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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 록

제1  교육감 취임사, 신년사, 송년사

Ⅰ. 제5  교육감 취임사

  고운 단풍과 함께 한해의 소 한 結實을 거둬가는 오늘 의 就任을 빛내주시기 해 이 자

리에 枉臨해주신 光州廣域  심재민 副 長님, 議  강박원 副議長님, 敎育委員  한연기 議

長님과 여러 委員님께 충심으로 感謝의 말 을 드립니다. 그리고 內外 貴賓 여러분과 敎育 家

族 여러분, 특히 微力한 를 第5代 光州廣域 敎育監으로 選出해 주신 學校運營委員 여러분

께도 진심으로 感謝의 말 을 드립니다.

敬하는 光州 民 여러분!

그리고 親愛하는 光州 敎育 家族 여러분!

는 지 으로부터 4年 前, 民選 2期의 序幕을 열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때 다짐했던 約

束과 使命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 就任式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4年 동안 많은 일들을 處

理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바쁘게 보냈지만, 돌이켜 보면 아쉬웠던 일들도 없지 않습니다. 

제가 計劃하고 뿌린 씨를 거둘 수 있는 所重한 機 를 다시 주신데 해 깊은 感謝의 말

을 드리며, 激變하는 時代潮流 속에서 國內 上의 光州敎育을 더욱 確固히 다지고 우리 學

生들이 21世紀 主役으로서 손색없이 成長할 수 있도록 善을 다함으로써 여러분의 聲援에 보

답하고자 합니다.

지  이 자리는 에게 無限한 榮光임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期待에 副應해야 하는 무거운 

責任感이 함께 하는 자리입니다. 

140萬 光州 民의 聲援과 1만여 敎育家族의 團結된 힘을 基盤으로, 約束드린 것처럼 앞으로 

4年間 敎育 的 良心과 使命感으로 世界 속의 光州敎育을 實現시키고자 합니다.

敬하는 光州 民과 學父母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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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리 2世들로 하여  國家와 鄕土 發展에 이바지하며, 幸福한 삶을 릴 수 있도록 참

된 人間性과 創意的인 能力을 기르는 데 모든 敎育 力量을 쏟아 왔습니다.    

第7次 敎育課程의 早期 定着과 함께 確固한 信念을 가지고 推進하여 모든 ․道敎育廳의 

모델이 되었던 敎育情報化 事業, 職業敎育博覽 , 體育部門의 跳躍, 家庭과 連繫한 讀書의 生

活化 敎育 등 지난 4年間 새로운 時代 變化에 副應하는 敎育 인 라 造成에 힘써 왔습니다.

21世紀는 知識과 情報가 國家 競爭力의 核心 要素가 되는 社 입니다. 知識 基盤社 에서는 

創意的인 知識이 組織과 個人의 重要한 財産으로 浮刻되고 있으며, 우리 個個人은 남다른 技

能과 獨創的인 能力을 필요로 합니다. 

이를 해 敎師와 敎科書 中心의 劃一化된 注入式 授業에서 벗어나, 새로운 敎授․學習 方

法의 樹立과 이를 支援할 敎壇의 件 改善에 많은 努力을 기울 습니다. 나아가, 서로 重하

고 사랑하는 道德的 人性을 기르는 일이 敎育의 重要한 課題임을 認識하고, 바람직한 學校文

化 風土 造成을 해 敎育家族과 더불어 渾身의 힘을 다했습니다.

이제 지난 4年에 걸쳐 거둔 所重한 敎育的 成果를 바탕으로, 世界 敎育의 中心에 서는 光州

敎育을 이루어 낼 때입니다. 

앞으로의 社 는 國際的으로는 世界化가 加速되면서, 國內的으로는 地方化․分權化가 擴散될 것

입니다. 

‘생각은 世界的 次元에서, 行動은 地域的 次元에서’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地方化는 未來社

의 요한 특징입니다. 우리 光州 敎育은 中央 政府 主 의 敎育政策을 따르는 가운데서도, 地

域의 特殊性을 反映하는 ‘地域 敎育政策’ 開發에 앞장 설 것입니다. 

親愛하는 敎育 同志 여러분!

이러한 重大한 所任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는 이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어

가기 해 우리 光州 敎育의 基本方向을 時代 潮流에 맞춰 ‘새 時代를 열어갈 참되고 創意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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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人間 育成’으로 設定하고, 우리 學生들에게 道德的 品性과 創意的인 能力, 健康한 體力을 

길러 주는데 모든 智慧와 努力을 함께 하겠습니다.

먼 , 는 우리 學生들의 道德性을 涵養하는 데 充實을 기하겠습니다. 

올바른 道德性과 人間性의 바탕 에서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共同體 意識을 涵養하는 것은 

學校 敎育의 重要한 任務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서 지키고 實踐해야 할 德目과 禮節  秩

序가 重되는 學校文化를 形成하고, 이를 통해 道德的 行爲를 마음에 內面化시켜 生活 속에

서 行動으로옮기게 하는 實踐 敎育에 重點을 두겠습니다. 

規範의 實踐을 形式的으로 强要하는 消極的 敎育方法을 止揚하고, 道德的 知識과 行動이 하

나를 이루는 知行一致의 道德敎育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多樣한 施策을 講究함으로써 道德

敎育이 참된 人間性을 기르는 實質的 成果를 거둘 수 있도록 努力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學生들의 創意性 啓發 敎育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21世紀 知識 基盤社 는 知識 情報의 量이 爆發的으로 增加하고 知識의 生命 週期가 짧기 

때문에, 斷片的인 知識의 暗記보다는 知識과 情報를 活用하여 새로운 知識을 創出하는 能力이 

보다 重視되는 知識․情報化의 時代입니다. 그러므로 個人과 社   國家의 發展을 좌우하는 

힘은 바로 創意力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學生들이 바르고 有能한 韓國人으로 無限 競爭의 世界 舞臺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學習 의 希望과 選擇을 重하여 創意性을 길러주는데 光州敎育의 力點을 두도록 하겠습니

다. 아울러 學生 스스로가 찾아보고 發見해 가는, 

學習 의 能動的인 活動이 重視되는 自己主 的 學習 能力과 問題 解決力을 기르는데 善

의 努力을 다하겠습니다. 

지  우리가 가르치는 學生들이 歷史의 主役으로 活動할 時期는 2010年경부터 40여 년간의 

近未來社 입니다. 빛의 速度에 比喩될 만큼 빠른 速度로 變化하면서 크고 작은 問題가 波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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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不斷히 려오는 近未來社 에서 우리 學生들이 勝利 로서 幸福하게 살아가기 해서는 

무엇보다 問題 解決力을 길러야만 합니다.

에고치의 敎訓的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硏究 가 에고치의 나방이 안에서 두껍고 

질긴 고치의 껍질을 뚫고 나오는 모습을 가엾게 여겨 밖에서 구멍을 뚫어 수월하게 나오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게 도움을 받아 나온 에나방은 알도 낳지 못하고 얼마 후에 모두 죽었

습니다.  그러나 갖가지 고생을 다하여 뚫고 나온 나방은 健康하게 알을 낳는 등 제 役割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2500年 前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病은 환자가 낫고 돈은 醫師가 번다”라는 

意味를 되새겨 볼 必要가 있습니다. 授業은 學習  스스로가 知識을 찾아 나서는, 知識을 사냥

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問題解決力이라고 말했습니다만 問題를 解決하기 해서는 端知識과 技術力, 情

報 活用力, 思 力, 創意力, 判斷力, 自己 學習力 등이 必 的인 要素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敎

室 授業은 이러한 能力을 伸張시키는 方向으로 改善되어야 합니다. 

흔히 ‘授業에는 王道가 없다’고 합니다만 는 ‘授業에는 王道가 있다’는 信念을 가지고 이미 

‘수업사랑방’, ‘光州敎育아카데미’, ‘敎科敎育硏究 ’, ‘敎授․學習支援센터’ 등을 開設하여 運營해 

왔습니다. 앞으로 더욱 擴大하여 客觀的으로 檢證된 授業技術을 開發하여 普及하고 擴散시키

고자 합니다.

科學 技術 敎育은 科學의 基礎 知識과 原理를 體系的으로 理解시키고, 創意的인 思 力과 

判斷力을 기르게 하며, 實驗 中心의 探究 敎育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學生 中心의 探究 實驗 學習 로그램을 運營하여 科學 敎育의 活性化를 해 努

力하겠으며, 情報産業 發達에 能動的으로 應할 수 있도록 職業敎育의 內實을 기하여 知識 

基盤 社 가 要求하는 創意的인 新技術人을 育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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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지 까지 우리 敎育廳이 矜持를 가지고 先 的으로 推進해 온 敎育情報化 施策은 한 

段階 더 發展된 高度化에 重點을 두고 繼續해서 비 있게 推進해 나가겠습니다. 

現在 建立 中에 있는「光州敎育情報院」을 차질없이 完工하여, 全國 高 水準의 光州敎育 

情報網 構築과 함께 그 機能을 大한 發揮할 수 있도록 體系的이고 綜合的인 支援體制를 마

련하겠습니다.

셋째로, 敎育의 均衡 發展을 追求해 나가겠습니다. 

體育 敎育 發展을 해 體育 敎育課程을 充實히 運營하여 ‘보고 즐기는 體育’이 아닌 ‘生活

體育’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體育 優秀選手 育成을 한 新人 發掘  基本 種目 

示範學校도 內實있게 運營하겠습니다.

保健․衛生敎育을 强化하여 學生들이 保健․衛生生活 習慣을 生活化할 수 있도록 指 하고, 

學校 給食은 모든 中學校에까지 擴大 實施하면서 各級 學校 給食所 施設의 現代化를 段階的으

로 推進하여 새로운 學校給食文化를 創造해 가겠으며 缺食兒童에 한 中食 支援 事業도 擴大 

實施하겠습니다.

