’라는 주제로 서부교육 포럼을 개최하였다.

교육현장에서 학교장이 창의적인 리더로서의 역할 및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창

의적 기법들을 직접 적용해 보게 함으로써 창의성 교육의 필요성을 몸소 느끼고,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 한 걸음 더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서부교

육 포럼을 계기로 학교장의 창의성 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창의적인 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려는 출발점이 되었다.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유․초․중학교 전 교원을 대상으로 하여 학생의 창의성

계발 및 미래사회의 대처능력 함양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창의성 교

육 이해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유치원에서는 전체 143원 200명이 2009년 5월

25일에 광주광역시서부교육청에서 ‘행복한 부모, 창의적인 유아’라는 주제로 연수

를 하였으며, 광주서초병설유치원, 진남유치원, 봉산유치원에서 월 1회 지구별 유

치원 교사 연수를 실시하였다. 초등은 전체 89개교 전교원이 참여하여 2009년 6

월 8, 9, 10, 12, 17일에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에서 ‘창의적인 교사, 신나는 교실’이

라는 주제로 창의성 연수를 실시하였다. 또한 중등은 전체 52개교 전교원이 참여

하여 2009년 6월 15, 16, 18일에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에서 창의성교육 이해를 위

한 연수회를 가졌다. 이 외에도 각 학교에서는 강사를 초청하여 다양한 창의성교

육 이해를 위한 연수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다.

또, 창의성 교육 관련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각종 자료를 탑재․활용하도록 하

고, 수업 속 창의성, 교실 속 창의성 동영상자료 40편을 제작하여 탑재하고, 창의

성 관련 장학자료(초,중등 각 1권)를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초․중등 141개 학교에서도 월 1회 창의성 신장의 날을 운영하며 다양한 창의성

신장 행사를 전개하고, 연 2회 권역별로 창의성 신장의 날 우수 운영 사례를 발

표하였다. 교과에서 학습동기 유발을 통한 학업성취도 및 창의성 계발을 위해 노

력했던 수업적용 사례 소개 및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함으로써 교사들의 큰 공감

과 호응을 얻는 한편 창의성 교육의 일반화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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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의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창의적인 문

제해결력과 사고력 신장이라고 볼 때,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의성

교육의 활성화 노력으로 교원들의 창의성 교육에 대한 교육현장의 공통적인 마인

드가 형성되었다. 연차적으로 각 교과별 창의성 교육 방법에 대한 연수를 확대하

고, 온라인을 통한 창의성 계발 노하우들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교실 수

업 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7) 평생학습 사회 구축의 내실

가) 좋은 학부모교실(학부모아카데미) 운영

개       요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여 자녀교육 지도법 및 자녀를 교육하는데 필

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부모 자기계발, 자아실현 및 가정교육

등 평생교육 강화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령기별 자녀교육 방법 및 역

할기능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지역사회와 학교의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추 진 실 적

학부모 중심학교 계획 수립 후 공모를 통하여 09년에는 지구별 중심학교 10개

교를 지정하여 운영하였다. 초등학교는 6교(대반초, 송정서초, 큰별초, 불로초, 유

덕초, 금부초)를 중심으로, 중학교는 4교(봉산중, 동성중, 전남중, 풍암중)를 지정

하여 진행하였다.

2010년에는 학부모의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과정별 정규과정으로 운영하게 되

었으며, 16교를 중심학교로 선정하여 진행되고 있다. 초등학교 10개(서광초, 계수

초, 큰별초, 불로초, 신가초, 영천초, 장덕초, 봉주초, 송정서초, 운천초), 중학교6개

(천곡중, 전남중, 금호중, 신가중, 신창중, 광주중)교를 중심으로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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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부모교육과정 운영 방법]

프로그램명 운영시간

마음의 문을 열게하는 부모 자녀와의 대화법 (2시간 x 6회)

미래의 인재로 키우기 - 자녀의 진로지도 (커리나비) (2시간 x 6회)

스스로 하는 공부, 좋아하는 공부 - 자녀의 학습코칭 (2시간 x 6회)

글로벌 인재를 위한 명품자녀 만들기 프로젝트 (2시간 x 6회)

