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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광주교육의 변화발전 모습2 ․
제 절 도덕성 함양 교육의 충실1

사랑의 학교 운영.Ⅰ

현대사회는 지식정보화와 개방화로 인터넷 문화 생활과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

리고 있지만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고 인간 경시 풍조가 만연된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을 혼란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바르게 자라도록.

지도해야 할 책무성이 요구되며 지식기반사회와 인간중심의 사회로 표현되는 새로,

운 문명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학교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창의성,

과 참된 인간성을 기르는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 가정과 학교 및 사회의 일상 생활 속에서 총체적이

고 체질화되도록 이루어져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즐거운

학교풍토를 조성하고 가정과 연계한 예절교육 및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개성에 따,

른 학습활동을 통해서 인성교육이 강조될 때 바른 인성이 함양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광주교육은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랑의 교실 운‘ 3

동 즉 먼저 인사하기 고루 사랑하기 서로 칭찬하기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왔’ , ‘ , , ’

으며 학생가장과 교육가족간의 결연을 통한 사랑의 가교운동을 추진함으로써 더불,

어 사는 진정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왔다.

사랑의 교실 운동 전개1. 3

가 개요.

허용적이고 지지적인 교실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사와 학생간 학생과 학생간에, ,

상호 이해하고 사랑하며 서로 돕는 학교풍토를 만들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

식을 함양하기 위해 각급 학교 구성원들에게 먼저 인사하기 고루 사랑하기 서로‘ , ,

칭찬하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



나 추진 실적.

사랑의 교실 운동 추진(1) 3

먼저 인사하기 고루 사랑하기 서로 칭찬하기 등 사랑의 교실 운동 운영 계획‘ , , ’ 3

을 유초중고특수 교의 학교별로 수립하고 교육과정과 관련지어 지도하였으며472 ,․ ․ ․ ․
특히 나의 꿈과 장점 키우기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

(2) 사랑의 교실 운동 실천 상황판 설치운영3 ․
초중고 전 학교에 게시판을 설치하고 전 학급에 실천 상황판을 운영하고 있다, .․ ․

사랑의 교실 운동 표현대회 실시(3) 3

학급학교별로 실정에 따라 표어 포스터 글짓기 대회 등을 실시하고 아름다운, , ,․
추억 만들기 활동을 전개하였다.

홍보 활동 강화(4)

사랑의 교실 운동 표어를 각급 학교에 게시하고 훈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3 , ,

홈페이지 광주교육소식지 학교학급신문을 통해 사랑의 운동과 관련한 미담 사례, , 3․
와 실천사례를 홍보하였다.

따돌림 편애 체벌 없는 교실 운영(5) , ,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간의 사랑의 편지 쓰기 활동을 전개하고 소집, ‘ (E-mail)' ,

단 토의 학습 및 토론 중심의 학습활동을 활발하게 실천하여 사랑이 넘치는 학교

풍토를 조성하였다.

다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먼저 인사하기 고루 사랑하기 서로 칭찬하기의 사랑의 교실 운동과 따돌림‘ , , ’ 3 ,

편애 체벌 없는 교실 운영으로 경쟁적이고 개인적인 교실풍토에서 벗어나 허용 지,

지적인 교실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로 이해하고 도우며 더불어 살아가는 즐거운 학

교 생활이 이루어져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의 함양에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사랑의 교실 운동의 꾸준한 추진과 학교가정학교사회의 일상 생활 속3 ․ ․
에서 체험을 통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올바른 가치관과 생활습관이 체질화될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이다.

사랑의 가교 운동 전개2.

가 개요.

사랑의 가교 운동은 학생가장 및 교통사고 유자녀와 교육 가족간의 결연 활동을

통하여 정신적물질적 도움을 베푸는 활동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
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이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굳건한 의지를 가지,

고 학업에 정진함으로써 밝고 건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추진 실적.

학생 가장과 교육 가족과의 결연 활동 및 상담 활동 전개(1)

우리 시교육청 관내 초등학생과 중학교의 학생가장 및 교통사고 유자녀는 지역교

육청 주관으로 교육 가족과 결연을 맺고 고등학교의 학생가장과 교통사고 유자녀,

는 각 학교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교육청에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가장 일부를, ․ ․
선발하여 결연을 맺고 꾸준히 상담 활동 및 돕기 활동 전개하고 있다.

결연 활동의 방향을 교육가족과 학생가장간의 맨투맨식으로 결연을 맺어 수시 개별,

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주며 서신 전화 교환 등 상담을 통해 정신적 지원을, E-mail, ,

하고 명절 학생의 생일 등 기념일 챙겨주기 등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 .

단위 원( : )

연 도
구 분 1999 2000 2001 2002

학생 가장
교통사고( 유자녀 포함)

학생수 404 283 317 312

지원액 90,636,520 60,655,260 58,276,940 31,844,830

학생 가장외 극빈 학생
학생수 ‧ 1,907 2,136 1,321

지원액 ‧ 201,798,910 351,691,800 85,102,740



단위 명( : )

연 도 기관명
교육 가족 학생 가족

교육청 학교 계 초 중 고 계

1999

지역교육청 26 165 191 72 119 ‧ 191

고등학교 ‧ 137 137 ‧ ‧ 137 137

계 26 302 328 72 119 137 328

2000

시교육청 58 ‧ 58 19 19 20 58

동부교육청 12 29 41 6 35 ‧ 41

서부교육청 12 66 78 18 60 ‧ 78

고등학교 ‧ 106 106 ‧ ‧ 106 106

계 105 151 256 43 114 126 283

2001

시교육청 58 ‧ 58 20 14 24 58

동부교육청 35 27 62 6 56 ‧ 62

서부교육청 12 52 64 9 55 ‧ 64

고등학교 ‧ 72 72 ‧ ‧ 72 72

계 105 151 256 35 125 96 256

2002

시교육청 58 ‧ 58 20 7 31 58

동부교육청 35 33 68 23 45 ‧ 68

서부교육청 19 66 85 25 60 ‧ 85

고등학교 ‧ 101 101 ‧ ‧ 101 101

계 112 200 312 68 112 132 312

불우시설과 결연 활동 추진(2)

불우시설과 결연 활동은 먼저 학교별로 주변 불우시설 또는 연고를 맺을 수 있는

불우 시설고아원 노인당 등 중 개소 이상( , ) 1 결연대상 시설을 선정하여 평상시 학,

생들이 인성교육 차원에서 물질적 정신적 도움과 함께 주변 청소 시설 개보수 등, , ‧
의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돕기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바 그 실적은 다음,

과 같다.

단위 원( : )

연 도
구 분 1999 2000 2001 2002

지원 시설수 391 492 434 174

지 원 액 166,512,575 208,427,137 207,448,446 95,138,680

다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학급 구성원 모두의 마음속에 서로 돕고 사랑하는 화합과 인정의 정신이 심

어지고 있으며 외롭고 그늘진 이웃들에게 용기와 의지를 북돋아 학업에 열중,

하고 정진하며 건전한 삶을 살아가는 자세를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의 함양에 큰 보탬을 주었다 또한 불우시설. ,

돕기 활동이 중고등학생들에게 봉사활동으로 전개되어 인성교육 측면에서도‧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앞으로도 교통사고 유자녀를 포함한 소년소녀 가장과 교육가족과의 결연활‧
동 및 학교주변의 불우시설에 대한 지원과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애국애향 정신의 내면화.Ⅱ ․
통일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민족공동체 의식에 바탕한 평화와

화해협력의 통일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의향 광주 정신의 지속적인 지도로 선열,
들의 애국애독 정신을 오늘의 민족통일 의식 고취와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으로
승화 계승 발전 시켜나갔다.

평화와 화해협력 시대의 통일교육1. ․
가 개요.

년 남북공동선언 이후에 남북관계의 개선에 따라 안보통일위주의2000 615․ ․
통일교육에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평화와 화해협력의 통일교육으로 우․
리 지역실정과 학교 급별 실정에 맞게 운영하였다.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대립과 갈등에 따른 체제 비교우위 교육에서 북한에 대‘

한 올바른 이해 교육에 바탕한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민족공동체 교육에 중점’

을 두고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변화된 통일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교직원연수 강화와



교원의 자발적 통일교육연구회 구성을 적극 지원하고 사이버상의 광범하고 다,

양한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체험 위주 그리고 대화와 토론 중심의 통일교육 활,

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나 추진 실적.

남북한 통일환경 변화에 상응한 초중고등학교 관리직에 대한 연수(2000.․ ․
명 를 시작으로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통일교육담당교사의 워크숍10. 21. 476 ) ․ ․ ․

회 명 교원 금강산 연수 명 교원의 직무자격 연수 등에 통일관(3 , 4,725 ), (533 ), ․
련 연수를 실시하여 총인원 명이 통일관련 연수를 받아 교원수26,929 (10,463

명 대비 약 를 실시하여 변화된 통일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다) 260% .

통일교육관련 교과교육연구회인 신나는 통일학교 회장 나인환 등 개 교과‘ ’( ) 6

교육연구회에 년간 총 여 만원을 재정 지원하였으며 연구회별 인터넷4 8,600 ,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토록 하여 연구 성과 등 다양한 자료를 전 교사와 공유하․
고 있다.

통일교육 자료 보급 면에서 교사용 통일교육 자료인 대립에서 화CD-ROM ‘

합으로 를 전 교사에게 복사 보급하였으며 우리 시교육청 자체 장학자료로 초’ , ‘ ․
중고 통일교육 우수실천 사례집 등 종 권을 개발보급하여 교실수업’ 11 , 15,292․ ․
현장에서 활용토록 하였다.

체험 중심의 통일 행사를 위주로 글짓기 포스터 웅변대회 등 학예행사를 매, ,

년 개최하여 우수학생을 표창 교육감상 연인원 학생 명 교사 명 하였으( 360 , 40 )

며 기아체험 청소년 통일 한마당 고교 학년 대상의 자유민주시민교육, 6.25 , , 2

등 지역사회 기관 단체 주관의 각종 행사를 적극 후원하였다( ) .

또한 통일 시대를 함께 살아갈 남북학생간의 우정을 돈독히 하고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북한 학생에게 우정의 선물 보내기 운동을 전개한 바‘ ’ ,

초중고 약 의 학생이 학용품을 접수하여 년도 만 여 점과 년95% 2001 24 2002․ ․
도에 만 여 점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북한 학생에게 전하였다22 .

통일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연구학교 개교를 지정 운영하였으2

며 운영결과 보고회를 통하여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학교 통일교육의

방향을 정립하고 일반화를 기하였다.



