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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화의 물적 기반 구축.Ⅰ

지식 정보화 사회를 대비한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시교육청 산하

전 기관과 학교를 하나의 인트라넷으로 연결한 광주교육정보망 을(KETISNET)

시교육청을 중심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지역교육청을 포함한 직속기관을․ ․
초고속 통신망 으로 연결한 도시망(E1 : 2,048MB) (MAN, Metropolitan Area

을 구축하고 각급 학교의 모든 교실을 노드로 연결한 학내망Network) , 3 (LAN)

구축 초고속 전용회선 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 각급(10Mbps), (E1: 2.048Mbps) ,

학교에 각종 교수 학습자료를 탑재할 수 있는 서버 보급 소WEB , VOD, EOD

프트웨어 보급 캐쉬 보안 기능을 위한 서버 보급 종합생활기록부 서버, Proxy ,

보급 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보급 도서실 정보화 를 통한 각종 문, UPS , (8node)

헌정보의 검색 체제 구축함으로써 교육 수요자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교육,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활용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보화 기기 확충 및 유지보수 관리ICT ‧
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컴퓨터 실습실을 초등학교는 학급 이상, 36 2

실 중고등학교는 학급 이상 실을 설치하였으며 교원용 교실용, 30 2 , PC, PC,․
대형 모니터 실물화상기 등 교단선진화 기자재 보급을 완료하였다, 100% .

앞으로도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과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기기 환경 구축으

로 학생 및 교원의 교수학습 방법 개선 교육정보 인프라의 지속적인 고도화, ,․
당 학생수 감축 실습실 컴퓨터실 확충 컴퓨터실 교과전담교실 소집단1 PC , ( ) , , ,

학습실 등 다양한 용도의 교실 구축 활용 노후 의 연차적 교체 전학교의, PC ,

도서실 정보화를 바탕으로 디지털 자료실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정보망의 확충 및 관리1.

가 개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지식집약 산업의 확대와 지식기반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창의성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이 개인과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등장하였으

며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의 폭증에 따른 사이버 교육 활성화 등 교수학습의, ‧
지평이 확대되고 새로운 교육현상이 출현하여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창출이,

필요하게 되었다.

광주교육정보망 은 시교육청 주관으로 전 기관과 학교를 인트라(KETISNET)

넷으로 연결한 도시망 으로 시교육청을(MAN, Metropolitan Area Network) ,

중심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지역교육청을 포함한 직속기관을 초고속 통신․ ․
망 으로 연결한 도시형 인트라넷을 구축함으로써 교육 수요자(E1 : 2,048MB)

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교육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광주교육정보망의 추진 목표는 모든 학교가 교내 어느 곳에서나 인터넷의 자

유로운 접속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 인터넷 활용의 생명인 속도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솔루션 구현 모든 교육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공유,

체제의 조성 학습의 개별화개성화를 지원하는 재택학습 기회의 지원 확대 인, ,․
터넷을 통한 실시간 교육현장의 공개로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신뢰성 제고 등

이다.

이에 따른 추진 방향은 교육용 컨텐츠를 통합 관리 및 공유할 수 있는 도시

망 구축 초고속 전용회선 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 각급(MAN) , (E1: 2.048Mbps) ,

학교의 모든 교실을 노드로 연결한 학내망 구축 각급 학3 (LAN) (100/10Mbps),

교의 모든 컴퓨터실 네트워크 구축 인터넷 속도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솔루,

션 구현 정보화 기기의 유지보수 및 지속적인 고도화 등으로 정하고 있다, .․

나 추진 실적.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기관 및 학교를 네트워크로 연결한 도시망 구(MAN)

축 각급 학교의 모든 교실을 노드로 연결한 학내망 구축 초, 3 (LAN) (10Mbps),

고속 전용회선 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 각급 학교에 각종 교수(E1: 2.048Mbps) ,

학습자료를 탑재할 수 있는 서버 보급 소프트웨어 보급 캐쉬WEB , VOD, EOD ,

보안 기능을 위한 서버 보급 종합생활기록부 서버 보급 시스템의 안정Proxy , ,

을 위한 보급 도서실 정보화 를 통한 각종 문헌정보의 검색 체제UPS , (8node)

구축하였다.



광주교육정보망의 특징으로는 수업시간에 정보의 실시간 접속이 가능하도록

초고속 전용회선을 이용하여 실시간 정보교환이 가능 관내 기관학교를 단일, , ․
망으로 연결하여 모든 정보의 공유와 활용 용이 동일 제품에 의한 구축으로,

학교 통신장비의 원격 관리로 신속한 가 가능 교육정보망 구축 예산을 학AS ,

교에 배당하지 않고 일괄 집행함으로써 예산을 대폭 절감 전국 최초로 교육계, ,

학계 업계가 합의한 모델로 대단위 단일 교육망 구축 호환성과 확장성을 고려, ,

한 설계로 빠른 기술 변화에 신속히 대처 가능 등을 들 수 있다.