수신제가치국평천하 학부모 리더쉽 과정 (2시간 x 6회)

신나는 오카리나 연주교실 (2시간 x 16회)

[다양한 부모교육과정 운영 실적]

(단위 :시간, 수)

주제 특강
부모
역할

대화
법

학습
도와
주기

성교
육

진로
지도

경제
교육

독서
지도

교류
분석

예절
교육

계

교육

시간
1.5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33

횟수 10 4 9 8 2 7 2 5 8 5 60

참여수 1,244 395 1,085 1,108 439 594 121 362 746 507 6,601

성과 및 발전 계획

학부모교육이 처음으로 운영되어 다양한 교육을 접하므로써 가정교육에 효과

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학부모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이후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교육을 개발 운영하고 학부모

자기역량강화를 통하여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

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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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구분 대상교(수) 참여교(수) 동아리(수) 지원액(천원)

2009

유 - 2 2 2 3,000

초
공립 87 81(1) 108 162,000

사립 2 2 2 3,000

중
공립 37 18 22 33,000

사립 14 10 13 19,500

기타학교 - 1 1 2 3,000

총 계 - 143 114 149 223,500

2010

유 - 3 3 3 4,500

초
공립 87 74 75 147,000

사립 2 1 1 2,000

중
공립 37 21 21 40,500

사립 14 9 10 21,000

기타학교 - 1 1 1 2,500

총 계 - 144 103 111 217,500

나) 광주『학부모 동아리』운영

개       요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1교 1팀 이상 학부모 동아리를

육성하여 지역사회와 학교의 파트너쉽을 강화해 가고 있으며, 학부모와 함께하는

평생학습사회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학부모 동아리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다.

추 진 실 적

■ 학부모 동아리 지원 확대

[학부모 동아리 운영]

(단위 : 교, 팀,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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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유 초 중 기타 계 비고

2009

체육(스포츠, 요가, 댄스 등) 49 9 58

미술(공예, 회화, 아트, 꽂꽂이 등) 1 21 11 33

음악(합창, 연주 등) 14 3 1 17

독서, 동화구연 22 22

컴퓨터 1 1

문화(다도, 다문화) 1 3 2 6

창업, 제과, 환경, 화훼 1 1

봉사활동 1 2 3

소 계 2 111 28 1 142

합 계 142

2010

체육(스포츠, 요가, 댄스 등) 1 31 6 38

미술(공예, 회화, 서예 등) 1 16 9 26

음악(합창, 오카리나 등) 6 7 13

독서, 동화구연 11 3 14

자기계발(컴퓨터, 부모교육) 3 3

문화(다도) 2 2

봉사활동 1 7 6 1 15

소계 3 76 31 1 111

합계 222

■ 다양한 학부모 동아리 활동 장려

취미, 건강, 독서, 봉사활동 등 학부모의 다양한 활동을 장려하여 학습에 대한

인식이 향상 되고 학습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학교의 문을 개방하여 학부모

가 참여 할 수 있도록 운영 하였다.

[학부모 동아리별 현황]

(단위 :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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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서부 학부모 동아리 성과발표회 개최

자발적 동아리 32개팀이 참여 (공연 11팀, 전시 19팀, 사례발표 1팀, 체험활동 1

팀)하여 운영한 결과를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학부모 동아리 성과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성과 및 발전 계획

학부모와 함께하는 평생학습실현을 구축하기 위하여 운영한 학부모동아리는 여

러 활동을 통하여 배움을 느끼고 나아가서는 배움을 타인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

회의 장을 마련하였고, 자기계발을 통하여 창업 및 취업할 수 있는 기회까지 폭

이 넓어져 학교-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순환체제 구조를 만들었다. 앞으로는 1교

1동아리를 적극 지원하여 학부모 동아리를 운영하고 공교육의 신뢰도 향상과 학

부모의 자기계발 기회를 더욱 넓힐 것이다.