그리고 幼稚園 敎育의 機  擴大와 特殊敎育에 한 持續的인 行政․財政 支援으로 障碍 兒

童들이 敎育의 惠澤에서 疎外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學校와 直屬機關 施設을 利用하여 

多樣한 平生敎育 로그램을 開發․運營함으로써 平生敎育의 活性化에 힘쓰겠습니다.

敎育施設面에서도 環境改善 事業이나 件改善 事業을 통해 旣存의 學校와 新設學校, 地域

間 는 都․農 學校間의 敎育 施設이 平準化될 수 있도록 善을 다하겠습니다.

넷째로, 信賴받는 敎育風土 造成에 힘쓰겠습니다.

지  우리 社 는 內實있는 學校敎育을 통해 國家의 비 을 提示하고 國民에게 眞正한 希望

과 信賴를 심어 주어야 한다는 輿論과 함께 公敎育에 한 憂慮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러한 國民的 輿望에 副應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敎壇 支援을 强化함으로써 敎員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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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敎育 活動에만 念할 수 있는 件과 雰圍氣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니다. 

이를 해 海外 테마硏修 등 敎員의 自律硏修를 大幅 擴大하고 敎壇 現場의 勤務 件을 改

善하여 門性을 伸張시킬 수 있도록 하겠으며, 평소 機 가 있을 때마다 의 確固한 所信을 

밝힌 바 있습니다만 正直하고 能力있는 有能한 敎職 가 優待받는 公正한 人事行政을 통해 信

賴받는 敎育風土를 持續的으로 造成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學生과 敎師, 敎師와 學父母가 學校共同體를 形成하여 敎壇 雰圍氣를 力動的으로 새

롭게 바꾸고, 敎授․學習 活動에 念할 수 있는 學校文化를 造成하여 믿음과 和睦속에서 學

校敎育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努力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敎育廳이 特殊施策으로 設定한 ‘讀書의 生活化 敎育’을 持續的으로 推進해 

나가겠습니다. 

讀書는 文化의 繼承과 創造的 再生産을 한 手段입니다. 讀書는 知識을 習得하고 格調높은 

人格을 形成하며 價値있는 人生을 리게 하는 데 決定的인 影響을 다고 생각합니다. 

이 듯 切實하고도 重要한 讀書를 우리 學生들에게 生活化시켜서, 幅넓은 敎養을 풍부히 쌓

고, 차분하고 安定된 情緖를 涵養하게 하는 한편, 情報生産力을 높임으로써 平生 學習의 기틀

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지  國家的 次元에서 學校圖書館 活性化 方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만 는 ‘讀書의 生活化 

敎育’을 可視的인 成果나 統計數値에 연연하지 않고 꾸 히 推進하여 義롭고 藝術香氣 넘치는 

우리 光州를 책 읽는 고장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敬하는 光州 敎育家族 여러분!

는 이제  다시 마음을 새롭게 다잡으면서 常識과 理로 淸廉潔白하게 敎育行政을 推進

하여 오직 새 時代가 必要로 하는 人材를 養成하는데 맡은바 所任을 다하고자 합니다.

‘敎育만이 希望이다’라는 確固한 信念으로 더 좋아진 光州敎育에 安住하지 않고 世界 水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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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좋은 光州敎育을 만들어 敎育家族과 光州 民의 聲援에 報答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낮은 姿勢로,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열린 敎育行政으로 學父母님들의 期待에 

副應하고자 합니다.

이제 4年 後에 보여질 希望에 찬 光州敎育의 靑寫眞을 안고 出港합니다. 이 航海는 여러분

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마주잡은 손으로 波濤를 헤쳐나가 上의 光州敎育을 드

높이고자 합니다.

때로는 기탄없이 意見을 주시고, 때로는 慰勞와 激勵도 주십시오. 여러분의 期待에 어 나지 

않는, 民主 聖地 光州에 부끄럽지 않는 敎育監이 될 수 있도록 善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이 있기까지 를 聲援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衷心으로 感謝의 말 을 

드리며, 여러분이 計劃하신 모든 일들에 神의 恩寵이 가득하여 뜻 로 이루어지기를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Ⅱ. 2002년 송년사

  敬하는 光州 民 여러분!

  그리고 親愛하는 光州 敎育家族과 學生 여러분!

  우리는 지  歲暮의 길목에 서서, 壬午年 한 해를 敬虔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올 한해는 알찬 마무리와 希望찬 시작이 함께 하는 뜻깊은 해로 기억될 것입

니다.

  지난 6월에 열린 2002 한․일 월드컵 회는 地球村의 祝祭답게 성공 으로 개최되었으며 우

리 民族의 底力을 全 世界에 보여  國運 隆盛의 잔치이기도 했습니다. 세계 蹴球 4强으로 우

뚝 선 선수들의 땀과 어울려 국을 뒤흔들었던 붉은 악마의 함성은 우리 民族의 힘이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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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있는가를 깨우쳐  快擧 습니다. 동북아시의 분쟁 지역에 치한 조 만 한국의 終

焉이자, 세계 정치 문화의 심 리더로서의 새로운 出發을 確認하는 契機 습니다.

  나아가 부산 아시안게임에서의 南北 統合 應援은 진정한 民族 和合의 出發로서 한민족 同質

性을 회복해가는 자리 으며, 철책선의 地雷 除去를 통해 반세기 동안 잘려있던 한반도 허리

가 다시 이어지는 感激의 순간을 확인하며, 민족 繁榮의 希望을 마음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한 政治的으로도 년은 새정부를 선택하는 大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21세기를 知識과 情報가 國家 競爭力의 核心 要素가 되는 사회임을 측해 

왔으며, 지식 기반사회의 기틀이 될 創意的인 知識, 남다른 技能과 獨創的인 能力을 강조해 왔

습니다. 이러한 교육 장의 노력이 社 의 變化를 能動的으로 反影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고, N世代와 결합한 敎育 現場의 정보화 마인드가 미래 한국을 이끌 礎石임을 이번 大

選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올 한해 邊方의 歷史를 마감하고, 世界中心에 서 있는 民族의 位相을 확인하며 自信

感을 回復하 습니다. 한 아날로그의 마감과 더불어 디지털의 可能性 속에서 새로운 歷史의 

出發을 자신 있게 宣 한 한 해 다고 自負할 수 있을 것입니다.

  親愛하는 光州 敎育家族 여러분!

  마감과 출발의 한 역사 속에서 여러분은 항상 陰地에 있었습니다. 公敎育의 危機를 부

르짖는 社 一角의 批判 속에서도 묵묵히 敎壇을 지켜왔으며, 사회의 다양한 요구 속에서도 

敎育 的 信念과 矜持로 학생들 지도에 善을 다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華麗한 成果 뒤에는 이를 해 獻身한 교육 동지 여러분의 땀방울이 있었

음을 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른 인성 교육을 바탕으로 사회를 이끌어갈 창의 이고 능동

인 일꾼을 양성하는 장소는 바로 學校 現場이라는 에서, 여러분의 勞苦는 무엇보다도 앞서 

慰勞와 稱 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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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께서는 평소 個人의 名利를 떠나 獻身과 奉仕로 사랑의 교육을 몸소 實踐하셨습니다. 

不遇 學生의 自立을 돕고, 非行 靑 年을 해 다양한 로그램을 開發하고 相談을 통해 바른 

길로  引 하셨습니다.

  人性 指 의 個別化  個人의 敵性과 素質에 맞는 進路 指 를 해 노력하셨고, 말로써가 

아닌 眞實한 行動으로써 학생들을 바른 길로 引 해 오셨습니다.

  특히 敎室 授業의 改善을 해 여러분께서는 지난 1년 많은 애를 써 주셨습니다. 디지털 시

에 副應하는 다양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기 해 밤을 지새우셨으며, ICT 활용 수업 모

델 정립과 一般化를 해 노력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여러분을 해 수업 사랑방을 개설하고, 교과교육 연구회 운 에 支援을 

아끼지 않았지만, 하드웨어  측면보다도 여러분의 노력에 바탕을 둔 풍부한 소 트웨어가 있

었기에 많은 成果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多樣한 교수매체를 통한 흥미 있는 수업 실천, 학생의 자기 주도  학습을 도울 수 

있는 수많은 補助 學習 資料 開發 등 우리 교육청의 敎室 授業 改善 努力은 敎育人的資源部의 

교수․학습지원센터 운 계획 評價에서 優秀 敎育廳으로 선정되는 을 안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勞苦에 慰勞와 感謝의 말 을 드립니다.

  敬하는 光州 民 여러분!

  우리 주교육 발 을 해 愛情과 關心으로 지켜보시고 聲援을 아끼지 않으신 데 해 深

甚한 敬意를 표합니다. 內實 있는 학교 교육은 여러분들의 希望과 信賴 속에 이루어진다고 생

각합니다.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이룬 학교 공동체 문화는 敎壇 雰圍氣를 力動的으로 이끌

었으며, 교사가 교수․학습에 념할 수 있는 學校 文化 構築에 노력해 주셔서 믿음과 화목 

속에서 학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配慮와 支援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올해 大入 修學 能力 試驗은 재학생의 학력 하와 함께 작년에 이어 난이도 측에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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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습니다만, 그런 와 에서도 주의 平均 點數는 국 평균을 훨씬 上廻하 으며 高得點

가 작년보다 오히려 2배이상 增加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학교 장과 교

육청의 시책을 믿고 따라  학부모님의 聲援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수도권에 비해 劣惡한 

件에도 불구하고 수시 형에서 좋은 결과를 擧揚하고 있고, 고학력에 바탕을 둔 우리 지역의 

인재들은 한 시 의 棟梁으로서 맡은 바 役割을 충실히 遂行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개했던 3無學校 運動, 즉 ‘學校 暴力, 中途 脫落, 담배 煙氣 없는 學

校만들기 運動’은 학교를 人性 敎育의 場으로 만들고자 하는 학부모와 시민 여러분의 聲援이 

함께 했기에 成功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돕고 이해하는 許容的인 교실 분 기를 형성하고, 나

아가 올바른 道德性과 人間性의 바탕 에서 共同體 意識을 함양하고자 하는 학부모와 시민 

여러분의 熱望이 있었기에 ‘노약자에게 자리 양보하기’ 운동에 이은  하나의 成果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敬하는 敎育家族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보와 지식이 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附加價値 創

出의 源泉으로 작용하고, 이를 매개로 국가, 지역, 개인간의 相互 依存性이 강화되는 知識 情

報 社 에 進入해 있습니다.