광주교육정보망 센터장비 구축 내역
단위 대( : )

구 분 년1999 년2000 년2001 년2002 계

서버급 컴퓨터 6 6 6 17 35

라우터 및 스위치 24 - 3 3 30

방화벽 시스템 1 - 2 3 6

계 31 6 11 23 71

인터넷 통신회선 구성 현황

구 분 년1999 년2000 년2001 년2002 계

인터넷 백본전용회선 T3(1) - ATM155
회선(1 )

ATM155
회선(1 )

ATM155
회선(2 )

학교 기관 전용회선( ) E1(120) E1(110) E1(13) E1(2) E1(245)

계 T3(1)
E1(120) E1(110)

ATM155
회선(1 )
E1(13)

ATM155
회선(1 )
E1(2)

ATM155
회선(2 )

E1(245)

학내전산망의 구축은 본청 주관으로 도시형 인트라넷(MAN : Metropoli tan

으로 설계시공하여 예산 절감 동일 기종으로 인한 관리의 용Area Network) ,․
이성 속도의 고도화 급 정보의 공유를 기할 수 있도록 전 기관과 학교를, (E1 ),

단일망으로 구축하고 학내망 구축시 추가 수요를 감안하여 각 교실에 노드, 3

의 회선을 설치하였다(node) .

학내망의 문제점으로는 인터넷 이용자의 급증과 인터넷 보안을 위해 설치한

방화벽으로 인한 속도의 저하 정보화기기의 유지보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가의 장비가 사장될 우려 늘어나는 정보량으로 인해 발생되는 트래픽,



으로 인한 인터넷 백본 전용회선의 증속 요구 학교 인터넷 전용회선중 일부가,

전화국에서 학교까지 실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약간의 패킷 로스 현상에 따라

속도의 저하 등을 들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 개발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정보망 운영을 위해서는 담당 부서로부터 일선학교까지의 관심과 노

력이 요구되어진다.

학내전산망 구축 현황
단위 교( : )

구분 전체학교수 학내망구축학교수 구축비율(%) 비고

초등학교 116 116 100 급E1

중 학 교 70 70 100 〃

고등학교 57 57 100 〃

특수학교 5 5 100 〃

계 248 248 100 -

학내망 서버 및 네트워크 백본 장비 구성 현황
단위 교( : )

구 분 년1999 년2000 년2001 년2002 계

서버Web 120 110 15 - 245

서버Proxy 120 110 15 - 245

서버Unix 120 111 14 - 245

라우터 120 110 15 3 248

백본스위치 120 110 15 3 248

계 600 551 74 6 1,231

앞으로도 광주교육정보망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

고 각종 멀티미디어교육자료 개발 및 정보 교환을 촉진하며 교육행정의 정보, ,

화를 통한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며 활용수업의 활성화 및 교, ICT

수학습의 정보화로 자기주도적 학습신장과 교수학습의 정보화로 열린교육사회․ ․
를 구현해 나갈 것이다.



다 추진 체계.

광주교육정보망 추진 체계를 살펴보면 시교육청은 광주교육종합정보망 백본,

장비 확충 광주교육종합정보망 학내망 포함 일괄 유지보수 계약 체결 정보화, ( ) ,

기기 유지보수비 지원 인터넷 회선 고속화 사업 총괄 학교 서버 및 라우터 업, ,

그레이드 등을 실시하고 한국통신은 인터넷 회선 고속화 사업 지원한다 유지, .

보수기동반은 광주교육종합정보망 유지보수를 총괄하며 전담반은 광주KETIS

교육종합정보망 학내망 포함 유지보수를 지원한다 동서부교육청 정보화추진( ) . ․
지원단은 광주교육종합정보망 학내망 포함 의 유지보수를 지원하고 각급 학교( ) ,

는 정보화기기 유지보수의 역할을 수행한다.․
광주교육정보망 유지보수 현황

추진 내용 년2001 년2002 계

광주교육정보망 유지보수계약 체결 교179
개 장비1,509

교245
개 장비3,108

교424
개 장비4,617

라 전망 및 기대 효과.

광주교육정보망 구축 운영에 따른 기대 효과는 광주교육정보망을 이용한

활용 수업 조성을 위한 각종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교육정보서비스의 활용 여건 조성 자기주도형 학습기회 제공으로 사교육비 감,

소 교육정보의 통합 활용으로 정보가치 증대 다양한 교육요구 증가에 능동적, ,

으로 대처 지속적인 추가 신기술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 유치원 화상시스템, ,

구축으로 실시간 학습활동 공개로 교육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통신 교육의 활

성화 구현 등을 들 수 있다.

앞으로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원격연수 서비스 인터넷방송국, VOD , ,

인터넷원격화상시스템 등 컨텐츠가 양적 질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보다 빠른,

고속의 인프라가 요구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정보인프라를 고도화시킴으로써

최상의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보화 기기 보급2.

교육정보 인프라의 고도화를 통한 활용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ICT

보화 기기 확충 및 유지보수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 목표는,‧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과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기기 환경 구축으로 학생 및

교원의 교수 학습 방법 개선 교육정보 인프라의 지속적인 고도화 당 학- , , 1 PC

생수 감축 실습실 컴퓨터실 확충 컴퓨터실 교과전담교실 소집단 학습실 등, ( ) , , ,

다양한 용도의 교실 구축 활용 노후 의 연차적 교체 등에 두고 있다, PC .

컴퓨터 실습실 구축□

가 개요.

컴퓨터 실습실 구축을 위한 컴퓨터 보급 사업의 목적은 세기 지식정보시21

대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 초중고교에 학생 실습실용 컴퓨터를 보․ ․
급하여 정보화 마인드를 고양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데 있다.

컴퓨터 실습실 구축은 정부투자와 민간참여 유치의 가지 방법으로 구축을2

추진하였다 민간참여 컴퓨터실은 민간업체가 학교에 컴퓨터를 기증하고 이를.

이용하여 일정한 기간 년 동안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특기적성 활동을(1 3 )～

실시하고 정규 교육에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나 추진 실적.