8) 저탄소 녹색성장교육 강화

개       요

다양한 친환경 체험학습을 통한 환경보전 실천 의식을 함양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의 기회를 갖도록 환경교육 여건을 조성하여 환경 문제 예방 및 해

결 능력 신장을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추 진 실 적

광주전남환경보전협회, 푸른광주21협의회, 영산강유역환경청, 생명의숲국민운동 등

환경교육 전문 기관과 연계한 초․중학교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우수학교를 선정․

지원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와 학생이 직접 체험활동을 계획하고 환

경보전활동을 일상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지구를 살리는 저탄소 녹색생활

장학자료를 개발하여 관내 초등학교 5학년 전체 학생에게 보급하여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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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연도

초등 중등

학교수 예산액 학교수 예산액

2008 4교 8,000 2교 4,000

2009 9교 32,000 2교 4,000

2010 7교 31,000 2교 4,000

[체험환경교육 및 들꽃마을 중심학교 운영 지원]

(단위 : 교, 천원)

성과 및 발전 계획

2008년부터 환경체험학습 프로그램 우수학교 운영을 통해 학교를 아름답게 가

꿔 학생들의 정서 순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고유의 독특한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학교를 조성하고, 자연친화적인 공간에서 무공해 친환경 농작물을 재배함으로써

노동과 경작의 직접 경험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수확의 즐거움을 갖게 하였다.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자연환경보전의 필요성과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여 환경보전 활동이 실생활과 연계되어 실천 의

지가 더욱 확산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9) 학생 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개       요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하여 비

만예방 및 건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기초체력을 향상시키고, 각종 자율체육

활동의 참여를 통하여 평생 건강기반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중간체육

활동의 활성화, 학교단위로 스포츠 클럽을 조직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조력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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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실 적

■ 중간체육 활동의 활성화

학교 실정에 맞는 다양한 중간체육시간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 자체 계획에

따라 요일별, 학년별로 운동장 및 강당을 이용하여 중간 체육 활동을 하도록 하

였으며, 실내 중간체조시간에는 수벽치기, 스트레칭 체조를, 실외 체조시간에는 새

천년 건강체조, 청소년체조, 국민체조 등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였다.

■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모든 학생이 스포츠클럽에 가입 참여함으로써 학생 체력 향상 및 바람직한 심

성을 함양하고 클럽스포츠를 통하여 활기찬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

학생만 참여할 수 있는 교육장배 학교스포츠클럽을 개최하여 학생들이 자율적으

로 팀을 구성, 참여함으로써 건강증진 및 활기찬 학교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였다.

성과 및 발전 계획

학생 체력증진을 위하여 중간체육 활동의 활성화,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한 결

과 보는 스포츠에서 하는 스포츠 중심으로 평생 체육활동의 기반을 구축하고 집

단 활동에 대한 참여와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어 학생들이 스스로 흥미롭게 참여

하는 풍토가 조성되었다.

앞으로도 기초체력 향상과 평생체육의 일환으로 전교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

참여하여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종목을 다양화하여 학교

와 학생, 교사, 학부모가 스포츠를 통해 의사소통의 기회를 확대해 가도록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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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학교급식 위생점검

운영평가 특별점검 세균검사

상반기 하반기

2007 118 119 119 38 117

2008 119 120 120 40 119

2009 131 131 131 18 131

2010 132 132 176 56 132

10)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개       요

학교 식중독 등 위생 및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과학

적이며 체계적인 위생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학교단위 자주 위생능력을 배양시

켜 급식운영의 내실화를 구축하였다.

또한 학교급식관계자 교육을 통하여 자질을 향상시켰으며, 학교식당 환경을 시

각적․청각적․미각적으로 아름답게 조성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학교급식 만족도

를 높이고 있다.

추 진 실 적

■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

학교급식에 대한 정기․수시 특별위생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급식기구에 대한

세균검사를 강화하여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점검 현황]

(단위 :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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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연도 영양(교)사 조리사․조리종사원 학교급식봉사단

2007 118 357 366

2008 120 240 255

2009 131 262 393

2010 131 734 395

구분
연도

학교급식소 위생점검 납품업체 위생점검

2007 17 18

2008 21 13

2009 35 9

2010 12 9

■ 학교급식 관계자 전문성 제고

학교급식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종사원, 학교급식봉사단 등 급식관계자의 전문

성을 높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켰다.