  정보의 무한 복제가 가능해지면서 정보의 폭발  증가와 수명이 加速的으로 짧아지고, 유통 

방식에도 획기 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사 주도의 획일 인 방식으로 量的 知識을 傳授하고 暗記하도록 하는 시 는 지났

습니다. 인터넷이라는 지식과 정보의 바다에 있는 학생들에게 지식의 암기나 축 은 과거처럼 

그다지 의미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지난 7월 光州敎育情報院을 着工하여 주교육 정보화의 고도화와 함

께 情報通信 技術이 몰고 오는 변화와 지식을 교육 장에 바로 接脈할 수 있는 基盤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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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습니다.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創意的인 知識이 조직과 개인의 요한 財産으로 浮刻되고 있

으며, 우리 개개인은 남다른 技能과 獨創的인 能力이 보다 重視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교육 패러다임에 副應하기 해 우리교육청이 特殊 施策으로 추진하고 있는 

讀書의 生活化 敎育은 국 인 模範事例가 되었습니다.

  지난 12월11일 ‘光州廣域 人的資源開發 議’發足式에 참석차 방문한 이상주 부총리께서도 

우리 시의 讀書敎育을 極讚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독서를 통해 폭넓은 교

양을 쌓고, 정보 생산력을 높임으로써 平生 學習의 기틀을 정착시키기 해 앞으로도 계속 邁

進할 것입니다.

  지난 9월에 열린 제2회 光州職業敎育博覽 에는 7만 5천 여명이 참가하여 實業敎育의 새로

운 場을 마련하 으며, 학교 체육 활성화의 성과로 제32회 全國 年體育大 에서는 역  가장 

많은 메달과 62개의 多 메달 획득으로 종합9 의 성과를 擧揚하 습니다.

  한 신설 학교 개교  학 당 인원수 감축을 통한 敎育 件 改善 事業을 지속 으로 추

진해 왔으며, 등 7개교, 등 6개교, 고등 4개교의 學校 保健室 現代化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敎育施設의 질  수 을 향상시키기 해 제정된 2002년도 設計  施工부문 優秀 施設學校 

선정과 행정자치부가 주 한『일하는 방식』개선 실태조사에서 각각 優秀機關으로 선정되었습

니다.

  그리고 부산, 충북과 더불어 地域人的資源 開發 示範 地域으로 선정되어 주 지역 14개 기

이 참여하는 ‘光州廣域 人的資源開發 議’를 올해 발족하 습니다. 는 이러한 성과를 바

탕으로 우리 교육청이 목표로 삼고 있는 ‘새 時代를 열어갈 참괴고 創意的인 人間 育成’의 과

제를 완수하는데 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해 不撤晝夜 애쓰시는 교육가족 여러분의 勞苦

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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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親愛하는 敎育家族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뉘엿뉘엿 물어 가는 歲暮를 지난 1년의 功過를 되돌아보면 安堵와 함께 한

편으로는 아쉬움이 교차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교육의 危機, 교실 崩壞 등 

사회 一角에서 들려오는 걱정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진정 국가의 未來를 책임지는 자세로 열심

히 努力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달력을 넘기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육의 본질에 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

니다.

  우리가 진정 어디에 서 있어야 하며, 우리가 교육자로서의 自 心과 自負心을 지켜가기 

해 학생과 학부모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苦悶해야 할 것입니다.

   한 올해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원을 등에 업고, 사랑과 신뢰가 가득한 人間化 敎育 實

踐, 原則과 正道로 信賴받는 敎育 行政 具現을 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새해에도 여러분의 家庭에 健康과 幸福이 가득하시기를 衷心으로 기원하며, 지난 1

년 동안의 勞苦에 거듭 慰勞와 감사의 말 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Ⅲ. 2003년 신년사

  敬하는 光州 民 여러분!

  그리고 親愛하는 光州 敎育家族과 學生 여러분!

  癸未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家庭에 幸福과 健康이 함께 하시기

를 祈願합니다. 黎明의 햇살 속에 가득한 희망과 더불어, 무리 지어 평화롭게 사는 양떼처럼 

그 게 올 한해가 安定되고 서로 믿는 좋은 社 가 되기를 所望해 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光州敎育의 새로운 跳躍과 發展을 해 묵묵히 애써 오신 敎職員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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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분, 熱誠 인 協助와 支援을 아끼지 않으신 敎育委員님을 비롯한 民, 學父母님 여러분께 

敬虔한 마음으로 삼가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親愛하는 敎育家族 여러분!

  는 지난해 11월 民選 3期의 出 에 즈음해 앞으로의 靑寫眞을 披瀝하 습니다. 激變하는 

時代 潮流 속에서 국내 上에 이른 주교육의 位相을 더욱 확고히 다지고, 우리 학생들이 

21세기 세계의 主役으로서 손색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善을 다할 것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人的資源이 競爭 社 를 헤쳐 나갈 無限 資産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

다. 세계의 선진국들이 국가의 운명을 교육에 걸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敎育의 失敗는 國家의 

失敗’라는 嚴肅한 自覺 속에서 基礎敎育에서부터 高等敎育  平生敎育에 이르기까지 巨視的 

計劃의 틀을 立案하고 推進해야 할 課題를 안고 있습니다.

  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情報化․世界化는 정치․경제  국경을 稀微하게 만들고 있기에 

과거 산업화 시 의 교육 패러다임을 정보화 사회의 패러다임으로 轉換하는 것은 국가의 生存

과도 直結되는 切迫한 問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청운 國內 優秀 敎育廳으로 2회 연속 選定되는 등 刮目할 만한 성장

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先 的으로 추진하여 모든 시․도교육청의 모델이 되었던 敎育 

情報化 事業, 학생들의 思 力을 키우기 해 꾸 히 노력해 온 授業 方法 改善, 職業敎育博覽

, 체육 부문의 跳躍, 가정과 連繫한 독서의 생활화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인 라 조성에 基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모두가 認定하는 上 주교육이지만 ‘더 좋은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의 敵

이다’라는 자세로 한 차원 더 높게 주교육의 世界化 旗幟를 내걸고 총 14개의 重點 推進 課

題를 설정하여 작년부터 施行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학교 교육의 변화를 主唱하면서 ‘知識의 傳授’에서 ‘知識의 創出’로, 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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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은 ‘자기주도  학습의 助力 ’로 바꿔야 함을 역설해 왔으며, 나아가 ICT를 교육에  接脈

시켜야 한다는 時代的 當爲性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틀에 安住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교육은 Educare라

는 合成語가 상징하는 것처럼 經濟的 貧富나 가정 환경 여건에 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올바

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가르치는데 더 극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時代가 요구하

는 학생상인 고등정신기능이 뛰어나고 창의성이 풍부한 미래의 棟樑을 기르기 한 各種 施策

을 우리 光州가 先 的으로 推進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敬하는 敎育家族 여러분!

  우리에게는 재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近未來 社 에 나가 부단히 려오는 크고 작은 

문제를 슬기롭게 단하고 처할 수 있는 문제 解決力을 길러주어야 하는 時代的 召命이 부여

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 2003年度 주교육의 基本 方向을 시  조류에 맞추어 ‘새 時代를 열어갈 참되고 

創意的인 人間 育成’으로 설정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道德的 品性과 創意的인 能力, 健康한 體

力을 길러주는데 모든 知慧와 努力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먼 , 우리 학생들의 道德性을 涵養하는데 충실을 기하여, 도덕 교육이 참된 인간성을 기르

는 實質的 成果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 사회는 門化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개인간, 국가간 競爭이 더욱 熾熱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社  共同體의 일원으로서 개인이 지녀야 할 기본 생활 을 實踐하고, 

남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人性을 지녀야 합니다. 한 자신과 이웃은 물론 인류의 共榮

과 未來까지 함께 생각할  알며, 公正한 競爭과 協力을 통해 相生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바로 학교 교육의 요한 任務이기도 합니다.

  ‘웃는 얼굴, 바른 인사, 고운 말씨’의 치  3運動을 펼쳐 사람으로서 지키고 실천해야 할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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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과 과 질서가 존 되는 學校 文化를 造成하고, 학생 상호간의 長點을 격려할 수 있는 

‘稱讚 이어가기’ 등을 개하여, 밝고 우정 어린 학생 문화 형성과 학교 폭력이 없는 편안하고 

즐겁고 자유로운 학교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둘째로, 학생들의 創意性 啓發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무한 경쟁의 세계 무 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學生 中心의 敎授․學習 活動

으로 교육의 다양성․수월성을 추구하고, 자기 표 의 기회를 확 하여 素質과 適性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修能 試驗은 創意力과 問題 解決力, 適用 能力을 테스트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

습니다. 따라서 문제집으로 斷片的인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형태의 공부를 하고, 교사 주도의 

一方的인 暗記 授業을 해서는 결코 좋은 성 을 거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학생 스스로가 찾아보고 발견해 가는, 학습자의 能動的인 活動이 시되는 自己 主

的 學習 能力과 問題 解決力이 교육의 核心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교단 장 변화를 해 

行政力을 集中할 것입니다. 과학 교육과 기술 교육의 요성을 확산시켜 학생 심의 探究 實

驗 學習 로그램을 운 하고 職業 敎育의 內實을 기하여 지식 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創意的

인 新技術人을 育成해 나가는 데고 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한 개인의 창의 인 능력이 優待받는 사회  환경에 발맞춰 학생들의 素質 啓發과 全人的 

成長을 圖 하고, 生活 外國語 敎育을 强化하기 해 學生敎育院에 海外語學硏修 以上의 효과

를 거둘 수 있는 English Immersion Camp를 개설하여 새 학기부터 바로 운 할 것입니다.