추진 현황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급이상 실 기준을 달성하였으며36 2 ,

중고등학교는 목표를 초과하여 학급 이상 학교에 실 구축을 완료하였다30 2 .․
또한 민간참여 컴퓨터실을 적극 권장하여 예산 절감 및 학생들의 특기 적성 교

육에 큰 기여를 하였다.



학생 컴퓨터실용 현황PC
단위 대( : )

구 분 목표량 까지실적2000 실적2001 실적2002 누 계

초등학교 6,260 2,791 2,707 288 5,786

중 학 교 3,163 3,277 348 - 3,625

고등학교 3,271 5,559 430 91 6,080

특수학교 43 34 - - 34

계 12,737 11,661 3,485 379 15,525

목표량 :※ 초등학교 학급 이상 실 중고등학교 학급 이상 실: 36 2 , : 30 2․

다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주요 활용 내용을 살펴보면 각 학급별 활용 시간을 배당 주당 시간 이상, 1

활용 수업 진행 등 활용 교수학습 활동 및 소양 교육 방과후 특ICT ICT ICT ,․
기 적성 활동 지역 주민의 정보화 교육 등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민간참여 컴, .

퓨터실의 계약 완료 후에는 기증 받은 컴퓨터를 각 교실의 학생용으로 배치하

여 정보검색 문서작성 등 기본적인 응용프로그램을 설치 수업 시간과 쉬는 시, ,

간에 활용하고 타자 경시 대회 정보 찾기 대회 등을 개최하여 학생들의 정보, ,

화 기능 신장을 도모하였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년까지 학급 이상 학교에 컴퓨터실 실을 설2005 24 2

치하여 학생들의 정보화 활용에 기여할 것이다.

교원용 컴퓨터 보급□

가 개요.

교원용 컴퓨터 보급 사업의 목적은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우선 학생을 교육하는 교원에게 를 보급하여 정보화 능력을PC

배양하는데 있다.



교원용 의 활용은 활용 수업을 위한 다양한 자료 개발 및 인터넷을PC ICT

통한 교수학습 자료 수집 활동에 활용하고 있으며 교무업무 지원시스템 작업, ,․
성적 처리 각종 공문서 작성 및 교내 네트워크 및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자료의 공유와 학급 홈페이지 활용을 통한 학생 상담 활동 및 정보통신 기술

활용 능력 신장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나 추진 실적.

교원용 의 활용은 활용 수업을 위한 다양한 자료 개발 및 인터넷을PC ICT

통한 교수학습 자료 수집 활동에 활용하고 있으며 교무업무 지원시스템 작업, ,․
성적 처리 각종 공문서 작성 및 교내 네트워크 및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자료의 공유와 학급 홈페이지 활용을 통한 학생 상담 활동 및 정보통신 기술

활용 능력 신장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추진 현황은 광주시 관내 교원 명에 대한 를 보급 완료하여10,464 PC 100%

교무실의 정보화를 이루었다.

교원용 보급 현황PC
단위 대( : )

구 분 목표량 까지실적2000 실적2001 실적2002 누계

초등학교 4,043 3,989 25 29 4,043

중 학 교 2,706 2,533 73 100 2,706

고등학교 3,493 3,458 19 16 3,493

특수학교 222 222 - - 222

계 10,464 10,202 117 145 10,464

다 향후 추진 계획.

우리 시교육청은 교원들의 사기 진작과 정보화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ICT

교원을 대상으로 노트북 컴퓨터 보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

진을 위하여 일선 교사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교단선진화 기자재 보급□

가 개요.

교단선진화 사업은 모든 학교의 교실에 멀티미디어 기기를 설치하여 교육정

보화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의 중요성을,

먼저 인식하여 추진하였으며 광주의 주월초등학교가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본,

모델로 제시되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사업의 기대 효과는 정보화 기반 구축을 통하여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
고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자기 주도적인 열린 학습을 실현하는,

것이다.

교단 선진화 장비 보급 기준

품 목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컴퓨터 모든 학급에 대씩 보급PC 1

대형모니터
프로젝션( TV)

년 학급당 대3 6 1 1～ 학급당 대1 1

대형 모니터와 프로젝션 중 선택TV

실물화상기 년 학급당 대1 3 1 1～
년 학급당 대4 6 2 1～ 학급당 대2 1 학급당1

대1

일반TV
(29")

학년 활용1 2 29"TV～
엔코더 보급( )

기존 는TV
대형 모니터와 같이 활용43″

나 추진 실적.

보급된 장비로는 컴퓨터 대형모니터 실물화상기 등이었으며 보급 기, , TV, ,

준 및 학급별 보급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보급 현황 학급 기준( )
단위 대( : )

구 분 기준량 년 보유량2001 년 보급량2002 보급후 보유율

초등학교 3,381 3,208 173 100%

중 학 교 1,533 1,478 55 100%

고등학교 1,619 1,619 - 100%

특수학교 118 118 - 100%

계 6,651 6,423 228 100%



다 향후 추진 계획.

향후 신설 또는 증설되는 학급에 대한 컴퓨터 및 교단 선진화 장비의 지속적

인 보급과 노후 의 교체 년까지 학급 이상 학교에 컴퓨터실 실 구PC , 2004 24 2

축 년까지 학생 명당 보급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일선 교사 및, 2005 5 1PC

학생들의 활용 수업 여건 조성 등 각종 교육정보서비스의 활용 기반을 조ICT

성하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추진 방법은 시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보급PC

사업 및 교단선진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 기기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을 통해 양질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지역교육청은 현장 방문 조사 및 일선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급 학교의,

정보화기기 현황 조사를 통해 지역별 특성 및 일선 학교의 실정에 맞는 보급계

획을 수립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정확한 자료 제출 및 보급 기기의 유지관리 역․
할을 수행하는 등의 추진 체제를 수립할 것이다.