[학교급식 관계자 교육 참여 현황]

(단위 : 명)

■ 학교급식 참여자 확대

학교급식 수요자인 학부모, 시민단체 참여를 확대시켜 보다 공정하고 위생적인

급식에 대한 만족도를 높였다.

[학교급식 점검단 활동 현황]

(단위 : 회)

■ 학교급식 시설 환경 개선

학교급식 노후기구를 교체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고 급식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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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직영급식전환사업 재배치사업 환경개선사업 노후기구․시설교체사업

학교수 지원액 학교수 지원액 학교수 지원액 학교수 지원액

2007 2 140,000 1 43,560 10 39,600 72 509,000

2008 0 0 1 35,500 10 39,600 104 661,204

2009 4 300,000 2 90,000 13 65,000 129 1,567,300

2010 0 0 2 70,000 22 252,000 96 2,026,590

[학교급식 시설 환경 개선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성과 및 발전 계획

학교급식의 위생․안전 관리를 통해 식중독 등 위생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

여 학생 건강 증진 및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학교급식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급식의 질과 이용자 만족도 향상 및 위생 수준을 향상시켰으며, 노후기구 및 노

후시설을 교체함으로써 학교급식 시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되어 학교급식

수요자인 학생과 급식 종사자의 만족도를 높였다. 앞으로도 학교급식소 식중독

사고 예방과 급식 관계자의 마인드 제고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노력할 것이다.

11)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개       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영유아․아동․청소년의 교육의

기회, 과정, 결과에서 나타나는 주요 취약성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한 다차원적(교

육, 문화, 정서, 복지 등) 지원 사업으로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교육복

지공동체 구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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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선정
연도

지역
대상기관

계
초등 중등 영유아 복지관

(민간기관)

2005

광산구

(우산동,

월곡2동)

송우초

어등초

광산중

하남중

둥지유치원

동심어린이집

송광어린이집

하남복지관

광산구정신보건센터
9

2006

서구1

(금호1동,

상무2동)

광주상무초

금부초

금호초

상무중

광주효광중

치평중

금호중

금부초병설

금호초병설

광주상무초병설

금호복지관

시청소년수련원
12

2007
서구2

(화정2,3,4동)

광주화정초

주월초

백일초

광주화정중
큰별유치원

광주중앙유치원
6

2009 남구

광주봉주초

광주월산초

광주방림초

광주농성초

장산초

광주무진중

광주서광중

주월중

광주봉주초병설

광주월산초병설

광주방림초병설

광주농성초병설

장산초병설

인애복지관

양지복지관

문화행동S#ARP

16

합 계 4개지역 13 10 13 7 43

구분
선정
연도

기초
자치
단체

사업 참여 기관수 총
학생수
(명)
학교만

사 업 대 상 학 생 수

학교수
(교)

영유아 민간기
관

총수(명) 학교당
평균(명)

비율(%)

05년 광산구 4 3 2 3,629 1,292 323 35.6

06년 서구 7 3 2 6,116 1,612 230 26.4

07년 서구 4 2 3,494 1,109 277 31.7

09년 남구 8 5 3 5,630 2,093 261 37.2

추 진 실 적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추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지역 현황]

(단위 : 교, 개, 명)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참여 기관 현황]

(단위 : 교, 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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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선정
연도

지역
대상기관

계
초등 중등 영유아

복지관
(민간기관)

사업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낙인감으로 사업 참여를 기피하는 분위기였으나 점

차 교육복지사업 활성화로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

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제관계가 향상되고 학생들 간의 또래관계가

향상됨에 따라 사업 전체에 대한 긍정적, 적극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또한 교육복지대상학생들의 다차원적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업

을 추진하였다. 총 115개의 지역사회 연계기관 중 지속적으로 연계된 기관을 “사

랑을 실천하는 좋은 이웃”으로 선정하여 교육복지 공동체 구축을 위한 꾸준한 노

력을 하였다. 사랑을 실천하는 좋은 이웃으로 2007년도에는 44기관, 2008년도에는

25기관, 2009년도에는 17기관, 총 86기관을 선정하였다. 지역 연계를 통한 자원 산

출금액은 다음 그래프와 같다.