  아울러 旣存의 ‘수업 사랑방’, ‘ 주교육아카데미’, ‘교과교육연구회’, ‘교수․학습 지원센터’에 

한 支援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오는 9월 공 정인 光州敎育情報院의 건립과 더불어 각종 

컨텐츠를 개발하고 그 기능을 최 한 발휘할 수 있도록 종합 인 지원체제를 마련할 것입니다.

  셋째로, 敎育의 均衡 發展을 追求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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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學校 體育 敎育課程을 충실히 하여 ‘보고 즐기는 체육’이 아닌 ‘生活 體育’이 活性化되도록 

하겠으며, 신인 발굴에 주력하고 기본 종목 시범학교를 운  하여 체육 우수 선수 육성에 최

선을 다할 것입니다.

  學校給食은 中學校까지 擴大 實施하며 施設 現代化를 단계 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學校 給

食 文化를 창조해 가겠으며, 中食 支援 사업도 지속 으로 실시하겠습니다.

  幼稚園 敎育 機 를 확 해 나가고, 유치원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 함은 물론, 特殊 敎育에 

한 행정․재정 지원을 통해 장애 아동들이 교육의 혜택에서 소외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집 지역에 각  학교를 新設하여 신입생 배정에 圓滑을 기하겠으며, 기존 학교와 신

설 학교 는 都․農 학교간의 교육 여건이 平準化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평

생교육정보센터와 평생학습 을 운 하여 평생교육을 더욱 擴散시켜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英才敎育의 기회를 제공하여 英才學生을 조기에 발굴하고 고  인 자원을 

육성하고자 英才學級과 英才敎育院을 設置․運營할 것입니다.

  넷째로, 信賴받는 敎育 風土 造成에 힘쓰겠습니다.

  시  당면 과제인 교육 개 을 해서는 교육 련 집단의 共同體 意識이 무엇보다도 

요합니다.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同參할 수 있는 기회를 講究하겠으며, 積極的인 校壇支援을 

통해 公敎育의 位相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해 해외 테마 연수 등 교육들이 見聞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교원의 잡무 

경감과 교과 연구회 지원, 多目的 敎室의 확보 등으로 교원들이 신명나게 勤務하면서 수업의 

內實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正直하고 有能한 교직자가 優待 받는 공정한 人事 

行政을 통해 信賴받는 敎育 風土를 造成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학생의 人權․學習權을 존 하는 가운데, 敎職員의 權 와 指 力 確保를 해 努力

할 것이며,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에 한 信賴性을 회복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입니다.



제1절 교육감 취임사, 신년사, 송년사  607

  끝으로 , 우리교육청이 特殊 施策으로 설정한 讀書의 生活化 敎育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

습니다.

  학교도서 의 리모델링 사업을 연차 으로 추진하여 도서  활용수업을 활성화시키고, 學父

母 讀書討論 와 連繫하여 독서의 생활화 교육이 가정과 사회에까지 擴散될 수 있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敬하는 光州 敎育家族 여러분!

  資源이 부족하고 經濟的 基盤이 취약한 우리 光州가 미래 사회에 앞서 나가기 해서는 敎

育 分野의 발 이 무엇보다도 요합니다.

  는 여러분의 聲援을 바탕으로 주 교육가족이 서로 信賴하고 和睦한 가운데, 사랑이 가

득한 人間化 敎育 實踐, 原則과 正 로 信賴받는 敎育行政 具現을 해 온 힘을 쏟겠습니다. 

아울러, 힘차게 世界 敎育으로 躍動하는 敎育廳이 되고자 善을 다할 것입니다.

  敬하는 敎育 同志 여러분!

  지 까지 그래 왔듯이 화려하게 빛나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변화의 主役은 우리 敎職 가 될  

것으로 는 믿습니다. 希望의 癸未年 새해를 맞아, 나라의 棟樑을 기르는 敎職 로서 歷史에 

부끄럽지 않게 時代的 使命感을 가지고 새 출발을 다짐합시다.

  년 한 해에도 光州敎育의 豊盛한 結實을 期待하며, 여러분의 家庭에 보람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衷心으로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Ⅳ. 2003년 송년사

敬하는 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親愛하는 光州 敎育家族과 學生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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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  한 해를 보내는 歲暮의 길목에 서서, 癸未年을 敬虔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돌

이켜 보면 올 한 해는 알찬 마무리와 希望찬 시작이 함께 하는 뜻깊은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國內外的으로는 이해 계에 얽힌 葛藤과 紛爭이 끊이지 않고 物質文明의 발달에 따른 保

健․環境問題와 경기 침체로 나타난 국민들의 경제  어려움 등 여러 가지 懸案들로 인해 明

暗과 浮沈이 심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시교육청은 뜻하는 일마다 상서로운 빛을 발하는 

觸手光明이란 말처럼 목표한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교육  성과를 擧揚하여 國內 上이라

고 자부하고 있는 주교육의 상을 다시 한 번 국에 誇示한 해 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21세기를 知識과 情報가 國家 競爭力의 核心 要素가 되는 사회임을 측해 

왔으며, 지식 기반 사회의 기틀이 될 創意的인 知識, 남다른 技能과 獨創的인 能力을 강조해 

왔습니다. 교수․학습 방법 개선과 敎育 現場의 정보화 마인드가 미래 한국을 이끌 礎石임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설정한 세계화를 지향하는 주교육 지표는 올바른 方向舵 음을 보여주었

습니다. 

親愛하는 주 교육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公敎育의 危機를 말하는 社  一角의 批判 속에서도 묵묵히 敎壇을 지켜왔으며,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도 敎育 的 信念과 矜持로 학생 지도에 善을 다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華麗한 成果 뒤에는 이를 해 獻身한 교육 동지 여러분의 땀방울이 있었

음을 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성 교육을 바탕으로 사회를 이끌어갈 창의 이고 능동 인 일

꾼을 양성하는 장소는 바로 學校 現場이라는 에서, 여러분의 勞苦는 무엇보다도 앞서 慰勞

와 稱 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평소 個人의 名利를 떠나 獻身과 奉仕로 사랑의 교육을 몸소 實踐하셨습니다. 

개인의 사생활도 포기하면서 不撤晝夜 학생지도에 온 정성을 다하셨고, 不適應 靑 年을 해 

다양한 로그램을 開發하고 相談을 통해 바른 길로 引 하셨습니다. 個人의 適性과 素質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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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進路 指 를 해 노력하셨고, 말로써가 아닌 眞實한 行動으로써 학생들을 바른 길로 인

도해 오셨습니다.

아울러 敎室 授業의 改善을 해 여러분께서는 지난 1년 많은 애를 써 주셨습니다. 디지털 

시 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기 해 밤을 지새우셨으며, ICT 활용 수업 

모델 정립과 一般化를 해 노력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여러분을 해 수업 사랑방을 개설하고, 교과교육 연구회 운 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이러한 하드웨어  측면보다도 여러분의 노력에 바탕을 둔 풍부한 소 트웨

어가 있었기에 많은 成果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敎育人的資源部의 ․道敎育廳 評價에서 지난 1999년과 2001년에 이어 3회 연속 

優秀 敎育廳으로 選定되는 偉業을 달성하 습니다. 한 교육청에서 3회 연속 席卷한 것은 

국 어느 시․도 교육청에서도 달성하기 힘든 業績이며 주시교육청의 빛나는 歷史로 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評價의 내용 면에서도 총 7개 역에서 4개 분야는 優秀, 3개 분야는 優秀로 선정되어 교

육의 均衡 發展과 교육 여건 개선을 한 우리 교육청의 부단한 노력을 客觀的으로 평가받았

으며 특히 評價의 核心인 公敎育 內實化 分野에서 優秀 敎育廳으로 선정된 것은 크나큰 榮

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勞苦에 慰勞와 感謝의 말 을 드리며 이 모든 

을 現場의 敎育家族 여러분께 돌리는 바입니다.

敬하는 주 시민 여러분!

우리 주교육 발 을 해 애정과 심으로 지켜보시고 聲援을 아끼지 않으신 데 해 甚

深한 敬意를 표합니다. 內實 있는 학교 교육은 여러분들의 希望과 信賴 속에 이루어진다고 생

각합니다.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이룬 학교 공동체 문화는 敎壇 雰圍氣를 力動的으로 이끌

었으며, 교사가 교수․학습에 념할 수 있는 學校 文化 構築에 노력해 주셔서 믿음과 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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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학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配慮와 支援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올해 입 수학 능력 시험에서 주는 응시자가 많이 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平均 點

數는 국 平均을 훨씬 上廻하 으며 1등  高得點 가 작년보다 300명이 늘어나 국 평균 

1.5배 이상 增加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선생님과 교육청의 시책을 믿고 

따라  학부모님의 聲援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首都圈에 비해 劣惡한 件에도 불구하고 수

시 형에서 좋은 결과를 擧揚하고 있고, 고학력에 바탕을 둔 우리 지역의 인재들은 한 시

의 棟樑으로서 맡은 바 役割을 충실히 遂行할 것입니다.

년 처음으로 실시했던 English Immersion Camp는 海外 語學 硏修 이상의 효과를 거두어 

학생과 교사들로부터 큰 呼應을 얻었으며, 우리 교육청이 개했던 ‘學校 暴力, 中途 脫落, 담

배 煙氣 없는 學校 만들기의 3無 運動’과 義․藝鄕 정신의 繼承發展의 노력은 학교를 人性 敎

育의 場으로 만들고자 하는 학부모와 시민 여러분의 聲援이 함께 했기에 큰 成果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敬하는 敎育家族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보와 지식이 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附加價値 創

出의 源泉으로 작용하고, 이를 매개로 국가, 지역, 개인간의 相互 依存性이 강화되는 知識 情

報 社 에 進入해 있습니다. 정보의 무한 복제가 가능해지면서 정보의 폭발  증가와 수명이 

加速的으로 짧아지고, 유통 방식에도 획기 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사 주도의 획일 인 방식으로 量的 知識을 傳授하고 暗記하도록 하는 시 는 지났

습니다. 인터넷이라는 지식과 정보의 바다에 있는 학생들에게 지식의 암기나 축 은 과거처럼 

그다지 의미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지난 9월 光州敎育情報院을 개원하여 주교육 정보화의 고도화와 함

께 情報 通信 技術이 몰고 오는 변화와 지식을 교육 장에 바로 接脈할 수 있는 基盤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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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敎育人的資源部의 敎育情報化 平價에서 2001년에 이어 다시 

優秀 敎育廳으로 選定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교육 패러다임에 부응하기 해 우리 교육청이 特殊 施策으로 추진하고 있는 

讀書의 生活化 敎育은 국 인 모범사례가 되었습니다. 학부모독서회는  학교에서 활성화

되었으며, 學校圖書館에서 직  수업을 실시할 수 있게 추진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 도서

의 요성을 재인식시켰고 도서  활용 수업은 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만

족하지 않고 독서를 통해 폭넓은 교양을 쌓고, 정보 생산력을 높임으로써 평생 학습의 기틀을 

정착시키기 해 앞으로도 계속 邁進할 것입니다.