장비별 보급 계획은 다음과 같으며 주요 내용은 컴퓨터 및 관련 기기의 낙,

후화로 인한 교체 물량 보급과 모둠별 학습을 위한 교실용 컴퓨터 추가 보급

등의 추가 보급 물량이 필요하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낙후 컴퓨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서버를 이용한 재활용 제품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하였으며 관내 학교 중 개 학교를 선정하여 관련 장비를 구입 시범 운영하, 5 ,

도록 하였다 그리고 재활용 제품에 대한 시범 운영을 거친 년도에는 다. , 2003

른 학교로의 확대 보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보화 기기 보급 계획
단위 대( : )

구 분 목 표 년2003 년2004 년2005

실습실 설치 실142 실50 실48 실44

교원용 교실용, PC 12,828 4,572 4,131 4,125

프린터 1,146 404 367 375

대형모니터 1,109 424 317 368

실물화상기 1,969 839 631 499

낙후 교체PC 11,864 4,702 2,718 4,444



도서실 정보화 추진3.

가 개요.

세기 고도 지식정보화 시대를 대비하여 시설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21 ․
디서나 문헌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시교육청의 특수 시,

책인 독서의 생활화 교육 추진 의 내실화에 기여하며 학교간 협력 체제 구,『 』

축으로 표준화 된 구축 및 상호 활용을 통한 중복 투자를 방지함은 물론D/B

정보화시대에 맞는 독서지도를 함으로써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신장시키기 위

하여 도서실 정보화를 추진하였다.

교육 정보화로 학내망과 함께 인터넷 활용 환경이 구축되자 학교별로 분산,

되어 있는 도서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에게 문헌정보 서비

스를 제공하여 독서 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육수요자에게 다양한 문헌정보를 제,

공함으로 광주지역 교육정보화 경쟁력을 제고하며 도서실을 정보센터화하여,

사고력탐구력을 길러 세기 다원화된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고 독서의 생활21 ,․
화를 통해 평생 학습의 기틀 마련으로 신지식인 육성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성

이 대두되고 있다.

학교 도서실 정보화를 추진하는 목적은 교실 및 특별실에서 도서정보검색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 문헌정보 활용을 통하여 자,

기 주도적 독서 생활 습관 형성 정보화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터넷 도서 검색 활용 여건 조성 인터넷을 통하여 각종 문헌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정보센터를 구축하고 각종 도서관과 연결한 사이버 도서관 구축 교실,

및 특별실에서 도서정보 검색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신장시키는데 있다.

학교 도서실 정보화의 추진방향은 근거리통시망 을 활용하여 수서정리(LAN) ․ ․
대출검색통계 업무의 토탈시스템 운영 체제 구축 바코드를 이용한 자료대출,․ ․
회원증과 자료등록번호 출력으로 대출 업무의 자동화 소장 자료의 쉽고 편리,

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소장 자료 검색의 신속성 및 편리성 제공, ,

도서 종합 목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동 활용 학교 도서실을 정보센터화하,

여 인터넷 카페 구축 각종 문헌 정보를 인터넷으로 검색활용할 수 있는 기반, ․
을 구축한다.



나 추진 실적.

도서실 정보화의 및 디지털자료실 추진 내용 실적 체계는 다음과 같다, , .

도서실 정보화 추진 내용

사업명 추진기간 사업대상 추진 내용

학 교

도서실

정보화

1999

～

2002

초중고․ ․

을 통한 정리 대출 검색 업무의 토탈 시스LAN , ,․
템 운영 체제 구축

바코드를 이용한 대출업무의 자동화․
도서관리 및 인터넷 검색 소프트웨어 구입․
바코드 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
행망용 및 프린터기 구입PC․
컴퓨터 책상 및 의자 구입․

디지털 자료실 추진 내용

사업명 추진기간 사업대상 추진 내용

디지털

자료실

구 축

2001

～

2002

초중고․ ․

학교 도서실을 인터넷 카페로 구축 정보센터로,․
서 기능을 충실히 수행

검색용 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자료PC․
확충

학교의 각종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가상의 컴퓨터․
공간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도서실 정보화 추진 실적
단위 교( : )

교별
연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계

1999 10 9 12 31

2000 75 50 38 163

2001 26 9 7 42

디지털자료실 2001 2 2 2 4

디지털자료실 2002 4 2 2 8

계 117 72 61 250



디지털 자료실 추진 실적
단위 교( : )

교별
연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계

2001 2 2 2 6

2002 4 2 2 8

계 6 4 4 14

학교도서실 정보화 구축 내역
단위 대( : )

구 분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H/W

구축

NT SERVER 각 학교 서버 활용NT․ 1

P C 행망용 PC․ 8

스캐너 바코드 스캐너․ 1

프린터 행망용 프린터 레이저 방식( )․ 1

책 상PC 용 책상PC․ 8

의 자 등받이 의자․ 8

S/W

구축

도 서 관 리
프 로 그 램

도서관리 토탈 프로그램․
바코드 프로그램․ 1

인터넷 검색
프 로 그 램 도서검색 인터넷 프로그램․ 1

디지털 자료실 구축 내역

구 분 설치내역 규 격 비 고

디지털

자료실

구 축

P C 행망용 PC․
스캐너 바코드 스캐너․
프린터 행망용 프린터 레이저 방식( )․
책상PC 용 책상 및 의자PC․
의자 디지털자료․

E-BOOK 및 비디오장CD-ROM․
빔프로젝트 허브구입 및 전기공사 네트워크,․

공사



도서실 정보화 추진 체계는 시 교육청에서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총괄

및 시스템 구축 사업을 주관 관련 물품 보급 소프트웨어 운영 교육을 실시하, ,

며 각급 학교에서는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그리고 소장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하여 학교 도서실을 인터넷 카페로 구축하여 정보센터로서 기능을 충실히 수