다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남북공동선언 이후 통일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유치원초615 ,․ ․ ․
중고등학교 학교장 원장 등 관리직에 대한 통일교육 특별연수를 실시하고 전( ) ,․
교원을 대상으로 통일교육 특별연수를 실시하는 등 통일환경 변화에 능동적으

로 대처할 수 있는 이론적 바탕과 학습지도의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천사례중심

의 연수를 실시하여 변화된 통일환경에 적절히 대처하였으며 통일교육의 활성

화와 내실화를 기하였다.

통일관련 자료의 지속적인 개발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통일관련 각종 자료,․
를 시교육청 열린 자료실에 비치하여 일선학교에서 필요한 자료를 언제나 대‘ ’

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통일교육 연구학교의 지속적인 지정지원과 운영 결과의 일반화를 기하․
고 자생적 교과교육연구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며 체험위주, ,․
및 실천위주의 통일교육 추진과 남북학생간의 우정의 선물 주고 받기 자매결‘ ,

연 서신교류 교류학습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나갈 계획이다, , .

의향 광주정신의 계승발전2. ․
가 개요.

국난 극복에 앞장섰던 이 고장 선열들의 숭고한 자주독립충의정신과 민주애․ ․
국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제 건국운동으로 승화시킴과 동시에 광주시민정신과2․
범국민정신으로 구현되도록 광주학생독립운동과 광주민주화운동 행사를 추518․
진하고 있다.

의향 광주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탑 참배와 학생의․
날 기념식 거행 그리고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여하여 추모탑을 참배518․
하는 등 시교육청 및 학교 단위로 관련행사를 추진하였다.

나 추진 실적.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탑 참배(1)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탑 참배는 매년 월 일 기념식 거행 전에 광주제일11 3

고등학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에서 거행하는데 년에는 김대중 대통령, 1999

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광주광역시교육감 학생운동동지회 초청귀빈 기수단, , , ,

자매결연학교 대표 및 시내 고등학교 대표 학생 등 명이 참가하였다352 .

과 년에는 광주광역시교육감을 비롯하여 초청귀빈 학생운동동지2000 2001 ,

회 기수단 등 명이 참가하여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탑에 헌화묵념함으로, 108 ․
써 독립운동 희생자들의 영령을 추념하였다.

기념탑 참배는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기념탑 앞 집결 헌화 및 묵념으로 진,

행되며 참배가 끝나면 기념탑 주변을 돌아 나와 기념식에 참석한다, .

학생의 날 기념식 거행(2)

기념식은 매년 광주제일고등학교 강당에서 거행하는데 년에는 김대중, 1999

대통령을 비롯하여 주요 인사 명 학생독립운동에 참여했던 개 전국 고등74 , 64

학교 학생대표 명 교장 또는 인솔교사 명 학생독립운동동지회 및 초청128 , 64 ,

귀빈 명 행사요원 명 광주제일고등학교 전남여자고등학교 광주자연269 , 218 , , ,

과학고등학교 광주수피아여자고등학교 광주숭일고등학교 등 학생독립운동참가, ,

학교 학생 명 등 총 명이 참가하여 성대하게 거행하였다400 1,153 .

년에는 초청귀빈 명 행사요원 명 학생대표 명 등 총2000 172 , 193 , 365 730

명이 참가하였으며 년에는 초청귀빈 명 행사요원 명 학생대표, 2001 165 , 191 ,

명 등 명이 참가하여 숭고한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는 성대한 기념식을354 710

거행하였으며 식후 행사로 모범학생 표창 및 미술실기대회 입상자 시상식과,

광주학생독립운동유공자후손장학회의 장학금 년 명 년 명 수(2000 13 , 2001 15 )

여식을 가졌다.

학생의 날 기념 부대 행사 추진(3)

광주학생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기 위해 년에는 학생종합예술제 월1999 (11 1

일 남도예술회관 공연장 밝고 고운노래 부르기 경연대회 월 일 광주학, ), (10 28 ,

생독립운동기념회관 공연장 학생 거리 음악제 월 일 신세계 백화점 야외), (11 2 ,

공연장 미술 실기대회 월 일 광주예술고등학교 교정 및 전시회 월), (10 9 , ) (11 6



일부터 월 일까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전시관 을 개최하였고 학생독11 6 , )

립운동 참여학교 중 개 고등학교가 광주시내 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었으64

며 광주제일고등학교가 주관하여 전야제 행사로 열린음악회와 제 주년KBS 70

기념 학술심포지움 전국학생논술경시대회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 다큐멘터리, ,

방영 방송국 을 추진하였다(MBC ) .

년에는 고등학교 학년 대상으로 밝고 고운 노래 부르기 경연대회2000 1, 2

월 일 광주시민회관 학생종합예술제 월 일 광주시민회관 미술실(10 18 , ), (10 19 , ),

기 대회 및 미술전람회 월 일부터 일까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광(11 1 6 , ),

주학생독립운동 제 주년 기념 전국 고교생 논술작품 공모대회 월 일 광71 (11 3 ,

주학생독립운동 기념 역사관 를 개최하였다), .

년에는 고등학교 학년을 대상으로 합창음악무용 중심 종합예술제2001 1, 2 ․ ․
월 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미술실기 대회 및 미술전람회 월 일(10 23 , ), (11 30

부터 월 일까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광주학생독립운동 제 주년 기념12 6 , ), 72

제 회 전국 고교생논술대회 및 광주전남 초중학생 글짓기 공모대회 월2 (11 23․ ․
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 역사관 회의실 를 개최하였다, ) .

각 학교 자체 기념행사 추진(4)

매년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주관을 설정하고 각급 학교별로 인접한 광주학생

독립운동 기념탑 소재 학교인 광주제일고등학교 전남여자고등학교 광주자연과, ,

학고등학교와 연락하여 월 일부터 월 일까지 학생회를 중심으로 기념10 29 11 3

탑을 참배하고 자체적으로 월 일 학생의 날 행사를 거행하였다11 3 .

또한 교내 예술제 웅변대회 시화전 글짓기 표어 포스터 전시회 등을 개최, , , , ,

하는 한편 광주학생독립운동 정신 자료인 의향 광주학생립운동사 충, , ,「 」 「 」 「

절과 의로움의 현장을 찾아 등의 책자를 발간하여 이를 활용한 훈화와 관련교」

과 지도를 통해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고취시켰다.

광주민주화 운동 계승지도(5) 5 18․ ․
광주민주화 운동을 바로 알고 그 정신을 계승시키기 위해 초등학교 사518․

회과 탐구 중고등학교 국사교과 시간을 활용하여 지도하였고 년에는, , 2001 5․ ․
시민 봉사단 오월의 빛과 협력하여 중고 개 희망 학교에서 전문강사를18 ‘ ’ 35․



모시고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과 함께 하는 바로 알기 교육을 실20,041 ‘ 5 18 ’․
시하였고 년에는 개 희망학교 명을 대상으로 바로 알기 교, 2002 49 29,294 518․
육을 실시하였으며 광주민주화 운동 제 주기 추도식에 학생 명 교사, 518 22 44 ,․
명이 참가하여 참배하였다6 .

또한 각 학교별로 추도식 거행 묘지 참배 및 현장체험학습 실시518 , 5 18 ,․ ․
봉사활동 전개 글짓기 및 그리기 대회 관련 비디오 시청 등 다양한 관련, , 5 18․
행사를 추진하였다.

다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외세에 저항하여 자주독립을 찾으려는 대중적인 민족운동인 광주학생독립운

동을 기념하는 학생의 날 행사와 정의와 인간의 존엄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함을 보여준 광주민주화 운동의 계승지도를 통하여518․ ․
우리 고장이 예로부터 애국심과 의로운 삶의 정신이 깃든 의향과 민주의 고장

이라는 것을 알고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는 물론 바람직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정

신으로 승화시켜 선열들의 얼을 이어받아 학생들로 하여금 주최의식을 함양하

고 민족민주정신을 확립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국난 극복에 앞장섰던 이 고장 선열들의 숭고한 자주독립충의정신․
과 민주애국 정신의 계승발전 지도에 힘써 학생들에게 우국 충절의 고향인 광․ ․
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의향의 전통과 정신을 계승하,

여 의향인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토록 할 것이다.

체험 및 실천 위주의 인성 교육 강화.Ⅲ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주어진 지식을 교사가 학생에게 전달하거나 주입하는 객

관주의적 지식 습득관에서 학습자 개개인이 사전지식 위에 동화와 조절을 통해 새

로운 지식을 구성해 가는 구성주의적 지식습득관으로 변화하고 국제화개방화 시대, ‧
를 맞아 다른 지역 및 국가의 자연환경과 문화의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청됨에 따



라 종래의 지식이론 위주의 학교교육에서 탈피하여 실험 관찰 수집 노작 조사, , , , , ,‧
토론 등 다양한 체험 활동과 가족과 함께 하는 행사 및 지역간국제간 교류학습 등‧
을 통해 폭넓은 지식과 건전한 인성을 함양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현장 체험학습 활동을 전개하

고 체험 위주의 심성 수련 및 야영활동을 전개하며 자리양보하기 운동과 자랑스, ,

런 광주학생상제를 운영하였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과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현실로부터 유리된 이

론 중심의 교육을 지양하고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일터를 학습장으로 이용하는 현,

장 체험과 봉사활동 강화 등 체험위주의 활동을 적극 강화하고 지역간 국제간 교, ,

류를 통해 타지역의 문화체험 기회를 넓혀가도록 지원할 것이다.

다양한 현장 체험학습 활동 전개1.

가 개요.

각급 학교별로 체험학습의 날을 지정하고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을 마련하‘ ’ ,

여 운영함으로써 학습의 장을 교실에서 지역사회로 확대하고 학생들에게 다양,

한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로 다른 생활 환경과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며,

원만한 인간 관계를 형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함은 물론

국민화합의 기틀을 마련한다 또한 외국학생과의 교류를 통한 체험학습을 실시.

함으로써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여 국제 감각을 익히고 우정과 신뢰를 바,

탕으로 자주성과 창의성을 신장시켜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이 육성되도록 한다.

나 추진 실적.

각급 학교의 모든 학습활동에서 직접적인 체험활동 강조(1)

우리 시교육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 전 영역의 학습활동에서 실험,․ ․
관찰 수집 노작 토론 등 직접적인 체험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전시회 박람회 현, , , , , ,

장 답사 조사활동과 교과서에 나오는 장소 방문해 보기 등 현장 체험학습을 활성,

화하고 있다 또한 학교별 체험학습의 날 지정운영하고 있는 바 초등학교는 월. , , 2‧



회 실시 중등학교는 학교 자율로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학부모 동반 체험학, ,

습 실시 테마 체험활동 실시 청소년 단체활동의 공동 체험학습 실시 학생 회장단, , ,

및 교감교사 연수단 상호 방문 등을 실천하고 있다.‧
학교별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2) ‧

각급 학교별로 현장 체험학습 활동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체험학습 유형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도 체험학습 안내 자료를 개발보, ․
급하고 있는 바 그 실적은 다음과 같다, .