學校 體育의 活性化 成果로 제32회 全國 年體育大 에서는 歷代 가장 많은 31개의 메달

을 비롯하여 총 74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종합 순  6 에 진입하는 최고의 성 을 거두었습니

다.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선수 육성에 최선을 다한 

장 지도교사와 코치, 그리고 계자 여러분의 勞苦의 結實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해 등학교 4개교, 학교 1개교, 고등학교 2개교를 新設하 고, 교

실 118실을 增築하여 2002학년도 비 고등학교는 학 당 35명에서 34명으로, ․ 학교는 

39명에서 각각 37명 수 으로 낮춰 학교 신설과 학 당 인원수 감축을 통한 敎育 件 改善 

事業을 지속 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교육인 자원부의 學校施設 施工 優秀

學校 評價에서 풍암고등학교가 선정되는 을 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열린 행정을 통한 

信賴받는 敎育 行政의 구 에 힘써 監査院의 자체감사기구 운  실  評價에서 敎育自治團體 

분야 優秀機關으로 選定되기도 했습니다.

科學 人口의 변 擴大와 人的資源 開發을 해 과학기술과를 과학기술인 자원과로 확  

개편하는 한편 주 지역 14개 유 기 이 참여하는「 주 역시인 자원개발회의」를 발족하

고 4개 역 11개 분야의 인 자원 개발과 련한 기본 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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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 습니다. 

이와 함께 36개 학교의 과학실험실을 화하 으며, 과학교육 선도학교, 과학교실 운 , 4

개의 재교육원과 14개 재학 을 내실 있게 운 해 왔습니다.

는 이러한 成果를 바탕으로 우리 교육청이 목표로 삼고 있는 ‘새 시 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 인 인간 육성’의 課題를 완수하는 데 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해 獻身해 오신 교육

가족 여러분의 勞苦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親愛하는 敎育家族 여러분!

한 해가 뉘엿뉘엿 물어 가는 歲暮에 지난 1년의 功過를 되돌아보면 安堵와 함께 한편으로

는 아쉬움이 교차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교육의 危機라는 걱정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진정 국가의 未來를 책임지는 자세로 열심히 努力해 왔습니다. 

이제 달력의 마지막 장을 넘기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교육의 본질에 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어디에 서 있어야 하며, 우리가 교육자로서의 自 心과 自負心을 지

켜가기 해 학생과 학부모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할 것인가를 苦悶해야 할 것입니다.

 한 올해 여러분이 보내주신 聲援을 등에 업고, 사랑과 신뢰가 가득한 人間化 敎育 實

踐, 原則과 正道로 信賴받는 敎育 行政 具現을 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새해에도 여러분의 家庭에 健康과 幸運이 가득하시기를 衷心으로 기원하며, 지난 1

년 동안의 勞苦에 거듭 慰勞와 感謝의 말 을 드립니다.

感謝합니다.

Ⅴ. 2004년 신년사

  敬하는 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親愛하는 光州 敎育家族과 學生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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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家庭에 幸運과 健康이 함께 하시기

를 祈願합니다. 黎明의 햇살 속에 가득한 희망과 더불어, 서로 양보하고 화합하는 가운데 올 

한 해가 安定되고 믿음이 충만한 社 가 되기를 所望해 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光州敎育의 새로운 跳躍과 發展을 해 묵묵히 애써오신 敎職  여러

분, 熱誠的인 協助와 支援을 아끼지 않으신 敎育委員님을 비롯한 民, 學父母님 여러분께 敬

虔한 마음으로 삼가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親愛하는 敎育家族 여러분!

는 해마다 새해가 되면 교육의 여러 분야 에서 우리의 심과 손길이 미치지 않은 부분

이 있는가 되돌아 보면서 새롭게 마음을 다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激變하는 시  潮流 속에서 

국내 上에 이른 주교육의 位相을 더욱 확고히 다지고, 우리 학생들이 21세기 세계의 主

役으로서 손색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善을 다했는지 자문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人的資源이 競爭 社 를 헤쳐 나갈 無限 資産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

니다. 세계의 선진국들이 국가의 運命을 교육에 걸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基礎敎育에서부터 

高等敎育  平生敎育에 이르기까지 巨視的 計劃의 틀을 立案하고 推進해야 할 과업을 안고 

있습니다.

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情報化․世界化는 정치․경제  국경을 稀微하게 만들고 있기에 

과거 산업화 시 의 교육 패러다임을 정보화 사회에 걸맞게 轉換하는 것은 국가의 生存과도 

直結되는 切迫한 問題가 아닐 수 없습니다.

國家 指 와 우리 교육자의 올바른 상황 인식은 미래의 命運을 가름하는 要諦입니다. 歷

史는 반복을 거듭한다고 합니다만 1세기  우리 先祖들은 세계의 列强과 함께 근 화의 길을 

걸을 수 있었으나 도도한 발 의 물결에 합류하지 못하여 艱難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

니다. 이러한 역사  사실을 前提해 보면 이제 創意的인 인재의 양성은 한 지역의 문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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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국가의 進運이 걸린 課題가 아닐 수 없습니다.

公敎育의 危機란 말은 우리 교직자에게 보내는 단순한 不信의 표 이 아니라 변하는 교육 

환경에 빠르게 처하고 교단 장의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요구하는 峻嚴한 목소리라고 생

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國內 優秀 敎育廳으로 3회 연속 選定되는 등 刮目할 만한 성장을 거두었습

니다. 이는 우리가 先 的으로 추진하여 모든 시․도교육청의 모델이 되었던 敎育 情報化 事

業, 학생들의 思 力을 키우기 해 꾸 히 노력해 온 授業 方法 改善, 科學 敎育과 實業 敎育

의 活性化, 敎育 件 改善 事業, 體育 부문의 跳躍, 가정과 연계한 讀書의 生活化 敎育 등 다

양한 교육 인 라 조성에 基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학교 교육의 변화를 主唱하면서 ‘知識의 傳授’에서 ‘知識의 創出’로, 교사의 

역할은 ‘자기 주도  학습의 助力 ’로 바꿔야 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틀에 安住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經濟的 貧富나 가정 환경 

여건에 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가르치는데 더 극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今年에는 우리 敎育廳이 選定한 各種 施策 에서도「公敎育 內實化」,「私敎育費 

節減」,「光州敎育情報院의 機能 活性化」에 力點을 두고 교육 행정력을 집 하여 추진해 나

가겠습니다.

敬하는 敎育家族 여러분!

우리에게는 재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近未來社 에 나가 부단히 려오는 크고 작은 문

제를 슬기롭게 단하고 처할 수 있는 問題 解決力을 길러주어야 하는 時代的 召命이 부여되

어 있습니다. 

이를 해 2004年度 주교육의 基本 方向을 시  潮流에 맞추어 ‘새 時代를 열어갈 참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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創意的인 人間 育成’으로 설정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道德的 品性과 創意的인 能力, 健康한 體

力을 길러주는 데 모든 知慧와 努力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먼 , 우리 학생들의 道德性을 涵養하는데 충실을 기하여, 도덕 교육이 참된 인간성을 기르

는 實質的 成果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 사회는 門化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개인간, 국가간 競爭이 더욱 熾烈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社  共同體의 일원으로서 개인이 지녀야 할 기본 생활 을 實踐하고, 

남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人性을 지녀야 합니다. 한 자신과 이웃은 물론 인류의 共榮

과 未來까지 함께 생각할  알며, 公正한 競爭과 協力을 통해 相生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바로 학교 교육의 요한 任務이기도 합니다. 

‘웃는 얼굴, 바른 인사, 고운 말씨’의 親切 3運動과 3無 運動을 펼쳐 사람으로서 지키고 실천

해야 할 덕목과 질서가 존 되는 學校 文化를 造成하고,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끝까지 보호

하고 책임지는 교육 행정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둘째로, 학생들의 創意性 啓發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무한 경쟁의 세계 무 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學生 中心의 敎授․學習 活動

으로 교육의 多樣性․秀越性을 추구하고, 자기 표 의 기회를 확 하여 素質과 適性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학생 스스로가 찾아보고 발견해 가는, 학습자의 能動的인 活動이 시되는 自己 主

的 學習 能力과 問題 解決力이 교육의 核心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교단 장 변화를 

해 行政力을 集中할 것입니다. 科學 敎育과 技術 敎育의 요성을 확산시켜 학생 심의 探究 

實驗 學習 로그램을 운 하고 職業 敎育의 內實을 기하여 지식 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創意

的인 新技術人을 育成해 나가는 데도 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개인의 창의 인 능력이 優待받는 사회  환경에 발맞춰 학생들의 素質 啓發과 全人的 成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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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圖 하고, 生活 外國語 敎育을 强化하기 해 學生敎育院에 海外 語學硏修 以上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English Immersion Camp를 확  운 할 것입니다.