행할 수 있도록 한다

디지털자료실 구축 추진 체계를 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전체사업계획의 수립

및 평가 사업 예산 지원 사업 추진 지원을 실시하며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기, , ,

준에 맞춰 디지털자료실 시범학교를 선정하며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및

평가하고 사업 예산을 지원한다 각급 대상 학교에서는 교육청의 계획을 기준.

으로 학교 상황에 맞추어 계획을 수립하여 디지털자료실을 설치 및 운영하게

된다.

다 기대 효과.

도서실 정보화로 인한 기대 효과는 인터넷을 통한 도서자료 검색 체계를 구

축함으로써 학교간 교육 환경 불균형 해소 표준화된 구축 및 공동 활용으, D/B

로 인력 및 예산 절감 학교별로 도서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학생들에,

게 교육정보화의 편리성 체득 및 문헌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독서 교육 활성

화 정보화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터넷 도서검색 활용 여건 조,

성 교육수요자에게 다양한 문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화 경쟁력 제고 등을,

들 수 있다.

인터넷과 디지털자료를 통한 현장감 있는 교수학습 내용을 취득하며 네트웍,․
을 이용한 전산 자원의 공유로 자원활용을 극대화와 시공간에 제약 없는 정보

접근과 정보 교환의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 건립4.

가 개요.

교육자료 제작보급 교원정보화연수 운영 등이 통합된 체계ICT , , KETISNET․
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정보화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한 차원 높은 교육정보를 제



공할 목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구 광주중학교 서구 화정 동 번지 교육청 옆 의 건물을 개보수하고 부( 2 657-8 ) ․
족한 추가 공간확보를 위한 건축물은 년 월 일에 착공하여 년2002 7 27 2003 8

월 완공 예정으로 건물규모는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평1 4 , 7,806.1 (2,361 )㎡

으로 총 사업비 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년 월에 개원할 예정이다132 2003 9 .

나 추진 실적.

년 월에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부교육감을 추진2001 9

위원장으로 구성된 설립추진위원회에서 동 건립사업의 조기 완공과 예산절감을

위해 구 광주중학교 건물을 개보수하고 부족한 추가 공간을 신축하기로 결정․
하였고 월 일에 건축 설계 현상공모 공고를 걸쳐 년 월과 월에 기10 24 2002 2 5

본 설계서와 실시 설계서를 각각 납품 받아 일반경쟁입찰로써 계약을 체결하여

월 일에 착공에 들어갔다7 27 .

동 교육정보원의 실별 배치 주요기능 주요 장비구입 등이 수요자중심으로, ,

추진될 수 있도록 동 분야에 조예가 깊은 대학 교수로 구성된 자문위원 인에3

게 필요시 수시로 자문을 받아 초중고등학교 교사 그리고 본청 추진 관계자로․ ․
구성된 실무 추진위원회에서 수 차례에 걸쳐 협의회를 갖고 이를 적극 반영하

였으며 아울러 동 교육정보원의 기능을 갖고 있는 부산광역시교육정보원을 비

롯한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 전라북도교육정보과학원 등 선진지 우수기관을 방,

문하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광주교육정보의 중추기능이 제대로 수행 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충실하게 추진하였다.

특히 각 실별 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실무 추진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교육정보원 각 실별 배치 사항을 토대로 수 차례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하여 교육수요자는 물론 직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공간이 되도록 실별

배치를 하였으며 또한 인터넷방송국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주도교

육과학연구원과 전라북도교육정보과학원을 방문 주요 장비현황과 방송국 운영

실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우리 교육정보원의 인터넷방송국이 한 차원 높게



운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하였다.․
또한 세기 광주교육정보화의 고도화를 통하여 세계화를 지향하는 광주교, 21

육의 중추시설로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 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교육감

과 광주시장을 비롯한 교육관계자와 학생 등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정100

보원 기공식을 월 일에 갖었다7 27 .

동 교육정보원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는 광주교육정보의 통합적인 지원체제

구축운영 전국단위 교육행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재택수업을 위한 원격교육시, ,․ ․
스템 구축운영 영재교육실시 인터넷 교육방송 업무 등을 추진하게 되며, IT ,․
주요 실별 배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 주요 실별 배치내역