연 도 장학자료명 종 류 발행부수 발행처

2000

의향의 얼이 깃든 우리 고장 안내 자료 초' '( ) 책자 900 초등교육과

체험 고518 CD-ROM( )‧ CD 120 중등교육과

우리 고장의 문화 유적을 찾아 초중등( )‧ 책자 800 광주교육연수원

자연과 함께 하는 과학 초중고( )‧ ‧ 책자 1,000 과학기술과

2001
봉사활동 대상 터전 편람 초중고( )‧ ‧ 책자 7,000 중등교육과

충절과 의로움의 현장을 찾아 초중고( )‧ ‧ 책자 1,500 중등교육과

학생 봉사활동 실시(3)

현장 체험 위주의 학생 봉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개인별 봉사활동 계획실천 기‧
록장을 구안활용하고 봉사활동 터전을 학생 봉사활동 안내자료 활용하여 안내하, ‘ ’‧
고 있으며 교육청 홈페이지 개소에 학생 봉사활동 정보센터를 마련하여 운영하, 3 ‘ ’

고 학생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 안내하였고 봉사활동 대상 기관을 기관, 120 , 732

안내하였으며 봉사활동 관련 교사학부모 연수를 실시하였다, .‧

단위 명( : )

연 도 교 사 학부모 계

2000 450 450 900

2001 518 969 1,487

2002 510 260 770



도농간 타 시도간 교류학습 실시(4) ,․ ․
도농간 타 시도간 교류학습을 실시하기 위해 학교별로 교류학습 추진단을 구성,․ ․
하여 교류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하고 학교별로 자매 결연을 맺고 상호 방문을 통,‧
해 상호 교환학습과 홈스테이를 실시하여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하고 있으

며 편지쓰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기회를 확대해 가고 있다 또한, , E-mail . ,

가족동반 교류학습은 일간 위탁 교류학습은 개월 이내로 교류학습 출석을 인정6 , 1

하고 있으며 도농간 체험학습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바 그 실적은 다음과 같, ,․
다.

연 도
지정현황 보고회 개최 실적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1999 3 1 1 5 3 1 1 5

2000 2 1 1 4 2 1 1 4

2001 2 ‧ ‧ 2 2 ‧ ‧ 2

한편 도농간 타시도간 교류학습을 다음 표와 같이 실시하였고 교류체험학습, ( ) ,․ ․ ․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각급 학교별 교류체험학습 사례발표회를 개최홍보하고 있, ‧ ․
고 우수 실천 사례집 발간보급하고 인터넷을 통해 홍보하며 학교별 홈페이지 교, , ‘‧
류체험학습란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 ․

연 도 참여학교수
교류 대상 현황

교류횟수 참여 연인원
지역 학교수

1999 30
영 남 27 29 2,216
기 타 16 17 1,388
계 43 46 3,604

2000 54
영 남 36 41 3,160
기 타 23 27 2,156
계 59 68 5,316

2001 46
영 남 19 19 2,281
기 타 31 31 3,875
계 50 50 6,156

2002 102

영 남 75 78 4,851

기 타 37 40 6,224

계 112 118 11,075



국제 교류학습 실시(5)

세계화 교육을 위해 학교별로 국제 교류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바 학교공동,

체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교류학습 추진단을 구성하고 국제 교류학습 프로그램( , , )

계획을 수립 안내하며 일본어중국어영어권 학교와 학생 교류를 권장하고 있다, .․ ․
또한 재외국 한인 학교와 결연 및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외국 교포학생과의 상, ,

호 편지 쓰기 및 인터넷을 통한 교류활동을 장려하고 있으며 교류실적은(E-mail) ,

다음과 같다.

연 도 참여학교수
교류 대상 현황

교류횟수 참여 연인원
국 가 학교수

1999 5

일 본 3 3 103

중 국 2 2 70

계 5 5 173

2000 11

일 본 5 6 216

중 국 4 6 115

호 주 1 1 15

러시아 1 2 21

계 11 15 367

2001 14

일 본 3 3 138

중 국 9 9 326

대 만 1 1 6

호 주 1 1 4

인도네시아 1 1 10

계 15 15 484

2002 17

일 본 2 2 235

중 국 12 12 368

대 만 1 1 6

러시아 1 1 59

호 주 1 1 22

뉴질랜드 1 1 예정30( )

괌 1 1 예정20( )

미국 1 1 예정20( )

계 20 20 760



다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학습의 장을 타 지역사회 및 타시도로 확대함으로써 다른 지역의 생활과 자연‧
환경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문제해결 능력 창의력 등 지식구성 능력의 향상은 물,

론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었고 다른,

나라의 문화 접촉과 체험을 통해서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이 넓어지고 외국어 교육

이 강화되며 국제 협력 및 우호에 관한 의식과 정보화세계화 시대를 주도할 역량‧
을 길러주고 있다.

앞으로도 각급학교 학생들의 지식구성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전 교육

과정에 체험학습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고 도농 교류학습 타시도 교류학습 국제, , ,‧ ‧
교류학습 등 타지역과의 교환학습을 확대 지원할 것이다 또한 체험학습 안내자료. ,

수정보완 보급과 체험학습에 대한 교원연수 및 학부모 홍보 학교별 예산 지원, ,‧
우수사례 일반화에 노력할 것이다.

2. 체험 위주의 심성수련 및 야영수련 활동 전개

가 개요.

학생들의 수련활동은 생활이나 자연에서 심신단련 자질배양 정서함양과 사, ,

회봉사로써 덕성을 함양하고 체력을 단련하며 지혜를 기르면서 배움을 직접 실

천하는 체험활동이다 즉 수련활동은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야외에서 교육.

과정을 확대시키는 직접적이고 총체적인 체험학습 방법이며 학교교육을 통해,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미래사회는 사회의.

다원화에 따라 청소년들의 욕구가 다양화될 것이며 전인교육의 이상을 실현하

고 지식교육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는 한 방편으로 체험활동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이해 자연과의 접촉과 탐색의 기회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

수련활동의 기본 방향(1)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은 수련활동의 목표를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고 대

처하는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미래사회를 개척하는 사람을 기른다로 정하고‘ ’



나를 찾아 스스로 행하는 사람의 원훈 아래 학생들이 공동생활 경험을 통하여‘ ’

스스로 깨닫게 하고 또한 실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자아실현에 역점을 두고 민,

주 시민의 기본적 자질을 함양하도록 하였다.

심성수련 과정은 긍정적 자아상 확립 의향정신의 계승 발전 심성수련을 통, ,

한 자기 성찰하기 전통문화의 기초 익히기 생애 목표 갖기를 통하여 살아가는, ,

힘을 배양하고 자아실현을 지향하도록 하였으며 야영수련 과정은 호연지기 진,

작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 함양 진취적 기상과 성취의식 고취 모험활동을 통, , ,

한 극기심 고취하기 야영기능 습득을 통한 일상생활 적응력 키우기 환경보존, ,

교육을 통한 자연사랑하기 민, 주시민의 질서의식 함양을 통하여 자연과 공존을

지향하고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과 극기의 정신과 진취적 기상을 기르는데 교육중

점을 두었다.

수련활동의 내용(2)

심성 계발 활동◦

개인의 의식개혁에 중점을 두고 심성도야와 개인의 문제 해결 원만한 대인,

관계와 긍정적인 사회활동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자신감을 갖고 생활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한 심성수련과 촛불의식 개인의 문제 해결과 진로교육을 위한 상,

담활동 레크리에이션을 통한 심신의 재충전 캠프파이어를 통한 자기표현 원, , ,

만한 대인관계와 자아실현을 위한 봉사활동은 개인의 심성 도야와 집단 공동체

에서의 생활방법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야영 기본 생활◦

야영에 필요한 천막치기 불 다루기 취사 안전 위생 야영장비 야영기술, , , , , ,

등으로 구성하여 야영에서의 의식주 문제와 기초적인 야영생활을 통하여 즐거․ ․
움을 느끼는 태도를 형성함에 중점을 둔다.

모험 도전 활동( )◦

야영수련활동의 영역을 확충하여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신체적 활동으로

하이킹 등산 지도와 나침반 국토순례 항공활동 수상활동 산악훈련 로프코, , , , , , ,

스활동 탐사활동으로 이루어진다, .



문화활동◦

야영수련활동의 영역을 확충하여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신체적 활동을 통

하여 체험할 수 있는 지적활동으로 국궁 친선의 밤 등으로 구성하고 심성수련,

영역으로 미술표현 공동체 놀이 다짐의 시간 등으로 구성한다, , .

나 추진 실적.

심성 수련 및 야영 수련 활동(1)

년부터 년간 심성수련 및 야영수련 활동의 실적은 다음과 같다1999 4 .

구 분 과정명 대 상 기 간
추진실적

년1999 년2000 년2001 년2002

심 성

수 련

고등학생
지도력
배양과정

고 학년2
간부학생

박 일3 4
월(3 12 )～

기20
개교11
명2,914

고등학생
심성수련
과정

고 학년2
간부학생,
희망학생

박 일3 4
월(3 12 )～

기26
명2,489

남:1,412
여:1,077
기 명1 100
개교44

기22
명2,590

남:1,278
여:1,312
기 명1 120
개교51

기9
명921

남921
여0

기 명1 105
개교27

야 영

수 련

초등학교
야영수련활동
청풍 본량( ,

야영장)

초등학생
학년4,5,6

학교별

박 일1 2
월(4 10 )～

기74
명16,365

남8,412
여7,953

기77
명16,909

남8,705
여8,204

기94
명18,629

남9,498
여9,131

기74
명15,002

남7,606
여7,396

중학교
야영수련활동
청풍 본량( ,
야영장)

중학생
학년1,2,3

학교별

박 일1 2
월(4 10 )～

기37
명11,157

남5,653
여5,504

기33
명8,820

남4,399
여4,421

기13
명3,793

남2,111
여1,682

기4
명869

남452
여417

고등학생
야영수련활동

고 학년1,2
학교별

박 일2 3
월(4 11 )～

개교36
명16,887

남:8,110
여:8,777
지도교사:

명456

개교40
명15,446

남:8,707
여:6,739
지도교사:

명453

개교40
명13,668

남:7,942
여:5,726
지도교사:

명412

개교27
명7,484

남5,384
여2,100
지도교사:

명263

특 별

교 육

학교생활
적응력
배양교육

중고교․
중퇴생 중
복교희망자

박 일3 4
월(2 )

기 명2 142
남:72
여:70

기 명2 204
남:129
여:75

기 명2 190
남114
여:76
박 일(2 3 )