아울러 旣存의 ‘수업 사랑방’, ‘ 주교육아카데미’, ‘교과교육연구회’, ‘교수․학습 지원센터’에 

한 支援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로, 敎育의 均衡 發展을 追求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체육 교육 과정을 충실히 하고, 신인 발굴에 주력하며 기본 종목 시범학교를 운 하여 

체육 우수 선수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學校 給食은 학부모님들의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良質의 식자재를 공 하도록 하고 

施設 現代化를 단계 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學校 給食 文化를 창조해 가겠으며, 中食 支援 사

업도 지속 으로 실시하겠습니다.

幼稚園 敎育 機 를 확 해 나가고, 유치원 교육 과정을 충실히 운 함은 물론, 特殊 敎育에 

한 행․재정 지원을 통해 장애 아동들이 교육의 혜택에서 소외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人口 集中 지역에 각  학교를 新設하여 신입생 배정에 圓滑을 기하겠으며, 기존 학교와 신

설 학교, 는 都․農 학교간의 교육 여건이 平準化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英才敎育의 기회를 제공하여 英才學生을 조기에 발굴하고 고  인 자원을 

육성하고자 英才學級과 英才敎育院을 내실 있게 運營할 것입니다.

넷째로, 信賴받는 敎育 風土 造成에 힘쓰겠습니다.

시  당면 과제인 교육 개 을 해서는 교육 련 집단의 共同體 意識이 무엇보다도 

요합니다.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同參할 수 있는 기회를 講究하겠으며, 積極的인 敎壇 支援

을 통해 公敎育의 位相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해외 테마 연수 등 교원들이 見聞을 넓힐 수 있는 자율 연수 기회를 확 하겠으며, 교원의 

잡무 경감과 교과연구회 지원 등으로 교원들이 신명나게 勤務하면서 수업에 충실을 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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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正直하고 有能한 교직자가 優待받는 공정한 人事 行政을 통해 信

賴받는 敎育 風土를 造成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학생의 人權․學習權을 존 하는 가운데,  敎職員의 權 와 指 力 確保를 해 努

力할 것이며,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에 한 信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교육청이 特殊 施策으로 설정한 讀書의 生活化 敎育과 文化藝術 敎育의 活性

化를 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시를 文化 中心 都 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施策에 발맞춰 1교 1특성화 문화 술 

교실을 운 하여 학생들의 문화 공간이 되도록 하겠으며 학생들이 직  체험하고 느끼는 청소

년 거리 술제 등 다양한 文化祝祭를 개최하여 격조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附加價値가 

높은 文化産業을 개발하는 기 교육에도 力點을 둘 것입니다.

敬하는 光州 敎育家族 여러분!

資源이 부족하고 經濟的 基盤이 취약한 우리 光州가 미래 사회에 앞서 나가기 해서는 교

육 분야의 발 이 무엇보다도 요합니다.

는 여러분의 聲援을 바탕으로 주 교육가족이 서로 信賴하고 和睦한 가운데, 사랑이 가

득한 人間化 敎育 實踐, 原則과 正道로 信賴받는 敎育行政 具現을 해 온 힘을 쏟겠습니다. 

아울러 힘차게 世界 敎育으로 躍動하는 敎育廳이 되고자 善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해 다른 지역의 많은 敎育廳과 學校 계자들이 우리 교육청을 訪問하여 우리가 펼쳐온 

정책과 실천 과제를 확인하고 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자만하지 말고 더욱 警覺心을 가지

고 맡은 분야에 힘써야겠으며 새로운 課題를 創出하는데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敬하는 敎育 同志 여러분!

지 까지 그래 왔듯이 화려하게 빛나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변화의 主役은 우리 敎職 가 될 

것으로 는 믿습니다. 希望의 甲申年 새해를 맞아, 나라의 棟樑을 기르는 敎職 로서 歷史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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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럽지 않게 時代的 使命感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합시다.

지난해 우리가 거둔 교육  성과를 내외에 알리는 많은 래카드가 교육청에 높이 내걸렸

습니다. 년에도 光州敎育의 豊盛한 結實을 期待하면서 여러분의 家庭에 보람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衷心으로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Ⅵ. 2004년 송년사

敬하는 光州 民 여러분!

그리고 光州 敎育家族과 學生 여러분!

국내외 으로 多事多難했고 우리 敎育廳도 기쁨과 안타까움이 함께 했던 甲申年을 보내며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했다는 충만한 마음이 아니라 순간의 잘못된 단으로 큰 어려움을 겪

고 있는 학생들을 생각하며 착잡한 심정으로 年의 말 을 드립니다.

학부모님과 각 학 總長님께 보낸 書翰文에서 말 드린 것처럼 책상머리에 목표와 다짐을 

써놓고 늘 마음에 새기면서 자기와의 싸움을 이겨내기 해 온갖 苦痛과 倦怠를 참아가면서 

밤낮으로 勉學에 정진해온 사랑하는 수험생과 새벽기도하는 심정으로 이들의 뒷바라지에 정성

을 다 쏟아오신 학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송구스러운 뜻을 표하며 우리들이 교육 본질 인 자

세로 가르치는 데는 보다 소홀하지 않았는가 되돌아 니다. 

는 이번 修能의 불미스러운 일을 교훈 삼아 주교육의 名譽를 회복하고 교육의 체제와 

구조, 방법 등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며, 이미 그 구체 인 방안을 마련 에 있습니다.

親愛하는 光州 敎育家族 여러분!

돌이켜 보면 우리 주 교육가족은 실에 安住하지 않기 해서 해마다 이때가 되면 교육

의 成果를 정리하고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면서 주교육의 位相을 높여왔습니다. 는 반석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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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튼튼한 주교육의 底力과 주시민의 聲援은 어떠한 艱難도 극복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수능 사건 직후 학 방문단을 구성하여 국 100여 개의 주요 학을 방문한 결과 많은 

학 총장님이 격려의 答信을 보내왔으며 헌신 으로 처하는 우리 교육청의 노력에 성원을 아

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고교교육 정상화 책 원회』를 발족시켜 주의 자존심과 명

회복을 해 과감한 쇄신책을 마련하는 등 도약의 발 으로 삼고자 切齒腐心해 왔습니다. 

주 교육가족 모두가 이러한 아픔과 자책감 속에서도 묵묵히 敎壇을 지켜왔으며, 사회의 

다양한 要求 속에서도 교육자  信念과 矜持로 학생 지도에 善을 다해 왔습니다. 학교 장

에서 밤을 새워가며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開發하고,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보충․자율학

습 컨텐츠를 학생들에게 提供해 왔으며, 창의 인 學生像을 鼎立하는데 애를 써 왔습니다.  

동시에, 여러분께서는 우리 교육청이 역 을 두고 추진해 왔던「공교육 내실화」,「사교육비 

감」,「 주교육정보원의 기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 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年初부터 

계획하고 추진한 이 3  역 사업은 교육인 자원부가 이 정책을 발표하기 부터 비한 것

으로서 e-Learning 교육의 국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 우리 교육청이 심을 갖고 持續的으로 推進해 온 ‘수업 사랑방’, ‘교과교육연구회’, ‘

주교육아카데미’, ‘ 란교실’의 成果는 여러분의 땀과 犧牲을 기반으로 하 음을 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 일각에서는  학교 교육의 목표가 흔들리고 正體性이 喪失 다는 批判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의 門的인 知識과 獻身的 努力에 바탕을 둔 가르침은 주교육의 가

장 큰 滋養分이었으며, 首都圈에 비해 劣惡한 여건임에도 주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의 정상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敬하는 光州 民 여러분!

우리 주교육 발 을 해 여러모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를 보내주셔서 심심한 敬意를 표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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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內實 있는 학교 교육은 여러분들의 심과 신뢰 속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이룬 학교 공동체 문화는 敎壇을 力動的으로 이끌었으며 특히 선생님들이 교

수․학습에 념하고, 믿음과 和睦 속에서 학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配慮를 아끼지 않

으셨습니다.

公敎育의 危機를 걱정하는 일반의 분 기 속에서도 주교육에 한 학부모님들의 信賴가 

있기에 학교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학부모님들의 熱望에 부응하여, 서로 돕고 이

해하는 許容的인 敎室 雰圍氣를 형성하는데 倍前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학생들

이 올바른 道德性과 人間性의 바탕 에서 共同體 意識을 涵養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우리의 교육에 해서 改善의 노력을 요구하는 論이 많은 것도 실입니다. 교육에 한 

根源的 診斷과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오래 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課題 습니

다. 교육을 世俗的인 出世나  地位 向上의 수단으로만 보는 생각은 우리의 교육을 入試 指向

으로 기울게 했으며, 私敎育과의 경쟁 속에서 知識 暗記 주의 注入式 敎育을 래하는 결과

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敬하는 敎育家族 여러분!

년 입 修能 결과, 주는 학수학능력시험이 도입된 1994년 이후 高의 成績을 거두

었습니다. 언어, 수리, 외국어 역에서 1등 을 차지한 수험생 비율이 6.63%로, 全國 平均 4%

보다 1.7배나 높은 結果를 가져왔습니다만 뿌듯해 할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학수학능력시험은 간단히 想起해서 답할 수 있는 기억력에 의존하지 않고 주어진 문제

를 해결하고, 推理하며, 分析하고, 探究하는 思  能力을 평가하는 데 주안 을 두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는 지식기반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성, 문제해결능력과 

한 련을 갖고 있으며, 학교 교육 장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聯關性을 지니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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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오늘날 經濟 大國, 文化 大國일수록 국민 기  교육

에 많은 豫算을 투입하고 있으며, 교육 從事 들은 교육 개 을 해 分秒를 아껴가며 연구와 

교육에 邁進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시 의 흐름에 부응하기 해 지난 한 해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는 이러한 成果를 바탕으로 ‘새 시 를 열어갈 참되고 創意的인 

人間 育成’의 課題를 完遂하는 데 全力을 다할 것입니다.