층 별 실 별 면적 평( ) 실 수 총면적 평( ) 비 고

층1 교육용컨텐츠정보실 40 1 40

〃 컨텐츠정보실서고 20 1 20

〃 대강당 200 1 200

〃 전시장 20 1 20

〃 인터넷카페 40 1 40

〃 사무실 30 2 60

〃 컴퓨터발달사 전시실 30 1 30

〃 동호회실 20 3 60

〃 도서실 20 1 20

〃 안내실 10 1 10

층2 사무실 30 2 60

〃 세미나실 20 2 40

〃 영재교육실 30 1 30

〃 영재교육활용연수실 20 1 20

〃 교육정보화연수실 30 1 30

〃 활용수업연수실ICT 20 1 20

〃 전산실

주전산실 30 2 60

기계실 10 1 10

관리실 30 1 30



층 별 실 별 면적 평( ) 실 수 총면적 평( ) 비 고

층3 교육정보화연수실 30 2 60

〃 활용수업연수실ICT 20 2 40

〃 활용수업자료제작실ICT 20 2 40

〃 온라인교수학습실 20 2 40

〃 조정실 10 1 10

〃 세미나실 20 1 20

〃 원장실 10 1 10

〃 부속실 10 1 10

〃 휴게홀 30 1 30

〃

인터넷

방송실

스튜디오 12 2 24

〃 녹음실 10 1 10

〃 조정실 20 1 20

〃 편집실 10 1 10

〃 대기실 12 1 12

층4 교육정보화연수실 30 3 90

〃 활용수업연수실ICT 20 1 20

〃 시청각실 60 1 60

〃 휴게홀 30 1 30

합 계 1,336

다 향후 추진 계획.

교육정보원 설치 조례는 년 월에 제정할 계획이며 교육정보원 각 실2003 2 ,

에 필요한 주요장비 선정 및 구입은 사용하기 편리하고 기능이 우수한 최신 장

비를 저렴한 가격으로 년 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2003 7 .

광주교육정보원이 개관할 경우 학생과 교직원은 물론 정보화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에게 소양을 위한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지역정보화의 발전을 지원ICT ,

함으로써 세기 광주교육정보화의 고도화를 통하여 세계화를 지향하는 광주21

교육의 중추시설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활용 교육 지원. ICTⅡ

제 차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활용 교육 지원 체제 강화를 위하7 ICT

여 활용 교육 장학 지원체제를 구축 운영하였으며 활용 수업 기획단ICT , ICT

및 광주에듀넷 지원단 사이버 도우미를 조직 운영하고 교육용, Call Center, ,

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용 관련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수S/W , S/W ,

업 사례 및 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정보활용 관련 각종 행사 및 안내를 통한,

활용 수업 장학 지원을 하였다ICT .

활용 교육 지원을 위하여 멀티미디어 교육용 컨텐츠를 개발보급하고 각ICT ,․
급 학교의 업무용 교육용 정품 를 보급하며 초중등학교에 민간개발S/W , S/W․
를 보급하여 활용토록 하고 각종 교육자료 를 구축하여 공유 체제를 구축, D/B

하고 교육정보자료 포탈사이트인 광주 에듀넷을 구축운영하였다, ‘ ’ .․
학생들에 대한 컴퓨터 교육 지원을 위해 전 학교가 컴퓨터 관련 교과를 지도

하고 고등학생의 정보소양인증제와 학생컴퓨터활용능력급수제를 실시하고 있,

으며 정보통신기술교육 지원을 위해 초중등학교 교육 운영지침, ‘ ICT (2000.12.18)’‧
을 고시하고 초등학교 학년 컴퓨터 교재를 개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 1-6

다.

정보화 소외 계층 자녀들의 정보화 교육 지원을 통한 정보활용능력 격차 해

소와 지식 정보화 사회를 대비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화 소외 계층,

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기회 및 컴퓨터를 제공하고 컴퓨터 지원 인터넷 통신, ,

료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학부모 정보화 교,

육도 실시하였다.

학교정보화 업무 전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각종 정보화 관련 기기 유지

관리 및 교원정보화 자율연수 업무 등을 보조하는 학교정보화 보조인력을 배치

하여 활용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학교정보화 지원 보조인력 지원ICT ,

계획을 수립하여 교 인 이상 공익근무요원과 전산보조원을 배정하여 활용함1 1

으로써 학내망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통신기술 활용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활용 교육 장학 지원1. ICT

가 개요.

제 차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 활용 교육 여건 조성에 목적을7

두고 활용 교수학습 방법을 일반화하기 위하여 현장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ICT ․
고 세기 정보화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학생 정보 활용 능력 보유 정, 21 ,

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 활용 교육 지원 체제 강, ICT

화를 위하여 활용 교육 장학 지원체제를 구축 운영하였다ICT .

활용 수업 기획단 및 광주에듀넷 지원단 사이버 도우미를ICT , Call Center,

조직 운영하고 교육용 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용 관련 연수를 실시, S/W , S/W

하고 있으며 다양한 수업 사례 및 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정보활용 관련 각종, ,

행사 및 안내를 통한 활용 수업 장학 지원을 하였다ICT .

나 추진 실적.

활용 수업 장학 지원(1) ICT

활용 수업 장학 지원을 위한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활용 기획단 및ICT ICT

광주에듀넷 지원단 등을 조직 운영하고 활용 수업 사이버 도, Call Center , ICT

우미를 위촉 운영하였다.

활용 수업 기획단 및 광주에듀넷 지원단은 교원의 활용 교수학습 방ICT ICT ․
법을 지원함으로써 제 차 교육과정을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7 ,

초중고 각 명 계 명 으로 기획단을 조직 기획 업무를 지원토록 하고 초등5 ( 15 ) ,‧ ‧
학교 지원단 명 중학교 지원단 명 고등학교 지원단 명 특수학교 지원40 , 40 , 40 ,

단 명 계 명으로 학교급별 지원단을 조직 운영하였다2 , 122 .

구축 운영은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본청의 전산팀이 운영하여Call Center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의 활용 교육 지원센터에서 운영하였으며 정보통ICT ,․
신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 요구 및 응답체제 구축하여 서비스하였다.