기 명2 137
남86
여51

교 사

교 육

야영
지도교사
교육

고교 교감
및 학년부장

일1
월(3 ) 명72 명104

명176
중 : 64
고 : 112

명116

야영수련
지도자
직무연수

초중고 교․ ․
원

일10
시간(60 )
월(12 1 )～

명50 ․ 명80 ․



수련 지도 자료 발간 및 추수 지도 실적(2)

년부터 년 동안 수련 지도 자료 발간 및 추수 지도 실적 현황을 살펴1999 4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부 개( : , )

구 분 자 료 명
연 도

비고
년1999 년2000 년2001 년2002

수련교육

교 재

심성수련 3,000 3,600 3,000 2,100

야영수련 프로그램집 300 300 300 300

자랑스런 내 고장 3,000 4,000 3,120 ․
원 보 학생교육원보 2,000 2,000 2,000 1,000

교육용
비디오
테이프

자랑스런 내 고장 분용(30 ) ․ 10 ․ ․
행하면서 배우는 체험
교육의 장 분용(30 ) 10 ․ ․ ․

구 분 대 상 기 간
연 도

비고
년1999 년2000 년2001 년2002

학교방문

상담지도

심성수련 과정

교육수료자중

표집대상선정

월 월12 2～
개교8

명3,382

개교20

명992

개교20

명800
․

다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공동생활을 통하여 질서의식과 봉사정신을 기르고 선생님의 보살핌에 대한,

따뜻한 정을 느끼게 되었으며 직접 취사활동을 하고 잠자리를 마련해 봄으로,

써 자율성과 독립심을 기르고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모험활동과 등산을 통하여 협동심과 극기심을 기르고 친구들과의 우

애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촛불의식과 캠프파이어를 통해서 자,

기 자신을 반성해 볼 수 있었으며 발표력을 길러 생활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

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자연보호 활동을 통하여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개념을 숙지할 수 있,

었으며 환경 보호에 대한 새로운 동기를 마련해 줄 수 있었다, .

앞으로도 심성수련과 야영수련 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공동생활 경험을

통해 스스로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자아실현에 역점을 두고 민주시민

의 기본적 자질을 함양하도록 할 것이다.

자리 양보하기 운동 전개3.

가 개요.

산업사회와 함께 급속하게 이루어진 핵가족화로 인하여 가정에서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예절 교육 그리고 이웃을 이해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성함양 교육에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어 학생들의 바른 인성의 함양과 경로효

친 심성을 길러줄 수 있는 적극적인 교육활동이 절실해지고 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학년도부터 실천위주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생활주2000

변에서 쉽게 발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내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자리 양보하‘

기 운동 을 전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이웃을 배려할 줄 알고 경로 효친 심성을’

길러주고 이를 바탕으로 바른 인성이 함양될 수 있는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

나 추진 실적.

자리 양보하기 운동의 실천을 위한 상징적인 표어를 노약자에게 자리 양보‘ ’ ‘

하는 자랑스러운 광주학생으로 정하고 이 표어를 통한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

교육청에서는 홍보용 스티커를 제작하여 모든 사무실이나 교실 화장실과 같은,

학생들의 출입이 잦고 눈에 쉽게 띌 수 있는 위치에 부착시키도록 하였고 시청의,

도로교통과 및 시내버스운송조합의 협조를 얻어 모든 시내버스에 매씩 스티커를4

부착시켰다.

본청 및 직속기관 그리고 각급 학교에서는 연중 현수막을 제작게시하고 시․



내 통행이 많은 장소에도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및

지역사회에도 이러한 운동을 널리 홍보하였다.

시청 및 구청의 협조로 시정홍보지나 반상회보 또는 구정홍보지에 자리양보

하기 운동을 적극 홍보해주도록 하였으며 농협중앙회 광주지회에서는 자체 홍,

보지를 제작하여 창구에 비치해 주는 등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

조사일( :
2000.11.28)

구 분 설문응답
총학생수

담임교사 학교스티커 현수막승강장, 본 설문지

응답 백분율 응답 백분율 응답 백분율 응답 백분율

초등학교 161 101 63% 32 20% 27 17% 1 1%

중 학 교 239 54 23% 63 26% 117 49% 5 2%

고등학교 204 120 59% 30 15% 44 21% 10 5%

계 604 275 45% 125 21% 188 31% 16 2%

학생들의 자리양보하기 운동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보기 위해 년 월, 2000 11

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학교나 길거리의 현수막 버스의 스티커를 통하여28 , ,

자리 양보하기 운동을 알게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담임교사의 훈화를31%,

통해 알게 된 학생이 학교에 부착한 스티커를 보고 알게 된 학생이45%, 21%

로서 훈화교육과 현수막이나 버스에 부착된 스티커를 통한 홍보 효과가 큰 것

으로 나타났으며 자리 양보하기 운동은 청소년을 위한 당연한 운동으로 열심,

히 참여하겠다는 학생이 이며 자리를 양보한 학생 중 바로 일어서서 자리64% ,

를 양보했던 학생이 한참 망설이다 양보했던 학생이 창 밖을 보거63%, 29%,

나 고개를 숙이고 잠자는 척 했던 학생이 로 나타났다8% .

조사일( :
2000.11.28)



구 분 설문응답
총학생수

당연히 적극 참여 일반적 참여 이런운동필요없음

응답수 빈도(%) 응답수 빈도(%) 응답수 빈도(%)

초등학교 161 137 85% 23 14% 1 1%

중 학 교 239 93 39% 98 41% 48 20%

고등학교 204 155 76% 43 21% 6 3%

계 604 385 64% 164 27% 55 9%

그리고 자리 양보를 한 노약자에게서 고맙다는 말을 들은 학생이 말없54%,

이 고마워하는 표정을 보았다는 학생이 당연한 듯 그냥 앉는 것을 보았23%,

다는 학생이 로 나타나 웃어른이나 노약자가 교육적인 면에서 학생들을 대24%

할 수 있는 바른 시민 의식 계몽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일( :
2000.11.28)

구 분
설문응답

총학생수

고마움 언어 표현 고마움 행동 표현 어떤 반응도 없음

응답수 빈도(%) 응답수 빈도(%) 응답수 빈도(%)

초등학교 161 126 78% 26 16% 9 6%

중 학 교 239 96 40% 54 23% 89 37%

고등학교 204 102 50% 57 28% 45 22%

계 604 324 54% 137 23% 143 24%

이러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자리 양보하기를 생활수칙으로 선정하고 주‘ ’ , 1

회 이상 학교장 및 담임교사의 훈화교육 실시 연 회에 걸친 학급회 및 학생, 4

회의 자리 양보하기 운동에 대한 토론마당 전개 등을 통하여 학생들 스스로‘ ’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심성이 길러질 수 있는 교육활동

을 전개하였다.

자리 양보하기 운동에 참여한 학생의 격려 방안으로 자리 양보하기 운동 지‘ ’

도위원을 크게 늘려서 퇴임교원 명 노인회 회원 명 삼락회 회원 명을 시20 , 9 , 5

교육청에서 위촉하였으며 각급 학교 교직원 명을 학교장이 위촉하도록, 7,681

하여 확인카드를 발급해 주는 등 자리 양보 현장에서 직접 칭찬하고 격려해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학생들이 자리 양보하기 운동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실천 의지를 기를



수 있도록 각급 학교별로 백일장을 개최하고 고등학교에서는 교내 논술대회도 개,

최하였다.

학년도에는 학생들의 심성에 노약자에게 자리 양보하기에 대한 공감대가2002

형성되었으므로 이의 내면화를 위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학교별

로 지속적인 훈화 교육과 홍보활동 그리고 자리양보 학생 격려 교내 백일장 등을, ,

실시하도록 하였다.

다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학년도에는2000 261,715명이 자리 양보하기에 참여하여 명의 버스이용69,943

학생이 연중 회 이상 자리를 양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도는 연인원3.7 , 2001

회 자리를 양보하여 명의 버스이용 학생이 연중 회 이상 자리247,266 51,822 4.7

를 양보하였으며 년에는 월 일 현재 연인원 회 자리를 양보하여, 2002 6 15 157,599

버스이용 학생 명이 개월 동안 회 이상 자리를 양보한 것으로 조사되48,514 6 3.2

었다.

구 분
총학생수 자리양보하기운동참여학생수

총학생수 버스이용
학생수

전화신고
접 수

확인카드
접 수 담임인정 계 비율(%)

년2000 270,011 69,943 445 8,229 253,047 261,715 374.2%

년2001 268,822 51,822 551 22,274 223,441 247,266 477.1%

년2002 254,968 48,514 298 0 157,301 157,599 324.8%

예시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더라도 학생들은 자리 양보하기 운동에 대하여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기회가 오면 적극적인 자리양보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리 양보하기 운동이 발전하여 친절하게 길 안내하기 무거운 짐 들어다 주기,

등의 선행으로 이어져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노약자를 먼저 생각해주,

려고 하는 아름다운 심성이 길러지고 있는 것으로 백일장 및 논술대회를 통한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이는 학생들에게 이웃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같이 나누는 공동체적인 사랑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생겨나고 있으며 나아가 경로 효친 정신도 같이 길러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학교교육에서 지속적인 실천위주의 인성지도의 덕목으로

실천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 결과 학생은 반드시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는 웃어른들의 전통적인

생각에는 학생들이 동조하지 않고 있으며 더군다나 자리 양보를 받고도 아무,

고마움을 느끼는 행동을 보이지 않은 웃어른이나 노약자에게는 불쾌함을 표현

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자리 양보하는 심성을 길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

적인 측면에서 성인 및 노약자들의 바른 가치관 정립이 요구된다.

또한 자리 양보하기와 같은 인성함양 교육활동은 객관적인 교육효과 및 결과를

진단하거나 예측하기에 매우 어려움이 따르는 분야로서 이러한 수치에 연연하지

않고 자리 양보하기 운동에 대한 내면화 교육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특히 년 월중에 서울에서 내려온 초행길의 아주머니를 친절하게 버스2002 1

까지 타면서 길을 안내하여 아무 불편 없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에 아주머니가 교육감에게 편지를 보내어 알려진 동성고 고남일 군의 선행

은 여러 매스컴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여기에 선행을 받았던 아주머니의 편지글을 소개한다.



안녕하십니까 교? 육감님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벌써 꽃 소식이 전해져오는 봄이 되었

습니다. 힘든 교육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교육감님 항상 건강하십시오.

저는 서울 삼전동에 사는 평범한 가정주부이자 조그만 직장에 다니는 지 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교육감님께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금년 월 광주에 직장 일. 1

로 내려갔다가 한 학생에게 너무나 고마운 친절을 받아서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뒤늦게나마 바쁘신 교육감님께 무례인줄 아오나 달리 해결 방법이 없어서 편지를

드립니다.