학교는 바른 人性을 가지고 創造的인 일에 從事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기르며, 사회

와 국가 발 에 기여하는 건 한 시민을 육성하는 役割을 主 的으로 遂行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이제 마지막 달력을 넘기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敎育의 本質에 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

니다. 그리고 학부모로부터 公敎育의 信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努力을 競走해야 할 것

입니다. 도 여러분과 함께 사랑과 신뢰가 가득한 인간화 교육 실천, 原則과 正道로 信賴받는 

敎育 行政 具現을 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健康과 幸運이 가득하시기를 衷心으로 기원하며, 지난 

1년 동안의 勞苦에 거듭 慰勞와 感謝의 말 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Ⅶ. 2005년 신년사

敬하는 光州 民과 敎育家族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學生 여러분!

乙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儒學에서는 닭이 德性있는 動物을 상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머

리의 벼슬 모양에서 文, 발로 相 를 攻擊하는 모습에서 武, 敵을 향해 突進하는 勇氣에서 勇, 

飮食을 보고 同僚를 부르는 모습에서 仁, 어김없이 때를 맞춰 운다는 에서 信을 각각 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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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五德을 갖춘 動物로 描寫하 습니다. 黎明의 햇살처럼 올 한 해도 닭의 德性이 함께 하

여 安定되고 서로 믿는 좋은 社 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더불어, 새 해를 맞아 여러분의 家庭에 幸運과 健康이 함께 하기를 祈願합니다. 그리고, 지

난 한 해 동안 光州敎育의 새로운 跳躍과 發展을 해 묵묵히 애써오신 敎職  여러분, 열성

인 協助와 支援을 아끼지 않으신 교육 원님을 비롯한 시민, 학부모님 여러분께 敬虔한 마

음으로 삼가 새 해 인사를 드립니다. 

親愛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지난 한 해는 많은 敎育的 成果도 거두었지만 커다란 試鍊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 교육

가족 모두의 지혜를 모으고 시민과 학부모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를 깎는 自省 속에 敎育의 

本質에 해 다시 한번 綿密히 검토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敎育은 미래를 비하는 社 的 機能이 크기에 情報化와 生命工學의 發展을 심으로 한 技

術 革新과 이에 따른 社  構造의 변화를 슬기롭게 이겨내기 해서는 未來 社 를 이끌 수 

있는 敎育의 目標設定이 무엇보다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多媒體 情報社 는 부분의 製造 活動과 서비스 活動이 電算化․自動化됨으로써 모든 과정

을 制御하는 소 트웨어와 그 안에 담긴 아이디어가 핵심 요체입니다. 

따라서 情報와 知識을 더 많이 소유하는 사람이 새로운 엘리트층을 형성하게 되며, 이들에

게 가장 요한 創意性과 機敏한 適應力을 길러주는 것은 우리 敎育이 指向해야 할 가장 큰 

課題입니다.

한 인간이 動物的인 欲求와 社 的 慾望으로만 살지 않고 崇高한 삶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共同體 속에서 실 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는 道德的 價値와 倫理的 規範을 일구고 지켜 나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도덕  삶을 익히고 윤리  태도를 涵養하는 ‘人性 敎育’도 우리 교

육의 指向點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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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육청은 그 동안 땀흘려 이루어 놓은 敎育 인 라를 바탕으로 自己主 的 學習 能力

을 기르고, 健全한 人性과 創意性을 涵養하며, 열린敎育 風土 造成과 敎育 情報化 實現을 해 

愼重하면서도 積極的인 施策을 先 해 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제를 실 하고 지난해 실추된 주교육의 명 를 회복하기 해 2005學年度에

는 光州敎育의  시책 「孝 實踐 運動」,「漢字敎育 强化」,「사이버 家庭學習 活性化」,

「補充․自律學習 完全 自律化」,「文化敎室 運營」등 5大 力點事業에 교육 행정력을 집 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學生들이 社 環境에 바르게 適應하면서 바람직한 未來像을 열어갈 수 있도록 지도하

고, 人權이 重되는 즐거운 學校風土를 造成함은 물론, 家庭과 連繫된 禮節 敎育을 통해서 人

性敎育을 强化해 나가겠습니다.

부모와 이웃 어른을 공경하는 ‘孝 實踐 運動’과 함께 평생 잊지 못할 좋은 을 모아 ‘漢字 

讀本’을 제작하여 漢字 習得은 물론 인성교육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과 他 ․道에서 開發한 교육자료를 統合的으로 檢索하여 이용할 수 있는 

주교육정보원의 ‘敎授-學習 支援 센터’를 內實있게 運營하고, EBS 修能 방송의 내용을 우리 

학생들의 수 에 맞도록 재편성하여 放映하며, 사이버상에서 반을 편성하여 보충․심화학습을 

하는 ‘사이버 家庭學習’을 활성화시켜 公敎育을 內實化하고 私敎育費를 輕減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고등학교의 보충․자율학습을 完全 自律化하여 희망하는 학생만을 심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各界各層으로 구성된「 주학교교육정상화 책 원회」에서 여러 가지 刷新 方案이 

마련되면 합의된 개선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만 2005학년도부터 보충․자율학습은 완 히 

자율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를 文化中心都 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시책에 맞추어 문화 술교육 기

반 조성과 학생들의 문화활동을 해 1교 1특성화 文化藝術敎室을 운 하고, 각 학교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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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표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한 문화 술 테마체험학습과 光州學生文化藝術大賞制를 

시행하여 藝鄕 人才를 발굴․지원하는 등 다양한 문화 술 교육에도 역 을 둘 것입니다.

敬하는 光州 敎育家族 여러분!

‘생각은 世界的 次元에서, 行動은 地域的 次元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地方化는 미래 사회

의 요한 特徵입니다. 資源이 부족하고 經濟的 基盤이 취약한 우리 光州가 미래 사회에서 지

역의 特殊性을 살려 가는 데는 敎育이 무엇보다도 요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學生 個個人으로 하여  知識基盤社 에서 創意的 力量을 마음껏 發揮하게 

하고 국가와 지역 사회의 棟樑으로 成長할 수 있도록 敎育施策에 反影하 습니다.

는 교육가족과 학부모님께서 에게 맡겨주신 임무를 充實히 遂行하기 해 노력할 것이

며 주교육의 자존심과 명 회복을 해 결연한 의지로 교육시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아울

러 에게 보내주신 聲援에 힘입어 사랑과 신뢰가 가득한 人間化 敎育 實踐, 原則과 正道로 

信賴받는 敎育行政 具現을 해 온 정성을 다하겠으며 힘차게 世界로 躍動하는 敎育廳 만들기

에 善을 다하고자 합니다.

敬하는 敎育 同志 여러분!

希望의 乙酉年 새해를 맞아, 한 時代의 棟樑을 기르는 敎育 로서 歷史에 부끄럽지 않게, 時

代的 使命感을 가지고 새출발을 다짐합시다.

년 한 해에도 光州 敎育의 豊盛한 結實을 期待하며, 여러분의 家庭과 職場에 보람과 기쁨

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衷心으로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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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2005년 송년사

  敬하는 光州 民 여러분!

  그리고 光州 敎育家族과 學生 여러분!

  배우고 가르치는데 온 정성을 다한 乙酉年 한해가 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으뜸 光州 

敎育’에 목표를 두고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거 한 時代 變化의 흐름 속에서 敎育立

國의 未來를 해 노력해 왔습니다. 언제나 알찬 교육  結實을 맺는 자부심에는 교육동지 여

러분들의 獻身과 勞苦가 함께 하고 있음을 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자

리를 빌어 충심으로 感謝의 말 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감내하기 힘들었던 아픔과 자책감 속에서도 주시민의 성원을 바탕으로 주

교육의 명 회복을 해 최선을 다한 한 해 습니다. 

  국내외 으로는 우리를 신명나게 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일본의 歷史敎科書 歪曲, 사립학교

법 改定 문제, 환자 맞춤형 기세포 논문 眞僞 論難 등 힘들고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도 참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안들을 할 때마다 道德的이고 原則的이며 人間的인 사람, 過

程을 重하며 誠實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敎育的 

課題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親愛하는 敎育家族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가 ‘새 시 를 열어갈 참되고 創意的인 인간 육성’의 敎育 指標 아래 시행해 

왔던 다섯 가지 重點 施策과 두 가지 特殊 施策은 무한 경쟁 시 를 맞이하여 새로운 發想으

로 주교육을 이끌어가려는 우리의 의지가 集約된 力點 施策이었습니다. 우리는 학습자 스스

로 자신의 꿈과 비 을 키울 수 있도록 개개인의 소질과 특성을 최 한 發揮할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하기 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더불어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걸맞도록 지속

으로 革新해 나가면서『학교교육 쇄신을 한 5  과제 실천』,『 주교육아카데미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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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운 』,『국한문 혼용 한자독본 제작․활용』,『 란교실 운 』,『학교도서  리모델

링』,『 ․ 등 EIC 운 』,『제2외국어 선택과목 학 탁교육』,『논술교육 로그램 운

』과 같은 우수한 교육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는 실력 주의 통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6학년도 학수학능력시험에서 1등  비율이 6.4%로 국 평균의 1.6배나 높았으며 특히 

언어 역의 경우 1.9배로 다른 역보다 뛰어난 성 을 거양하여 특수시책인 독서의 생활화

교육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과학 람회에서는 의 통령상을 수상하

으며, 실업계 고교 학생들의 實務 능력  장 適應力을 제고하기 해 비즈쿨  학교별 창

업 동아리 운 을 바탕으로 한 제1회 주 학생 벤처 창업 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둘째로, 敎育情報院을 심으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사이버 가정 학습의 實效性을 제

고하기 해 e-러닝 체제를 구축하고, 교육 정보 인 라의 高度化를 해 노력하 습니다. 교

수․학습용 우수 콘텐츠 개발  One-stop 서비스 제공, 유비쿼터스 교육 환경 개발, ICT 활

용 능력 신장  학생 素養 敎育의 내실화 등으로 우리 교육청이 e-러닝․교육정보화 優秀 

敎育廳으로 선정되었으며 국 소 트웨어 공모 에서는 통령상을 수상하 습니다. 한 ‘빛

고을 넷사랑 운동’과 스리랑카의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은 교육정보화를 선도하는 우리 교육청

의 큰 업 이었습니다. 