사이버 도우미 위촉 운영은 학교관리자연수 강사 및 정보화 분KETISNET

야 선도 교원 중 사명감이 투철하고 기능이 뛰어난 교사를 중심으로 위촉하고,

관리자 연수 지원 각급 학교 학내망 관리 지원 활용 교수학KETISNET , , ICT ․



습 자료 제작 기술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주로 사이버 도우미 홈페이지 운영‘ ’

을 통하여 지원하였다.

활용 교육 장학지원 연차별 추진 현황 및 계획ICT

1999-2000

장학자료및수업사례자료개발보급․ 종19 종10 종10 종10

활용교육 장학 포상제 운영ICT ․ 단체 3
개인 42

단체 3
개인 42

단체 3
개인 42

활용 수업 기획단 조직 운영ICT ․ 명18 명18 명18

활용 수업 지원단 조직 운영ICT ․ 명82 명82 명82

구축 운영Call Center ․ 본청 및
지역청

본청 및
지역청

본청 및
지역청

사이버 도우미 위촉 운영 - 명33 명120 명120

활용 수업 기획단 및 활용수업 지원단의 활용 수업 지원으로ICT ICT ICT

교수학습의 질이 향상되었고 의 운영으로 각급 학교의 전산 장애, Call Center․
시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시스템 장애로 인한 활용의 결손을 최소화하고ICT ,

사이버 도우미를 위촉 지원을 받음으로써 시간 및 비용의 절감을 가져왔다.

교육용 에 대한 정보 제공(2) S/W

교육용 전시회 안내 교육정보화 종합전시회 편람 전국교육용 공모S/W , , S/W

전 편람 등을 보급 활용하여 교육용 에 대한 정보 제공 방법을 다양화하S/W

고 동서부교육청에 각 실 교육연수원에 실 등 컨텐츠 정보실을 설치 수시, 1 , 1‧
로 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S/W .

사업별 추진실적(1999. 1. 2002. 8.)～

사 업 명 사업대상 추진실적

교육정보화 종합전시회
편람배부 유초중고특, ,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홈페이지 안내 및 협조‧
교육용 민간개발 전시회 및S/W
세미나 개최 및 참관 유초중고특, , , ,

‧ 교육정보화 종합 전시회 참관‧ 년 교육정보화 종합전시회2002
개최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S/W
안내 가상 체험 평가, , 유 초 중 고특, , , , 교육용 목록 소개S/W‧

가상 체험 및 평가‧
컨텐츠 정보실 설치 유초중고특, , , , 지역교육청 실2‧

교육연수원 실1‧



교육용 관련 연수(3) S/W

년부터 년 월 일까지 각급 학교 교육용 의 선정에 도움을1999 2002 8 31 S/W

주기 위하여 학교관리자 워크숍 교육정보부장 워크숍 학교 시스템 관리자 워, ,

크숍 등을 통하여 총 시간의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교육용 의 활용 연786 , S/W

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활용 연수과정에서 관련 연수를 시간ICT 5,240

실시하였다.

다양한 수업 사례자료 개발 보급 실적(4) ‧
활용 수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활용 교수학습지도안 자료집 초등용ICT ICT ( ,‧

중등용 권 교육정보활용 이론과 실제 문답으로 풀어보는 교육정보활용의 길) 2 , ,

잡이 정보통신윤리교육 자료 네티즌 예절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우수자료, ‘ @ ’,

모음집 등 종의 장학자료를 개발 보급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교육용 컨텐츠60 ,

는 교수학습 재택학습용 프로그램 교육용사이트 컨텐츠 전자수업안 공, , , VOD , ,․
모전 우수작품 교과연구회 및 교원 자체 개발 작품 등 편을 개발 보급, 24,930

하였다.

다 기대 효과.

현재 각 지역교육청에 교육정보화추진지원단 설치 운영하고 활용 교육을ICT

지원하고 있으나 주로 기술적 지원의 측면에 그치고 활용 교육 장학 지도, , ICT

실시까지는 미치지 못하였다.

활용 교육 장학 지원으로 장학진의 활용 교육 장학 능력 향상 각급ICT ICT ,

학교의 전산 장애시 신속한 대처 활용 교육 지원 체제 구축 활용 교, ICT , ICT

육 장학 자료 개발 교과별 활용에 대한 자료 개발 및 제공 등을 꾸준히 추진,

할 예정이며 앞으로 각 교과에서의 활용이 일반화되고 활용 방법이, ICT , ICT

더욱 다양화되며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교육정보자료 개발 보급2.

가 개요.

활용 교육 지원을 위하여 멀티미디어 교육용 컨텐츠를 개발보급하고 각ICT ,․
급 학교의 업무용 교육용 정품 를 보급하며 초중등학교에 민간개발S/W , S/W․
를 보급하여 활용토록 하고 각종 교육자료 를 구축하여 공유 체제를 구축, D/B

하고 교육정보자료 포탈사이트인 광주 에듀넷을 구축운영하였다, ‘ ’ .․

나 추진 실적.