제가 광주에 갈 때는 초행길이었기 때문에 길을 잘 몰라서 광주역에서 화순읍을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한참 뒤에야 잘못 탄 것을 알고 당황하였는데 다

행히 학생에게 도움을 받아 편하게 일을 마치고 귀경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쩔쩔매고 있는데 학생이 버스에서 같이 내

려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주어 그곳에서 화순읍에 가는 버스를 올 때까지 기다렸다

가 버스 타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학생이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막상 버스.

에 타고 보니 이름만 물어보고 다른 것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학생 이름은 고남일.

이라고 하였고 교복이 검정색 쥐색 차이나 칼라 교복에 키는 꽤 큰 학생이었습니( )

다 버스를 타고 오다 같이 내린 곳이 백운동 로타리라고 들었고 화순행 버스를.

탄 곳이 농협 앞이었으니까 혹시 집이나 학교가 그 근처가 아닐까 하는 추측만 하

여봅니다.

너무 고마운 친절을 학생에게 받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미안한 마음에 어렵게 편

지를 보냅니다 꼭 그 학생을 찾아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고민하다가 광주.

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교육감님께 부탁을 드리면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편지를 드립니다.

다른 일에도 바쁘시고 힘드실 텐데 이렇게 사소한 일까지 부탁을 드려 죄송합니

다 요즈. 음 같은 세상에도 이렇게 착한 학생이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동봉한 도서상품권은 학생을 찾게되었을 때 전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교육감님 항상 건강하셔서 광주를 빛내고 사랑할 수 있는 많은 학생을 길러주!

시면 좋겠습니다 두서 없는 글을 쓰게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

년 월 일 지 올림2002 3 22 ◦◦

자랑스런 광주학생상제 운영4.

가 개요.

자리 양보하기 운동과 정직친절질서청결의 생활화 실천 및 선효행을 학교․ ․ ․ ‧
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해 온 학생을 학교당 명씩 학교장의 추천을 받고1 ,

시교육청 홈페이지 칭찬합시다와 자랑스런 광주학생 코너에 탑재된 미담 사‘ ’ ‘ ’

례를 심사하여 자랑스런 광주학생으로 선정 표창하고 수상 대상자의 실천사‘ ’ ,

례를 장학자료로 발간하여 일선학교에 보급함으로써 기본생활습관 형성과 바,



른 예절생활 실천 동기를 강화함은 물론 민주시민의 자질이 함양되도록 하였

다.

나 추진 실적.

자랑스런 광주학생 표창(1)

자랑스런 광주학생을 매년 회 학기말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모범학생 학교‘ ’ 2

당 명과 시교육청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자랑스런 광주학생에 탑재된 미담사례1 ‘ ’, ‘ ’

주인공을 심사하여 교육감 표창을 실시하고 있다 자랑스런 광주학생 학교 대표는.

학급회에서 학급 모범학생을 선정하여 주 회 담임교사가 표창하고 전교 학생회에1 ,

서 모범학생을 선정하여 월 회 학교장이 표창하며 전교 학생회에서 학기 단위로1 ,

모범학생을 선정하여 교육청에 추천하면 추천자의 공적을 심사하여 교육감 표창을,

하고 있는 바 표창 실적은 다음과 같다, .

연도
구분 1999 2000 2001 2002

표창 횟수 2 2 2 1

표창 인원 465 475 520 255

자랑스런 광주학생 사례집 발간보급(2) ‧
자랑스런 광주학생 표창을 받은 학생들의 우수 실천사례를 모아 연 회 실천사‘ ’ 1

례집을 발간보급하고 각 학교에서는 명상자료 및 학급문고로 활용하여 수범사례,‧
일반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자료 발간보급 실적은 다음과 같다, .․

연도
구분 1999 2000 2001 2002

발간 부수 700 700 700 예정700( )

다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학생들의 정직친절질서청결의 생활화 및 자리 양보하기의 수범적인 생활이‧ ‧ ‧
일반시민에게 파급되어 문화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이 고취되었고 표창받은 학생,

들의 모범사례가 일반화되어 바른 인성 함양에 기여할 수 있었으며 실천사례,

집을 학급문고 및 명상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덕생활과 효덕행의 실‧
천의지가 고양되었다.

앞으로도 국제화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바른 인성을 지닌 민주시민으‧
로서의 자질을 갖춘 학생들을 발굴하여 표창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여 미담사례의 일반화에 노력할 것이다.

학생 생활지도의 내실IV.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의 청소년들은 대가족제21C

도의 붕괴와 함께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뚜렷하여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

는 공동체 의식의 결여 등으로 전통적인 예절이나 생활질서에 의한 생활지도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담임중심의 생활지도를 기본으로 하여 학교 폭력 예방활동,

중도탈락 학생 예방지도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학생봉사활동의 활성화를, ,

통하여 학교폭력 없는 학교 중도탈락 없는 학교 담배연기 없는 학교를 만들어, ,

보다 쾌적하고 즐거운 학교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무학교 운3「

동 으로 발전시켜 오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활동 전개1.

가 개요.

오늘날 고도산업화와 대중 상업문화의 발달과 함께 사회의 개방화와 다양화

로 핵가족 생활의 가속화로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약화되고 개인주의가 팽배하

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의 결여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학교폭력이 사

회문제화 되어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가 유기적,

인 관계를 유지하며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교육환경조성에 주도적으로 임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시교육청에서도 학생의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고 폭력으로부터

공포와 괴로움을 제거함으로써 안전하고 명랑한 학교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

해 힘쓰고 있다 지. 속적으로 상담활동을 강화하여 학생고충 해소 및 예방활동에

주력하며 학교가정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범사회적 선도체제를 구․ ․
축하여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나 추진 실적.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역량 강화(1)

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학교폭력추방대책반을 각급 학교에 학교폭력추방,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고 전 교원이 참여하는 생활지도 체제를 구축하여 교, 1․
원 선도 결연 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전 교원 참여의 상담지도 체제를 강화하1 ,

기 위해 담임교사의 쪽지상담 또래상담과 더불어 교원연수를 위해 교감 학생, ,

부장 월례회의를 포함하여 시교육청 및 교육연수원 단위의 교사 연수로 1999

년 명 년 명 년 명 년 명을 실시하였다1,422 , 2000 1,290 , 2001 950 , 2002 1,243 .

그리고 학교 교육청 단위의 생활지도 및 두레학급 운영 사례를 발굴하여 우수,

교사를 대상으로 년 명 년 명 년 명을 표창하였다1999 55 , 2000 54 , 2001 66 .

또한 학교별로 학교폭력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해 폭력예방 및 근절 대책,

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필요성에 따라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우수사례를 발‘ ’

굴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공유망을 구축하고 우수사례

편을 발굴탑재하여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에 링크해 활용하도록 하였으246 ․
며 시교육청 홈페이지 생활지도자료실에 학교폭력 자료를 안내하여 교사 및,

학부모들이 예방지도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학생 참여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2)

학교별로 교내 자율적 학생활동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해 학급회 학생회,

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한 클럽활동을 운영하여 특기적성을 계발 신장시키며 건․
전한 청소년문화 육성을 위한 학생축제 전시회 체육대회를 실시하였다 특히, , .

건전한 문화 창달을 위해 학생종합예술제를 매년 개최하고 학생거리예술제를

년 교 년 교 년 교 년 교에서 실시하였다1999 11 , 2000 13 , 2001 13 , 2002 13 .

더불어 학생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학생봉사활

동정보안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각급 학교에 학부모지도봉사단 명을 조7,872

직하여 지도교사와 함께 학생봉사활동에 참여하였으며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별로 학생자율선도단 을 조직하여 공중도덕「 」

지키기 집단따돌림 및 학교폭력 예방활동 전개 유해업소 신고 활동 학교폭력, , ,

근절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학교가정사회의 연계지도(3) ․ ․
학생지도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가정통신문을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학부모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학생상담자원봉사로 년 명 년 명, 1999 405 , 2000 383 ,

년 명 년 명을 위촉하여 비행 예방을 위한 개별상담을2001 304 , 2002 296 1999

년 명 년 명 년 명을 실시하였으며 집단상담으로4,044 , 2000 2,213 , 2002 1,357 ,

년 명 년 명 년 명 년 명을1999 17,562 , 2000 13,341 , 2001 15,000 , 2002 6,783

실시하였다.

학생들의 고충을 신속하게 대처하고 해소하여 폭력 및 집단따돌림을 예방하

기 위해 지역교육청에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와 시교육청 및 지역(1588-7179)․
교육청에 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홍보하기 위해 학생고충신HOT-LINE ,

고상담전화 카드를 년 만매 년 만매 년 만 천매1999 30 , 2000 26 , 2001 27 5 ,․
년 만 천매를 제작하여 배부하였다2002 21 7 .

또한 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학교폭력신고센터 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 」

며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법무부 학교폭력추방위원회와,



간담회를 년 교 년 교 년 교 년 교에서 추진1999 28 , 20002 28 , 2001 34 , 2002 15

하였다.

학교폭력 예방 지도를 위한 자료개발(4)

년부터 년간 학교폭력 예방 지도를 위한 자료 개발 현황을 살펴보면2002 3

다음과 같다.

연 도 대 상 자 료 명 종 류 발행부수 특기사항

2000 초중고․ ․ 사랑을 베풀어 희망을 심어

주고
책 자 800

생활지도

우수사례

2000 초중고․ ․ 네티즌 예절@ 책 자 2,000 사이버폭력

2000 초중고․ ․ 네티즌 윤리헌장 전 단 257,000 포스터전단

2001 초중․ ․고 따뜻한 손길 따라 커가는

사랑
책 자 500

생활지도

우수사례

〃 〃 충절과 의로움의 현장을 찾아 책 자 1,500 체험활동

〃 〃 봉사활동대상터전편람 책 자 7,000 체험활동

2002 초중․ ․고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원 특별 연수
책 자 300

교원연수

교재

〃 〃 학교폭력 예방과 지도 책 자 550 학교연수

〃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영상자료
비디오 270 〃

〃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토론

지도
비디오 270 〃

계 종10
책 자

전 단

13,190

257,000

학교폭력 책무성 강화(5)

학교폭력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에 학교대표 학부모대,

표 지역사회 인사 담당경찰관으로 구성된 학교폭력중재위원회를 설치 운영, , ' ‘

하였으며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피해학생에 대한 출석인정과 함께,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강화하도록 하였고 선도기관으로 개 기관을 안, 7

내하였다

다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학교폭력 추방 추방위원회 구성과 교사연수 우수사례의 공유를 통해 교원의,

생활지도 역량이 강화되었으며 담임교사 및 전교사가 주기적인 상담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도한 결과 비행과 폭력 학생수가 현저히 감소하였다.