  셋째로, 문화 술교육의 기반을 구축한 한해 습니다. 문화교실 표  모델을 개발하 고 소

외지역 학생을 한 문화 술체험 기회를 제공하 으며  술 재 발굴에도 힘썼습니다. 우

리 학생들을 문화 심도시 주의 位相에 걸맞은 1등 문화 시민으로 양성해 나가고, 품격 있

고  바른 자랑스런 주 학생상 정립뿐만 아니라 효사랑 실천 5운동을 통해 효 심의 傳

統 禮節 文化를 繼承할 수 있도록 하 습니다.

  넷째로, 業務 신체제를 구축․운 하 습니다. 학교 교육 쇄신을 한 5  과제를 설정하

여 공정한 성  리, 부정행  없는 학교, 학생의 학습권 신장, 교육과정의 정상화, 명상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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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운  등을 통한 인성교육을 실시하 습니다. 동시에 교육행정 성과 리 체제를 마련했으

며, 교육 수요자 심의 업무 신을 해 現場과 民願 심의 刷新 方案을 지속 으로 추진

해 왔습니다. 신설학교 조기 완공으로 행화된 민원을 해소하 으며, 청렴도 평가결과 년

비 改善度가 국에서 가장 높은 성과도 거뒀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고에 로와 감사의 말 을 드리고, 이 모든 榮光을 장의 교육 가

족 여러분께 돌리는 바입니다. 

  敬하는 光州 民 여러분!

  언제나 주 교육의 든든한 後援 가 되어 주시고, 때로는 따끔한 叱責과 激勵로 聲援해 주

신 데 하여 심심한 敬意를 표합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支援과 期待가 있기에 주 교육의 

未來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선진국 열에 합류하는 국민 소득 2만 달러의 문턱에서 10년 가까이 

流하고 있는 것이 실입니다. 더불어 靑年 失業의 장기화, ․장년층의 早期 職이 일반화

되고 있기도 합니다. 동시에 出産率 低下  老齡化의 속한 진 으로 인해 사회의 力動性이 

날로 떨어진다는 우려를 안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直面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는 결국 지식 기반 사회로의 이행, 양질의 인재 확

보 등 인재 강국의 實現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우리는 周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 1년의 교육 성과를 되돌아보는 가운데 참신한 교육 革新 사례를 공유하

며, 미래 교육을 先 하기 해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교육의 수월성과 다양

성을 존 하는 敎育 風土를 造成하기 해 힘쓸 것이며, 자 정보 시 에 부응한 다양한 學

習 戰略을 수립하여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棟樑을 양성하는 데 寸刻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건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役割을 發揮할 수 있도록 모든 역

량을 집 하겠습니다.

  親愛하는 敎育 家族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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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정보 명에 이어 유비쿼터스 명이라는 變革의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우

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교육 활동에 어떻게 接木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GE를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키워낸 잭 웰치 회장은 經營 활동 시간의 70%를 인재 육성과 

확보에 投入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달력을 넘기며 다시 한 번 교육자로서의 책무를 생각

해 시다. 

  시시각각으로 려오는 변화의 물결과 함께 자라나는 우리 아이를 해 ‘나는 무엇을 할 것

인가?’를 늘 생각하며 다가오는 새해도 힘찬 발걸음으로 출발해 시다. 

  끝으로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며, 지난 1

년 동안의 노고에 거듭 慰勞와 感謝의 말 을 드립니다.

  感謝합니다.

Ⅸ. 2006년 신년사 

  敬하는 光州 民 여러분!

  그리고 光州 敎育家族과 學生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計劃을 세우고, 抱負와 覺悟를 다지는 시간입니

다. 유난히 폭설과 추 가 심했던 지난 겨울을 딛고 일어서서 원 한 希望을 일구는 올 한 해

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 교육의 새로운 跳躍과 發展을 해 묵묵히 애써 오신 교직자 여러분, 

열성 인 協助와 支援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敬虔한 마음으로 幸運과 健

康이 함께 하시기를 祈願하면서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지만, 올해 丙戌年을 바라보며 天干地支의 조화 속에 새

해의 期待와 所望을 담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합니다. 五行으로 따지면 丙은 불[火], 戌은 

흙[土]에 해당하기에 丙戌年 올 한 해는 자애롭고 따사로운 大地의 기운을 받아 우리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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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추진할 靑寫眞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親愛하는 敎育家族 여러분!

  敎育이 국가 발 의 礎石이라는 에서 볼 때, 지 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바람직한 교육의 

모습을 明瞭化하고, 이를 토 로 올바른 方向을 設定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치고 

배운다는 교육의 本源的 意味는 변하지 않겠지만, 교육의 내용과 방법, 상 등에서는 이미 상

당한 變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교육 체제가 보다 開放的이고 融通性 있게 운 될 수 있도록 정비

하고, 실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데 渾身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

니다. 

  이의 일환으로, 올 한 해에는 5  시책과 2  특수시책을 기반으로 하여 “학생에게는 

꿈을, 교직원에게는 보람을, 학부모와 시민에게는 감동을” 주는 교육청이 되고자 4  역 시책

을 수립하고 10개 역 사업을 마련하 습니다. 그리고 2010년까지 實力과 顧客滿足度, 淸廉度

에서 최고가 되는 것을 우리 교육청의 비 으로 설정하여 今年을 그 元年의 해로 삼고 교육 

행정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먼 , 實力 光州의 持續입니다. 

  주 교육의 位相은 실력 주에서 나온 것으로 自他가 認定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名

聲은 면면히 이어왔고 앞으로도 지속 으로 높여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길러야 할 人材는 주어진 문제에 한 창의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는 지  역량을 

갖춘 知識 創出 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해 기 ․기본 교육을 충실히 하면서도 교육

의 多樣性․秀越性을 提高할 수 있도록 재교육, 수 별 교육  국제 교류 교육을 活性化할 

것입니다. 

  사이버 논술학습과 개별 첨삭지도를 통한 ‘맞춤식 논술교육’과 수요자 심의 ‘방과후 학습’, 

등학교의 ‘보육 로그램을 확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외국어 고등학교 신설’을 추

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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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로, 敎育情報化 先 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 2000년 국 최 로 고속 단일 통신망으로 구축하여 교육정보화 분야

에서도 국을 선도해왔습니다. 그러나 敎育情報化는 변화와 발 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지

까지 거둔 성과에 만족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을  어떻게 교육 장과 목시키느냐에 따라 미

래 교육의 모습은 判異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수 별 사이버 강좌 운  등 ‘사이버 가정학습을 활성화’시키겠으며, 소득 자녀에게 학비

와 식비뿐만 아니라 PC  인터넷 통신비까지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 통신 보안 인 라를 강화하고 정보화 역기능을 방지하기 하여 ‘빛고을 넷사

랑 운동’을 더욱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셋째로, 人間 重․文化 民 敎育의 强化입니다. 우리 光州는 文化中心都 로 跳躍하고자 국

가 차원의 지원과 함께 各界의 力量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별 학생명

헌장을 제정․실천하고 ‘친 , 질서, 청결 3운동’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활동을 개하는 

등 “1등 문화시민 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학부모독서회를 더욱 확산시킴으로써 우리 주를 책읽는 고을로 만들어 高級文化를 享有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한 “학생선택 심의 야 수련활동”을 통하여 浩然之氣를 기르고, 값진 체험을 통해 집단 

따돌림 문화로 변되는 利己心과 人間 疎外 등을 克服하는 데 主眼點을 둘 것입니다.

  아울러 평생교육을 活性化하고 유아  특수 교육을 內實化하겠으며, 방과후 학교를 확 하

며 교육 소외 계층에 한 지원도 强化할 것입니다.

  넷째로, 業務 革新 定着입니다. 

  이제 地方敎育도 革新의 實行期를 지나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교육행정 서비스를 정착시켜

야 하겠습니다. 교육청과 학교가 공교육 기 으로서 존 받을 수 있고 당당하게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도록 淸淨한 敎育 行政을 具現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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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主要業務에 한 成果를 측정하고, 교육정책 품질 리제를 확  운 하며, 교육 수요자 滿

足度와 민원 서비스 滿足度를 提高하여 주교육의 비 에서 말 드린 것처럼 顧客滿足度와 

淸廉度가 가장 높은 교육청이 되기 해 모든 역량을 집 할 것입니다.

  敬하는 敎育 同志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學生 여러분!

  새해를 맞아 는 이런 學校를 꿈꿔 니다. 體罰과 따돌림이 없는 학교, 교사는 가르치는 

熱情과 보람이 넘치는 학교, 학생은 自律的으로 規則을 정하고 지키며 교사를 敬하고 따르

는 학교, 학생의 素質을 發見․啓發하고 全人的 能力을 涵養하는 학교, 학부모가 全的으로 信

賴하는 학교, 학생․교사․학부모․지역 공동체가 함께 參 하고 만들어 가는 학교가 그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마음과 意志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육 장

의 主體임을 自覺하고 獻身과 奉仕, 理解와 協力, 그리고 收容과 寬容의 자세를 바탕으로 光州 

敎育을 世界의 中心으로 이끌어 갑시다. 

  이제 찬란한 해가 무진벌에 떠올랐습니다. 

  는 다시 謙虛한 자세로 初心으로 돌아가 지난날의 敎育的 功過를 돌아보면서 ‘교육만이 

희망이다’라는 信念으로 주 교육가족과 학부모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任務를 수행하기 해 

온 정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光州 敎育이 거뒀던 많은 成果들은 교육동지 여러분의 獻身과 피땀의 結果임을 잘 

알기에 現場의 교직원 여러분께 그 功勞를 돌리며, 아쉽고 안타까운 일들은 모두가 제 不德의 

所致 음을 말 드리고자 합니다.

  敬하는 敎育 家族 여러분!

  今年 한 해도 光州 敎育의 豊盛한 結實을 기 하며, 希望의 丙戌年 새해가 여러분의 家庭과 

職場에 보람과 기쁨으로 가득한 나날이 되기를 衷心으로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