596 _ 제3장 소속기관 운영 현황

성과 및 발전 계획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 참여 학교 학생들의 자기주도학

습, 학교생활 만족도, 학생 및 선생님에 대한 만족도, 학습에 대한 주의 집중력이

향상되었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복

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가장 만족하거나 도움을 많이 받은 영

역으로 복지 프로그램을 꼽았으며 프로그램 선호도는 문화활동 및 체험학습 〉복

지 〉정서심성 〉학력증진으로 나타났다.

사업 참여 학교의 교사 및 구성원들은 본 사업의 우수사항으로 총체적인 교육

복지서비스와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 운영으로 뽑았

으며 가장 큰 사업의 효과로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상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

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향후 학교가 학생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사업의 센터로써 역할을 감당하면서 지

역네트워크를 통해 사업 대상학생들의 사례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더불어 학부모들의 참여 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 및 교육에 학

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교육복지에 대한 공동이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12)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

개       요

교육구성원 및 교육수요자가 모두 만족하는 청렴행정을 구현하고 청렴교육을

통한 청렴의식을 확립하고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육수요자로부

터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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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실 적

■ 청렴시책 지속적 추진

교육행정 업무 전반에 걸쳐 23개 업무를 세부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원인 등과의 접촉이 많은 계약업무, 학원, 운동부, 환경정화구

역, 학교급식, 현장학습관리 등 6개 업무를 중점 정화대상 분야로 선정하고 위 업

무에 대한 실무추진반을 별도로 구성․운영함으로써 업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부패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노력을 상시 추진하였으며, 특히 학부모의 체감

청렴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촌지 등 잡부금품에 대하여 학교장이 가정통신문

을 통해 촌지수수 근절 의지를 직접적인 표현으로 강력히 선언한 사례는 광주교

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양하였다. 또한 클린신고센터 설치 및

취약시기별 특별 공직기강 점검, 각종 감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반부패행

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청렴시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광주교육행정에 전반

에 청렴행정 안착 및 청렴문화를 조성시켜 가고 있다.

■ 청렴의식 고양을 위한 청렴교육 강화

월례회 직장교육을 통하여 전 직원에게 청렴동영상 및 관련법규, 우수사례 등

다양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청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청렴의식을 확고히 하여

청렴시책을 적극 선도․추진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학생 및 교직원, 나아가 학부

모를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교육청 산하

모든 학교에서 학생 및 교직원 청렴교육을 내실있게 반복적으로 실시한 결과 국

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청렴교육 경진대회에서 16개 시도교육청 중 1위를 차지하

는 등 청렴의식 및 청렴문화 정착과 확산에 뿌리 깊은 토대를 마련하였다.

[2009년도 청렴교육 실시 현황]

(단위 : 교, 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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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교급

실시학교수 교육인원(명) 교육시간(분) 교육횟수(회)

초등학교 89 16,848 9,675 485

중학교 52 8,814 3,706 225

서부교육청 1 107 270 9

합계 142 25,769 13,651 719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 (2009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조사 결과, 작년보다

1.19점 상승한 8.23점(시도교육청 평균:8.05점)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작

년보다 9단계 상승한 7위를 차지하였고, 2009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지역교육청

평가에서도 청렴도 8.60점 (지역교육청 평균:8.41)을 얻어 금번 청렴도 측정을 실

시한 104개 교육청 중 37위를 차지하여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우리 교육청의 청

렴시책 추진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

성과 및 발전 계획

청렴시책의 지속적 추진 및 청렴교육 강화는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 및 생활

속의 청렴문화를 조성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양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자료 개발 및 청렴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광주교육에 청렴행정이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

13) 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

개       요

서부교육청에서는 직원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기

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재미나게 일하는 서부교육지원청 만들기 사업』을 추진

하였다. 세부적 추진사항으로는 ‘교육장과 함께하는 대화의 시간’ 및 ‘직원간 행복

한 만남’ 을 통해 상․하 직원간 공감대를 높여 원활한 의사소통과 동료애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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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힘썼으며, ‘공감! 우리들의 열린 이야기’라는 타이틀로 개인 업무 발표회를 가

짐으로써 서로의 업무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동호회 활동 지원, 미니 도

서관 운영을 위한 도서 구입, 음악이 흐르는 청사 조성 등 직원 복지사업을 확대

하고 있다.