그리고 선도 위주의 학생지도와 다양한 체험활동의 전개로 중도에 탈락하는

학생수가 줄었고 학부모 연계 및 학교교육 참여로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이 증대되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또한 다양한 선도 및 홍보활동을 통해 불건전한 대중매체로부터 학생을 보호

하게 되었으며 학교가정사회의 연계 지도와 학생선도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 ․
구축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었다.

앞으로도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위해 탈선비행 풍토를 정화하고 상담체제 정․
비로 집단 따돌림 등 학생 고충에 대한 대처능력을 강화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

방함으로써 즐거운 학교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각종 사회단체와,

학부모 활동을 통한 계도와 사전 예방을 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중고등학생 중도탈락 예방 지도2. ․
가 개요.

산업사회 및 정보화 사회로의 환경변화로 인하여 핵가족화가 가속화되었고

생활 가치관의 커다란 변화에 따라 맞벌이 이혼 별거 등에 의하여 가정교육의, ,

붕괴현상이 심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

다.

이러한 사회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당연히 학교생활에 대하



여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도에 그만 두게 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이 학생들을 돌봐줄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또한 시급한 일이다 이렇게 중도.

탈락한 청소년들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구조에서 각종 폭력 비행,

등에 쉽게 접근할 수밖에 없어 평생을 사회의 그늘에서 살아가게 되는 환경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교육에서 중도탈락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아예 중도탈락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나 추진 실적.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중도탈락자 재입학을 위한 학교생활 적응교육과정을' '

설치하고 학년도마다 이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이미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

여 중도에 탈락한 학생들의 재입학을 돕고 있는데 매년 월에 실시하였으며, 2

그 실적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중 학 교 고등학교 계 비 고

년1999 51 86 142

년2000 101 103 204

년2001 108 99 207

년2002 59 78 137

이 중' 도탈락자 재입학을 위한 학교생활 적응교육을 위한 특별교육프로그'

램을 광주학생교육원에서 운영하였는데 이는 특별 상담을 위한 분노조절'

프로그램 이다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박 일 과정으로 중도탈락자 재입' . 2 3

학을 위한 학교생활 적응교육 과정을 운영한 결과 매우 좋은 호응을 얻었

다 따라서 년 월에는 모든 생활지도부장에게 본 과정에 대한 연수를. 2001 3

실시하였으며 각종 비행 및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에 대한 상담활동 프로그,

램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개발된 분노조절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및 자기 소개 나의 느낌 알아차리기, ,

화가 난 상황에 대한 이해 자신의 변화에 대한 인식 등으로 구성되며 분노조,

절 방법으로 화 다루기 생각 변화시키기 행동 변화시키기 정리하기 순서로, , ,

진행한다.

아울러 자기 표현의 꼴라쥬와 레크리에이션 청소년 성교육 청소년의 약, ,

물 오남용과 상담 치료 충효 전통 사상 모험 활동과 공동체 놀이 전통 문, , ,

화 국궁 체험 등으로 학생들의 눈 높이에서 접근하고 이해하며 상담할 수( )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의 심성을 바르게 교정시킬 수 있는 매우 유용

한 프로그램이다.

한편 담임중심의 생활지도 강화를 학생생활지도의 근본으로 하여 학교생활

부적응 예상학생을 조기에 발견 학부모와 연계한 집중적인 상담활동을 전개함,

으로써 학교생활 부적응 및 중도탈락이 예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상담자,

원봉사자 명 년 을 위촉하여 각급 학교의 학교생활 부적응학생들과 결304 (2001 )

연을 맺어줌으로써 학생들의 고충이나 진로에 대해서 쉽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별 중도탈락 예방대책으로는 학생자율선도단의 조직 운영으로 학교 안에

서 일어나는 각종 학교폭력 및 집단 괴롭힘 등을 발생 현장에서 직접 선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 정해진 규칙들을 준수하고 지켜나갈 수 있

는 풍토조성 및 심성배양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징계형 정학이나 퇴학 등 의. ( )

상벌규정을 선도형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퇴학 으로 전환하는 등( , , , )

선도규정을 제정 운영하도록 하여 순간적인 잘못이나 각종 비행을 체벌보다는

상담이나 봉사활동 등 스스로의 체험을 통한 심성교정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청

소년기의 개별화된 인성함양 교육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전국 최초로 광주보호관찰소와 연계하여 희망하는 교사를 특별범죄예,

방위원으로 위촉하여 각종 비행 등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있는 학생과 결

연 적극적인 보살핌과 선도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중도탈락으로 이어지지 않도,

록 보호관찰 학생들의 학교생활 부적응 해소 및 상담과 진로 지도에 힘쓰고 있

다.

그리고 지난 년에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로 동명고등학교를 사립으로1999



설립할 수 있도록 인가하여 광주전남지역의 중도탈락학생 및 학교생활 부적응 학․
생을 대상으로 학생을 모집하여 운영하도록 한 결과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2002.09.30 )

구 분
학년1 학년2 학년3

계
진리반 사랑반 진리반 사랑반 진리반 사랑반

남 13 12 12 12 9 11 69

여 7 5 5 8 4 4 33

계 20 17 17 20 13 15 102

전국적으로 중도탈락 학생이 늘어나고 있음에 반하여 우리 시교육청 이와 같

은 다각적인 노력으로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중도탈락 학생은 지속적으로 줄어․
들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가출,
비행

학교생활부
적응

가정
사정

검정
고시

건강
질병( )

유학,
이민 기 타

합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년1999 371 387 92 72 411 287 13 21 34 22 36 26 36 28 1,836

년2000 242 213 165 81 389 346 17 11 34 30 73 65 37 22 1,725

년2001 209 163 127 78 316 298 14 12 30 27 62 70 32 19 1,457

년2002 40 63 19 14 146 113 2 2 12 10 36 29 4 2 492

년은 까지의 통계임2002 2002.3.2 9.30※ ～

이렇게 중도탈락생이 줄어들고 있는 요인은 생활지도의 기본방침을 담임중심

의 생활지도와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함양 수련활동의 활성화 등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 부적응 경향을 미리 발견하여 가정과 함께 적극적인 상담활동을 통해

교정할 수 있는 교육활동을 전개하였기 때문이다.

다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중고등학생 중도탈락 학생수가 년 명이 년 명으로1999 1,836 2001 1,557․
년 기준 가 줄어들어 적극적인 중고등학생 중도탈락 예방을 위한 교1999 20% ․

육활동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담임교사 중심의 생활지도 강화를 학생.

생활지도의 기본으로 삼아 부적응 학생들의 잘못에 대한 질책과 체벌 대신에

학생들의 눈높이에 알맞은 이해와 포용으로 학부모와 연계한 적극적인 상담활

동을 전개한 결과일 것이다.

또한 분노조절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이를 각급 학교에 보급함으로

써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웃을 이

해하고 사랑하는 심성이 길러지도록 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어 학교생활에 스스로 적응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및 중도탈락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안학교설립운영규정 가칭 기타 관련 법령의 개제정을' ( )',․ ․
검토 중에 있으므로 이 결과에 따라 우리 시교육청의 대안교육기관 신설 또는(

선정 기준 및 향후 증설 추진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3.

가 개요.

지식정보화 시대의 빠른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

들이 심리적 갈등현상이 늘어나고 학교 내외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부적응 사

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혼란과 갈등상.

황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어른들의 애정 어린 상담활동을

통해서 그들의 고민을 덜어주고 올바른 진로를 인식 탐색 준비하도록 돕고자, ,

지역사회의 학부모님들 중 학력이 높고 상담에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학생상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시켜 학교나 지역상담실의 상담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나 추진 실적.

학생상담 자원봉사제 운영 방법(1)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선정◦

학생상담자원봉사자는 청소년 선도에 적극적인 관심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로서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한 분이거나 전직 교사 또는 교사자격증 소지

자나 다른 기관에서 상담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각급 학교장이

나 교육과학연구원의 추천을 받은 분으로 한다.

기초교육 및 보수교육◦

학생상담자원봉사자에게는 연초에 내지 시간 정도 기초교육을 통해서20 30

상담 일반 개인상담 기법 집단상담 기법 진로상담 성 상담 심성계발 훈련, , , , ,

등을 실시하고 매월 회의 보수교육을 통해서 연간 시간 정도의 보수교, 2 3 80～

육을 받는다

자율연수◦

자율연수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월 월 월에 각각 시간 정도를 자원1 , 2 , 8 20

봉사자회 자체 계획에 의하여 자체강사 및 도우미를 선정하여 자체 프로그램으

로 실시하며 월과 월에는 야외 연수도 실시한다5 11 .

배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상담자원봉사제 운영 희망 학교에 명을 배치하고1-2

중학교는 모두 명씩 배치한다 그리고 지역상담실은 교육청 직속 상담실 및1 .

도서관 시립도서관에 명 내외를 배치한다, 15 .

활동◦

각급 학교에는 학교에서 요청한 경우에 실시하며 학교 배치자 포함 명 내외10

의 봉사자가 심성계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집단상담을 실시하고 지역상담실에는

매일 오후 배치자가 교대로 상담실에 나가 내담자와 개별상담을 실시한다.

◦ 협의회 및 운영 보고회 개최

상담자원봉사제 운영을 위하여 매년 학기초에 상담자 대표와 학교 또는 지역



상담실 대표가 자리를 함께 하고 운영계획에 따른 학교별 또는 지역 상담실별

로 운영계획을 구체화하고 상담 방법 및 대상을 협의한다 연말에는 운영결과.

보고회를 열고 년간의 실적을 반성하고 상담사례를 발표한다1 .

학생상담 자원봉사제 운영 실적(2)

년에는 명의 상담자원봉사자가 기초교육을 받고 교육감 위촉장을1999 405

받았으며 초등학교 개교 중학교 개교 고등학교 개교 지역상담실 개10 11 , 5 , 10

실에 배치되어 청소년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활동을 한 결과 개인상담 명4,044 ,

집단상담 명을 대상으로 각종 비행예방 상담 및 진로 상담을 실시하였17,562

다.

년에는 명이 기초교육에 참가하여 초등학교 개교 중학교 개2000 383 11 , 70

교 고등학교 개교 지역 상담실 개 실에서 개인상담 명 집단상담, 3 9 2,213 ,

명을 대상으로 각종 상담활동과 비행 예방에 노력하였다13,341 .

년에는 연초에 재학 중 중도탈락 학생과 상담자원봉사자 명이 어머니2001 42

의 입장에서 상호 결연하여 학교생활을 계속하도록 도왔으며 기초교육에, 304

명이 참가하여 초등 개교 중학교 개교 고등학교 개교 지역상담실 개11 70 , 6 , 9

실에서 개인상담 명과 집단상담 명의 실적을 거두었다4,000 15,000 .