추 진 실 적

■ 교육장과 함께하는 대화의 시간 운영

2008년 교육장과 대화의 시간을 통해 각과에서 건의한 사항이 2009년 예산에

반영되어 부족한 회의실 확보를 위한 청사 증축, 교육청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음

악이 흐르는 청사 조성, 미니 도서관 운영을 위한 도서 구입이 이뤄졌다.

[교육장과 함께 하는 대화 횟수]

(단위 : 회)

연도

구분
2008 2009 2010

대화 횟수 6회 6회 6회

■ 월례조회의 재미나고 신나는 변신, 문화행사 개최

[문화행사 개최 현황]

(단위 :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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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구분 2008 2009 2010

영어노래 중창 1회 ․ ․

이미지메이킹 강연 1회 ․ ․

올바른 보도자료 작성법 강연 ․ 1회 ․

판소리 한대목 배우기 ․ 1회 ․

독창 ․ 1회 ․

테이블 매너 ․ ․ 1회

대금연주 ․ ․ 1회

■ 『공감! 우리들의 열린 이야기』개인업무 발표회

과 팀 단위로 월별 2명씩 개인업무 발표회를 통해 개인이 추진하는 업무에 대

한 목표, 추진계획, 문제 및 해결책 등 개인당 3분 이내 구두발표를 시행함으로써

직원의 업무처리․상황분석 능력을 향상시키고 직원간 서로의 업무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직장 내 동호회 활동 지원

직원 개개인의 건강과 직원간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업무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5개동호회(핑퐁조아, 사랑의 징검다리, 와인홀릭, 평발족구회, 서부배구동

호회)를 구성하여 연간 활동비와 동호인 친목경기대회 출전 운영비를 보조하는

등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과 건전한 여가활용 요구에 부응하였다.

성과 및 발전 계획

교육지원청 구성원 모두가 재미나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직원 화합과 근

무 환경 개선의 기본 여건을 마련하였다. 2010년도에도 꾸준히 재미나게 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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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교육지원청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10년에는 청사 1층

로비에 홍보관을 구축하여 서부교육의 주요 성과 및 비전을 소개하고, 학생에게

는 학습의 장소로, 교육가족에게는 교육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여

교육가족의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에 힘쓰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교육정책과 교

육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추구할 것이다.

14) 교육환경 개선

개       요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수요기반 조성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환경의 변모

를 체감할 수 있는 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므로 건물 또는 학교단위로 집

중투자를 통하여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교육여건을 조성하여 주고 가정과 학교

와의 교육환경의 연계성 유지로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추 진 실 적

■ 학교수용시설의 확대

현 교육과정에 대응할 수 있는 학습공간을 계획하여 확충함으로써 부족하고

열악한 학교시설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여건을 제공하며, 교수학

습의 질적인 향상에 기여하였다.

[교실증축 및 개축 추진 실적]

(단위 :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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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급별 학교명 실수 비고

2007 초 신암초 4 증축

2009 초 만호초 6 증축

2010
중 동명중 2 증축

초 상무초 21 개축

■ 학교시설의 현대화 및 편의시설 도모

열악하고 낙후된 급식실 및 강당을 증축하여 보다 현대적이며 위생적인 급식

공간을 제공하였고, 또한 학생들의 체육공간을 위한 강당을 증축함으로써 학생들

의 체육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개방할 수 있는 시설계획으로 추진하여 지

역 문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였다.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을 마련하여 소외된 장애학생들의 접근권․이동권을 보

장하는 등 교육복지 투자에 기여하였다.

[급식실 및 강당 증축 추진 실적]

(단위 : ㎡)

구분
연도

급별 학교명 면적 비고

2007
초 광주대성초 1,071,70 급식소, 유치원

초 주월초 1,483.71 급식소, 강당

2008 초 화정남초 662.80 급식소

2009
초 광주상무초 664.80 급식소

중 광산중 1,587.93 급식소, 강당

2010 초 대촌중앙초 479.17 급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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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추진 실적]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급별 학교수 예산액 비고

2008
초 3 334,250 금당초 외 2교

중 1 113,500 광주화정중

2009
초 4 664,000 효덕초 외 3교

중 2 332,000 광주무진중 외 1교

2010
초 6 996,000 장산초 외 5교

중 4 664,000 풍암초 외 4교

성과 및 발전 계획

현대화된 시설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교수, 학습이 가능하고 창의력을 향상 시

킬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교육공간이 조성되었으며, 장애학생들이 소외받지 않고

학내 접근권 및 이동권을 보장하여 통합교육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시설

이 조성되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하여 쾌적한 교육여건 속에서 학

생들이 창의적이고 개성을 신장 할 수 있도록 열악한 학교시설을 개선하여 현대

화해 나갈 것이다.

15) 외국어교육 강화

개       요

국제화․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상호 교류를 위한 외국어 의사 소통 능력 신

장을 위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학습의 기회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서로 다른 생

활 환경과 문화적 이해를 위하여 미국 코넬대, 버지니아대, 리버티대학생과의 교

류 체험학습 및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의 학교와 결연을 맺고, 특색있는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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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운영을 위하여 행․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해 가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영어사

용능력 제고를 위해 영어친화적 환경구축운영, 원어민 원격화상수업, 다양한 영어

교육활동 및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추 진 실 적

■ 영어전용(체험)교실 구축

[영어전용(체험)교실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지원학교
총44교

(초2, 중42)
총39교

(초34, 중5)
총48교

(초47, 중1)

지원액 3,568,000 990,000 1,002,000

■ 영어캠프 추진

[영어캠프 지원]

(단위 : 교, 천원)

연도
구분

2007 2008 2009 2010

지원학교 7교 36교 97교 87교

지원액 7,700 73,960 73,510 113,100

성과 및 발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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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영어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해 영어전용교실 활용, 원어민 원격화상

수업, 다양한 영어교육활동 및 영어캠프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고, 국제교류 체험활동 지원 및 교류 체험학습 결과물 전시회, 우수사례 발

표회, 실천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학습효과가 유지되도록 할 것이다.

16) 문화예술 교육의 활성화

개       요

문화수도 광주의 위상에 걸맞게 예술꿈나무들의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초․중학생으로 구성된 광주학생관현악단을 운영함으로써 합주 기회와 발표의 장

을 열어주고 문화예술의 환경에서 소외된 학생과 학부모에게 음악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추 진 실 적

■ 광주학생 관현악단 운영

2005년 탄생한 광주학생관현악단은 평소 특기적성의 신장을 위해 노력해 왔으

나 기회가 없어 재능을 펼치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합주와 발표의 장을 제공하여

예향 광주의 청소년 음악을 대표하는 광주학생관현악단으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

다. 초․중학생 80여 명으로 구성된 단원들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모여 연주

기량을 닦고 실력을 연마하여 그 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있으며, 매년 열리는 정

기연주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연주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2007년 광주학생관현악단의 활동을 보면, 5월 청소년 음악회 연주를 시작으로 8

월에는 단원들의 기량 연마와 친목 도모를 위한 제주도 하계 캠프를 운영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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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9월에는 광주관악제에 출연하여 협연하였고, 10월에는 광주 종합버스 터미널

에서 열린 동아리 야외 공연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12월 6일에는 제3회 정기연주

회를 통해 일 년 동안의 결실을 소개함으로써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2008년 5월에 우주비행 이소연박사 축하 공연을 하였고, 6월에는 광주 종합버

스 터미널에서 열린 동아리 야외 공연에 참가하였으며, 8월에는 제주도 하계 캠

프 운영 및 제주관악제에 출연하였다. 또한 10월에는 광주관악제에 출연하였으며,

11월 28일에는 제4회 정기연주회를 성황리에 갖게 되었다.

2009년 8월에는 제주도 하계 캠프를 운영하여 단원들의 친목을 다지고 합주 연

습을 하였으며, 캠프 기간에 열린 제주관악제에 출연하였다. 그리고 10월에는 광

주 종합버스 터미널 유스퀘어에서 열린 동아리 야외 공연에 참가하였고, 11월 24

일에는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랑의 선율’ 이라는 주제로 제5회 정기연주회를 가졌다.