년에는 명이 기초교육에 참가하여 초등학교 개교 중학교 개2002 296 10 , 69

교 고등학교 개교 지역 상담실 개 실에서 개인상담 명 집단상담, 6 7 1,357 ,

명을 대상으로 각종 상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상담자원봉사자와 명의6,783 24

학생들이 결연하여 수시로 상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우선 사회교육적 성과를 들 수 있다 매년 우리 지역사회 학부모 명을 대. 300

상으로 상담활동에 대한 일반 기초 이론과 면담 기법을 비롯하여 영역별 진로(

상담 개별문제 중심 심성수련 자기발견과 이해 이성문제 자녀와의 대화 교, , , , ,

우관계 집단 상담 인지상담 와 각종 심리검사 등 상담 기법을 익힘으, , , MBTI )

로써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자신의 가정과 사회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리고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이 느끼는 갈등과 비

행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개인 상담을 실시하여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심성계,

발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명 내외의 소집단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올바른 가치10

관 형성과 자기 발견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청소년상 정립에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지금 바로 나타날 수 있는 성과는 아니지만 학생상담자원봉사자들.

의 상담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인격 형성과 자기 진로에 대한 올바른 인식,

탐색 준비 능력을 배양시켜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게 되었,

다.

앞으로도 학생상담자원봉사제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문제와 갈등을 겪고 있,

는 학생들의 고민을 덜어주고 비행을 예방함과 동시에 그들 스스로 자신의 올

바른 진로를 인식 탐색 준비하도록 할 것이다, , .

학부모지도봉사단 운영을 통한 학생 봉사활동의 활성화4.

가 개요.

최근 들어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봉사활동이 예전에는 주로 개인이나 종교단체 수준에서 이루어졌으나 오.

늘날에는 점차 제도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선.

진국들의 봉사활동 활성화 추세에 부응하고 점차 황폐화되어가고 있는 학생들

의 인성함양을 위해 그리고 서로 돕고 살아가는 민주시민 공동체 형성을 위해,

봉사활동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여 학생들이 봉사.

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자발성 협동정신 책, ,

임감 같은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할 수 있도록 학생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게 된

것이다.

학생봉사활동을 체계화시키고 제도화시키기 위해 사회 각 분야에 걸친 실천

적이고 체험적 봉사활동에 경험이 있는 학부모를 중심으로 학교별로 학부모지

도봉사단을 조직하고 지도교사와 함께 학생봉사활동의 계획 지도 평가에 참여, ,



토록 하였으며 학생들을 공동체 의식과 건전한 민주 시민의식을 지닌 조화로,

운 사회인으로 육성시키도록 학생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나 추진 실적.

학생봉사활동 정보 안내 센터 구축(1)

학교 학생 학부모 봉사활동 대상기관의 편의를 위해 년에 시교육청, , , 2000

및 동서부교육청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특히 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알림

마당 학생봉사자희망기관 관련사이트 학부모지도봉사단 코너를 개설하였으, , ,

며 알림마당에 학생봉사활동프로그램을 년에 개와 년에 개, 2001 65 2002 40

를 안내하였고 학생봉사활동대상터전 편람을 통해 봉사활동 대상 기관, ' ' 732

을 안내하였다 또한 시교육청 홈페이지의 학부모지도봉사단 코너에는 학생봉.

사활동 시범학교 중심으로 년에 회 년에 회의 활동실적을2001 363 , 2002 35

탑재하여 학부모지도봉사단 운영 및 학생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

여하였다.

학부모지도봉사단 조직(2)

학교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삼위 일체식 학생봉사활동의 체계화를 위․ ․
해 년 월 일 주월중학교 광산중학교 조대부속중학교 광주서석고등학2000 12 9 , , ,

교 송원여자고등학교 광주동신여자고등학교 등 개 학생봉사활동 시범학교를, , 6

중심으로 합동 창단식을 가짐으로써 학생자원봉사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였

다.

한편 년 이후에는 시범학교가 아닌 초중고 모든 학교에 학부모지도봉, 2001 ․ ․
사단을 자체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도록 한 결과 년에는 명, 2001 6,310 , 2002

년에는 명의 학부모지도봉사단을 조직하여 운영하였다7,872 .

권역별 학부모지도봉사단 조직(3)

년 중고등학교 학부모지도봉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 권역으로2002 5․
나누어 조대부중 주월중 전대사대부고 고려고 송원여고를 개 권역 대표학, , , , 5

교로 선정하고 전체 및 권역별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를 선정하여 봉사단 임, , ,



원을 조직하였다.

학부모지도봉사단의 역할(4)

학부모지도봉사단은 학생봉사활동을 지도하기 위해 학교별 봉사활동 과제를

선정하여 지도교사와 협의한 후 학생들에게 연간 봉사활동 일정표를 작성하여

배부하고 그 일정표에 따라 현장지도 및 봉사활동 실적 확인서를 발급한다 또.

한 추가 선택과제를 선정하여 지도하며 학생들의 봉사실적을 확인하는 등 학교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학부모지도봉사단 활동 실적(5)

학생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지도봉사단의 활동으로 년에는 학2001

부모지도봉사단 대표 간담회 회 실시 학생봉사활동 지도를 위한 지도봉사단1 ,

사전 지도 실습 회 명 지도교사 워크숍 개최 회 교장협의회 회 교장2 (350 ), 4 , 3 , ,

지도교사 학부모지도단장 연석회의 회 학부모지도봉사단 연수 회 명, 1 , 2 (567 ),

개 시범학교의 학생들과 함께 학교주변 봄맞이 대청소 실시 회 명 학6 1 (350 ),

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하는 학교주변 폭력 및 유해환경 추방캠페인을 회, , 1

명 전개하였고 특히 월 일 학운초등학교에서 광주광역시교육감 광주(350 ) , 9 9 ,

시장 학생 학부모 지도교사 등 명이 무등산 사랑 실천대회를 갖고 무, , , 1,500 ‘ ’

등산 등산로 보토 작업 쓰레기 줍기 외래식물제거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시범, , ,

학교별로 연중 총 회의 학부모지도봉사단 활동을 전개하였다326 .

년에는 학생봉사활동 학부모지도봉사단 연수를 회 명 실시하여 자2002 1 (550 )

질 향상을 도모하였고 매주 토요일 개 반씩 돌아가면서 지도교사 및 학부, 3-5

모지도봉사단과 함께 월드컵 대비 깨끗한 환경 만들기 지역사회 대청소 봉사「

활동 에 명이 참여하였으며 또한 푸른 광주천 가꾸기 봉사활동에100,211 ,」 「 」

개 중고등학교 학생 명 학부모지도봉사단 명 지도교사 명이129 1,500 , 300 , 30․
참여하여 광주천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활동의 참 의미를 깨닫는 전기를 마련하

였다.

한편 년도 학부모지도봉사단의 가장 큰 성과는 월드컵 계기 국민화합과2002

국가 발전을 위한 영호남 학생 한마음 대행진 행사의 추진이다 월 일부. 5 22「 」․
터 일까지 박 일 동안 영남지역 개교 학생 명 광주지역 개교24 2 3 36 1,001 , 36



학생 명과 학부모지도봉사단 등 명이 참여하여 환영리셉션을1,001 1,001 3,003

시작으로 학생분과별 그룹토의 시내구경 비엔날레를 관람하였으며 학부모지도, ,

봉사단 결연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실시하여 지역간의 돈독한 화합을 도모하고

영호남 청소년 상호간에 이해와 존중의 폭을 넓히면서 인식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화합과 배려라는 자원봉사 정신을 승화시‘ ’

켜 영호남 지역간의 화합과 배려 나아가 전국민의 화합과 배려 정신으로 확산

시키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다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제 차 교육과정의 특별활동 영역에 봉사활동이 적용하게 됨에 따라 학생봉사7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각급 학교에 학부모지도봉사단을 조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생봉사활동을 계획지도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봉사의 참․ ․
된 의미를 깨닫게 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공동체적 삶의 보람을 체득하는 한

편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이웃사랑 실천과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하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학, , ,

생들에게 경험적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

써 봉사정신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함양시켜 나,

갈 것이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의 창달.Ⅴ

세기 정보화 국제화로 다변화하는 시대에 학생들의 다양한 성품과 잠재력21 ,

을 발굴 계발시켜 창의적인 인간을 육성하고 민주시민의 기본 소양을 함양시키

기 위해 건전한 청소년 문화 창달에 힘써 왔다.

바람직한 집단활동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과 봉사정신을 지닌 민주시민의 자



질을 기르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집단이 어울릴 수 있,

는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예술제 청소년단체 활동 등을 활성화시켜 왔다, , .

학생거리예술제 운영1.

가 개요.

새 시대를 열어갈 창의적인 인간육성을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의 특기와 적성

을 신장시키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특기적성교육활동 및 상설클럽활동을 활․
성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학교교육이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학력신장에 온.

갖 노력을 다하지 않을 수 없어 학생들의 적성에 알맞은 특기교육 및 취미활동

을 실시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현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축제문화의 활성화는 학생들의 특기 및 취미활동을 신

장시킬 수 있음과 동시에 교실수업으로 인한 긴장을 해소하고 학교생활에 대한

즐거움을 선사하며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이 다양하게 변하는 청소,

년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추진 실적.

축제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별로 음악회 미술전시회 시화전 동아리별, , ,

발표회 등 학교마다 주제가 있는 다양한 축제를 계획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학

교나 공연장이 아닌 길거리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야외무대에서 주제가 있는

학생거리예술제를 갖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학년초 모든 고등학교가 학생거리예술제를 운영하도록 하고 그

중에서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개최 규모 등에서 우수한 개의 고등학교를 최13

종 선정한 후에 학생거리예술제를 시범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년에는 개 학교 년에는 개 학교 년에도 개 학교에서1999 11 , 2000 13 , 2001 13

시범 운영하도록 한 학생거리예술제는 수업시간 이외에 동아리활동이나 특기․
적성 교육활동 상설 클럽활동 등의 시간에 갈고 닦은 합창 무용 사물놀이, , , ,

댄싱 기악합주 등의 프로그램으로 분 정도의 시간에 걸쳐 운영하였다, 90 .