■ 문화예술 특성화 부서 및 영재학급 운영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단위 학교의 문화예술적 흥미를 고취하고 연주력을 향상

하기 위해 국악고적대(송정초, 월계초), 국악관현악단(월봉초, 정광중, 수완중, 월

봉중), 학생관현악단(광주송원초, 전남중, 송정중, 동성여중), 대촌초등학교와 대촌

중학교를 비롯한 다수 학교에서 풍물부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9년에는 하남초에 음악 영재의 조기 발굴 육성을 위해 3학급(금관악기, 목관

악기, 타악기) 규모의 지역 공동 영재학급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성과 및 발전 계획

광주학생 관현악단 창단 이후 여러 차례의 연주회와 활동을 통해 예술꿈나무들

에게 발표의 장과 합주의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써 음악에 대한 꿈을 키워가고 자

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에 봉사할 수 있

는 심성을 기르는 계기가 되었고, 소외계층의 학생들은 연주회 감상을 통한 정서

적 안정감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앞으로도 광주학생관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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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은 음악 꿈나무들이 자신의 소질과 기량을 마음껏 발산하고 예술적 역량을 키

워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더욱 발전된 모습과 활동으로 문화수도

광주의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

17) 학교 특색교육 브랜드화

개       요

학교 특색교육 브랜드화는 2005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서부교육지원청만

의 특수시책이다. 학교 특색교육 브랜드화는 각 학교의 여건과 전통, 지역적 특성

이 반영된 특성화된 교육 실현을 목적으로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학교경영을 추

구한다. 학교에서는 학교 특색교육을 정해서 그 학교 고유의 브랜드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여 교육과정 속에서 브랜드를 실천할 수 있게 하

고 있으며, 매년 학교 특색교육 브랜드를 공유하는 발표회를 갖고 우수 사례집을

발간․보급하여 창의적인 학교 경영 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추 진 실 적

■ 자료 발간 및 사례 공유

[학교 특색교육 브랜드 자료 발간 및 우수학교 표창 실적]

(단위 : 교, 권)

연도

구분
2007 2008 2009

장학자료 발간 초등 400부 중등 350부 초등 300부

우수교 표창
초등 6교,

중등 3교

초등 11교,

중등 3교
중등 1교

■ 학교 특색교육 브랜드 분야별 현황(2009학년도)

[2009 학교 특색교육 브랜드 분야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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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개)

분야

구분

문화

예술

독서

지도

인성

지도

영어

교육

진로

지도

창의

성

체육

교육

자기

주도

학습

체험

학습
논술 한자 기타 계

초등 16 16 14 12 10 7 5 3 2 2 ․ 2 89

중등 16 1 14 4 6 2 2 2 ․ ․ 4 1 52

■ 학교 특색교육 브랜드 성과 발표회

2009년 11월, 서부 관내 전체 초등학교 특색교육 브랜드 성과 발표회를 성대하게

가졌다. 17일 광산1지구(어룡초)를 시작으로 하여 18일에는 서구지구(풍암초), 광산2

지구(대반초), 24일에는 광산3지구(월봉초), 27일 남구(진월초)에서 학교 특색교육 브

랜드를 한 자리에 모아 전학교의 특색교육 활동을 전시하고, 발표함으로써 교원들이

타학교의 우수한 특색교육 활동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특색교

육 활동의 내용을 살펴보면, 광주대성초등학교의 『영어 사교육 제로화 프로젝트』를

비롯한, 광주학강초등학교의 『우리 마을 알기를 통한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광주

월산초등학교의 『건강 증진을 통한 학생 체력 향상』 등 다양하고 개성있는 테마로

학교 특색교육이 내실있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성과 및 발전 계획

학교 특색교육 브랜드화를 추진함으로써 단위 학교의 특색교육이 브랜드로 자리매

김하고, 학교 특색교육이 교육과정 속에서 꾸준히 이루어짐으로써 학교의 전통으로

정착될 것이다. 앞으로 학교의 브랜드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브랜드를 서로 공유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 경영자(CEO)의 창의

적인 학교 경영 마인드 제고와 교육 공동체의 학교를 사랑하고 참여를 이끌어 나

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