연번 개최학교명 일 시 장 소

1 광주예술고 토05. 19( ) 문예회관 야외공연장

2 금파공고 목09. 30( ) 문예회관 야외공연장

3 조대여고 목09. 30( ) 두암타운 공원놀이터

4 전남공고 금10. 01( ) 신세계 앞 야외공연장

5 송원여상 금10. 01( ) 문예회관 야외공연장

6 광주여고 금10. 01( ) 신세계 앞 야외공원장

7 전남여상 금10. 06( ) 일곡지역 공원

8 동명고 화11. 02( ) 독립기념관 광장

9 옥천여상 화11. 02( ) 신세계 앞 야외공원장

10 광주실고 목11. 02( ) 학생독립기념관 광장

11 기계공고 금10. 29( ) 문예회관 야외공연장

12 전남공고외 교3 화11. 02( ) 신세계 앞 야외공원장

연번 개최학교 일 시 장 소

1 광주예술고 금06. 02( ) 신세계 앞 야외공원장

2 동신여고 토09. 02( ) 북구청소년 수련관

3 광덕고 금09. 22( ) 신세계 앞 야외공원장

4 전남여상고 수09. 27( ) 일곡동 비둘기공원

5 광주여고 금09. 29( ) 문예회관 원형극장

6 금파공고 금09. 29( ) 어린이대공원 야외공연장

7 광주경신여고 월10. 02( ) 문예회관 원형극장

8 광주중앙여고 목10. 12( ) 문화회관 원형극장

9 광주정보고 화10. 24( ) 거평마트 앞 광장

10 동명고 월10. 25( ) 염주체육관 광장

11 전남고 목10. 26( ) 신세계 앞 야외공원장

12 전남여고 토11. 18( ) 문예회관 원형극장

13 광주농고 목11. 24( ) 광주역 광장



연번 개최학교 일 시 장 소

1 광주전자공고 화05. 22( ) 쌍암공원 첨단지구( )

2 광덕고 목09. 13( ) 신세계 앞 야외공원장

3 광주경신여고 금09. 21( ) 신세계 앞 야외공원장

4 금파공고 목09. 27( ) 신세계 앞 야외공원장

5 조대부고 금09. 28( ) 조선대학교 야외공연장

6 전남여상고 금09. 28( ) 일곡동 비둘기공원

7 동명고 목10. 12( ) 쌍암공원 첨단지구( )

8 광주예술고 토10. 13( ) 신세계 앞 야외공원장

9 광주여고 금10. 19( ) 신세계 앞 야외공원장

10 전남공고 금10. 19( ) 신세계 앞 야외공원장

11 광주여상고 금10. 26( ) 봉선동 놀이터

12 전남고 금10. 26( ) 신세계 앞 야외공원장

13 광주정보고 금11. 09( ) 하남 거평마트 앞 광장

연번 학교명 일 시 장 소

1 광주숭일고 금05. 10( ) 일곡지구 일대

2 광덕고 화05. 14( ) 신세계 앞 야외공원장

3 광주예술고 금05. 24( ) 신세계 앞 야외공원장

4 광주여고 목08. 29( ) 신세계 앞 야외공원장

5 전남고 목09. 12( ) 신세계 앞 야외공원장

6 전남여상고 금09. 27( ) 일곡동 비둘기공원

7 금파공고 금09. 27( ) 문예회관 원형극장

8 전남공고 월09. 30( ) 신세계 앞 야외공원장

9 광주자연과학고 금10. 18( ) 북구청소년수련관 광장

10 동명고 금10. 25( ) 거평마트 앞 광장

11 광주정보고 목11. 07( )

12 광주전자공고 금11. 15( ) 월계동 빅마트 앞

13 광주동신여고 토11. 16( ) 북구청소년수련관

학교마다 학생거리예술제 운영에 대한 특징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지원한, 1



백만원과 학교자체 예산을 투자하여 학생회가 교사들의 지도아래 행사를 갖도

록 하는 학생거리예술제는 전통적인 예술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대중적이고 청소

년들의 특징이 잘 나타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매우 신명

나고 활기찬 무대가 되었다.

그 중 시범운영이 돋보인 학교를 소개하자면 대안학교인 동명고등학교와 금

파공업고등학교 광주경신여자고등학교 그리고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의 학생거, ,

리예술제를 들 수 있다.

동명고등학교는 년에 송정공원에서 지역사회의 노인들을 모시고 점심1999

식사를 제공한 후에 이 분들을 관객으로 분 동안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90

며 년에는 염주체육관 광장에서 가설 무대를 설치하고 시각장애 학생들, 2000

인 세광학교 학생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여 의미 있는 예술제를

꾸며 전교생이 모두 무대에 나서서 평소에 연마한 특기를 선보이는 등 지역민

과 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특별하고도 의미있는 무대를 꾸몄다.

금파공업고등학교에서는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들과 학생들이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나 학부모들의 청소

년 문화 이해와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에도 기여하였으며 광주경신여자고등,

학교에서는 학생회 주관으로 학급별 음악 경연대회를 갖고 장르마다 우수 작품

을 선정한 후에 이를 학생거리예술제에서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학

교 전체 학생들의 축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는 봉선동 근린공원에 야외무대를 개설하고

지역주민이나 동창회 등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무대를 구성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예술적인 재능을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문화를 폭넓게 이해시키

고 공감을 얻어내는 등 봉선동 일대의 지역축제로써 전혀 손색이 없는 학생거

리예술제를 꾸몄다.

다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학교 축제문화의 활성화는 학생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촉매제이다.

교실수업으로 인한 위축과 학교성적에 대한 지나친 압박감으로부터 이러한 학

생거리예술제를 통하여 학생들의 마음이 한껏 열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나,

아가 자신들의 적성을 찾아 다양한 특기를 많은 관중 앞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작품의 공연을 위해서 서로 돕는 협동정신을 키워줌으로써 바른 인,

성함양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의 길거리에서 개최하는 학생거리예술제를 통하여 주민과 학부

모들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무대를 가짐으로써 기성세대의 문화와는 다르게

다양한 장르로 발전해가고 있는 청소년 문화를 직접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

가서는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꿈을 키워줄 수 있는 무대가 되었다.

앞으로도 학생거리예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다변화하는 시대에 학생들,

의 다양한 성품과 잠재력을 발굴 계발시켜 창의적인 인간을 육성하고 청소년,

문화의 건전한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민주시민의 기본 소양을 함양시키기 위,

해 노력할 것이다.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2.

가 개요.

세기 글로벌정보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비디오방 오락실 방 등 각종21 , , PC․
유해업소가 난무하여 비행청소년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청소.

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놀이문화공간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었․
다 이에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 보호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활동을 육성. ․ ․
지원하기 위해 학생교육문화회관을 건립하여 청소년 축제의 장으로 제공하고

다양한 놀이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 형성에 기여하였

다.

나 추진 실적.

광주학생교육문회회관 건립(1)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은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번지 공원내 에1268 (5.18 )

대지 평 연 건축면적 평 지하 층 지상 층 으로 국비 억원 지4,500 , 5,227 ( 2 , 7 ) 200 ,

방비 억 총 억을 투자하여 년 월 일 개관하게 되었다27 227 2001 9 3 .



주요 시설로는 수영장 평 레인 운동시설 평 배드민턴 탁구498 (25m 8 ), 518 ( ,

장 농구장 당구장 공용시설 평 식당 매점 스넥코너 놀이시설 평, , ), 2,148 ( , , ), 307

방 음악감상실 낙서방 디스코장 등 공연시설 평 객석 석 및 준(PC , , , ), 419 ( 558

비실 도서관 평 관리실 열람실 전시실 등 을 갖추고 있다), 1,337 ( , , ) .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와 조례시행규칙을 년 월 일 제2001 7 30․
정공포하여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수영장 공연장 체육시설 놀이, , ,․
시설 등을 사단법인 무등청소년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다양한 놀이문화 프로그램 운영(2) ․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청소년의 놀이문화시설 이용 실적을 보면2001 9 2002 8 ․

수영장 명 농구장 명 배드민턴장 명 탁구장 명 야외농구10,998 , 671 , 390 , 849 ,

장 명 디스코장 명 비디오감상실 명 음악감상실 명688 , 1,827 , 3,170 , 2,361 , PC

방 명 당구장 명 공연장 명 야외공연장 명 세미나실4,373 , 2,211 , 19,013 , 626 ,

명으로 총 명이 이용하였고 그 외에도 도서관 및 전시실을 이용하고429 47,606

있다.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 실적은 보면2001 9 2002 8

놀이문화 프로그램 개 과정 명 교양문화 강좌 회 명 문화8 50,763 , 30 1,121 ,․
교실 개반 명 학생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 과정 명 학생 활동22 565 , 6 2,089 , CA

및 동아리 개 부서 명 푸른광주 학생문화 축제 개 부문 명 등8 1,439 , 10 1,668

으로 동 회관이 개관한지 년도 경과되지 않았지만 그 기능과 역할을 활발히1

수행함으로써 학생들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다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의 건립으로 각급 학교의 학생축제가 활성화되고 청소

년의 건전한 놀이문화 풍토가 조성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욕구,

를 충족시켜 주고 특기신장과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

게 되었다.

앞으로 청소년의 종합 복지회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 담당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 ․



야 할 것이며 각급 학교 청소년단체 사회단체 등과 상호 협력체재를 구축하, , ,

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 단체 활동의 활성화3.

가 개요.

급속한 산업화와 향락지향의 대중문화가 전통적 가치관을 붕괴하고 정신적

황폐를 가져와 건강한 삶을 영위해야 할 청소년들이 심각한 갈등과 비뚤어진

가관을 지니게 되어 비행 청소년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청소년들의 건전.

한 가치관을 정립과 올바른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청소년단체 가입을 권장하고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 지도자 양성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추진 실적.

각급 학교에 인 청소년 단체 가입을 권장하여 가입 학교와 청소년 지도자1 1 ,

및 대원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개 청소년 단체에 매년 만원 상, 11 1,500

당을 지원하여 수련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지도자 양성을 위해 개 단체에, 3

매년 만원 상당의 직무 연수비를 지원하였다500 .

청소년 단체의 주요 활동을 보면 하계야영 및 청소년 종합예술제 기능 발표, ,

회 날 행사 우주과학 창의성 수련회 전통문화 배움 캠프 농촌 자연사랑 실천, , ,

교육 리더쉽 함양 교육 문화체험 등 집단 수련활동과 토론회 및 발표회를 통, ,

하여 집단사고 및 문제 해결력을 신장시켰으며 국제적 감각을 키워 주기 위한,

다른 나라 문화체험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년1999 년2000 년2001 년2002

단 체 수 25 25 25 25

학 교 수 441 475 572 571

지도자수 841 827 965 928

대 원 수 20,230 19,845 23,283 24,087



다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청소년 단체의 각종 수련 및 단체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지도하고 집단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신장시켰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정신을 함양시켜 주었다 그리고 청소년단체의 지원과 청소년 지도자.

양성을 통하여 청소년단체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기반을 조성하였다.

앞으로도 다양한 청소년 단체 활동을 더욱 활성화 시켜 급변하는 사회 변화를 올

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한 심신을 단련하,

여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육성하는데 박차를 가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