교육용 컨텐츠 개발 보급(1)

웹 기반의 멀티미디어 교육컨텐츠를 개발보급하여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지․ ․
원함으로써 창의력 및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높이기 위하여 교과별 단원별 차, ,

시별 학습요소를 추출하여 요소별 활용 컨텐츠를 개발하고 현장 교원들로ICT ,

컨텐츠 개발팀을 구성 생동감 있고 현장감 있는 컨텐츠를 개발하였으며 개발,

된 자료를 광주에듀넷에 탑재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과학연구원, ,

지역교육청 정보화추진지원단 등과 상시 개발체제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지속

적인 컨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교육용 컨텐츠 개발 보급 현황

구 분 개발수량 개발기간 사업대상

재택학습용 웹자료 개발 편750 1999.1 2002.8～ 초중고특․ ․ ․
교육용 사이트 구축D/B 사이트21,000 〃 〃

컨텐츠VOD 편280 〃 〃

전자수업안 편600 〃 〃

공모전 우수작품 편300 〃 〃

교과연구회 및 교원 자체
개발 작품 편2,000 〃 〃

를 활용한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교수용 를 개발하여 활용 수ICT S/W , ICT․
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전국공동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제 차 교육과정 국, 7



민공통기본교과 중 우리 시교육청에 배정된 과목에 대한 활용 교수용ICT

를 개발 보급하였다S/W .

지금까지 교수학습용 타이틀 개발 편 공모전을 통한 개발CD-ROM 60 , S/W․
편 등 총 편을 개발 보급하였으나 제 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교수용200 260 , 7

자료 미비와 기 개발된 자료의 대부분 타이틀로S/W CD-ROM 웹 지원이 안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웹기반 원격 재택 학습 지원을 위한 컨텐츠를 개발 보

급하였다.

앞으로의 추진 방침은 타 시도 교육청과 연계하여 공동 개발 제 차 교육과, 7․
정 및 웹 기반의 개발 실제 수업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별S/W , ,

단원별 차시별 체계적 개발 개발된 자료를 교육청 홈페이지 및 에듀넷에 탑재, ,

하여 활용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정품 보급(2) S/W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및 교육용 정품 보급을 꾸준히 추진하S/W

고 있으며 주로 보급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추진하여 예산 절감과 함께 불법,

사용을 원천 차단하였다 정품 보급은 년부터 급 이상 전체S/W . S/W 1999 586

에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단가협약 업체 홍보 시교육PC ( , KERIS) (→

청 구입 학교 시교육청 등의 효율적인 추진체제를 구축하여 보급하였다) ( , ) .→

정품 보급 현황S/W

구 분 종 류 보급 범위 보급기간 사업대상

워드프로세서 한글 한글워디안97,
한컴오피스 전체 PC 1999.1

2002.8～ 유초중고특․ ․ ․ ․
통합S/W MS SA 1.0 전체 PC 〃 〃
백신S/W 바이로봇 전체 PC 〃 〃
웹저작도구 나모웹에디터 전체 PC 〃 〃

컴퓨터실관리용S/W PC-Keeper 교실용 PC,
실습실용 PC 〃 〃

학습용S/W 신나고 재미있는
한글나라

초등학교 학년1
학급당 평균학생
수+1

〃 〃

교육용멀티미디어저작도구 PASS2000 교당평균 개20 〃 〃

컴퓨터실수업진행용S/W 단위학교별 S/W
선정

교당 평균 개2
컴퓨터실 〃 〃

원격수업용전자칠판 단위학교별 선정 교당 평균 개1
총 개 지원236 〃 초 중 고, ,



민간개발 교육용 보급(3) S/W

초중등학교에 민간개발 교육용 를 보급 활용 수업을 활성화시키기S/W ICT․
위하여 품질인증제 도입을 통한 양질의 구입을 유도하고 교수학습 방법, S/W , ․
을 개선하기 위한 민간 개발 구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당 평균S/W

만원에서 연차적으로 증액 지원할 예정으로 추진하였다100 .

민간개발 교육용 보급 현황S/W

연 도 지 원 액 종 수 보급대상

1999 교당 만원100 교당평균 40 유초중고특․ ․ ․ ․
2000 교당 만원100 교당평균 40 〃

2001 교당 만원100 교당평균 40 〃

2002 교당 만원100 교당평균 40 〃

각종 및 공유체제 구축(4) D/B

활용 교수학습 자료 를 구축하여 국가 시도 각급 학교 민간에서ICT D/B , , ,․ ․
개발한 컨텐츠의 공유와 활용을 촉진하고 활용 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 ICT

기 위하여 인터넷상에서 제공된 양질의 컨텐츠를 수집분석하여 체계적인 서비, ․
스 체제를 구축하였다.

추진 방법은 교육용 사이트 구축팀을 조직하여 유용한 사이트를 검색하D/B

여 안내하고 기 구축된 교육용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교육용 컨,

텐츠의 체계화표준화 및 시도교육청간 교육용 컨텐츠 공동 활용체제 구축을․ ․
통한 교육 컨텐츠 공유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주요 추진 내용은 교육용 초중고 교원 명으로 컨텐츠 구축팀을 구성30 D/B․ ․
하여 유용한 교육용 컨텐츠 사이트 검색하여 를 구축하고 기 구축된 교육( ) D/B ,

용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학교에 탑재된 교육용 컨텐츠 검색을 위한 검색 시스템 구축,

광주에듀넷과 연계한 통합 서비스를 실시하고 각급 학교에서 개KETISNET, ,

발수집한 컨텐츠도 광주에듀넷을 통하여 공유체제를 구축하였다.․



각종 및 공유 체제 구축 현황D/B

구 분 기 간 보급대상 추 진 내 용

교수 학습자료-

구축D/B

1999.1

～

2002.8

유초중고특‧ ‧ ‧ ‧ 편42,300‧
분류 및 검색체제 확립‧
급별 교과별 학년별 단원별 자료 유형별- , , , ,

정보공유 체제 확립‧
교육계획 업무 학사 자료실 등- , ( )

시교육청 서버에 탑재 활용‧
교수 학습 자료실에 탑재 활용-‧

학교에서 생성된

교육 정보자료공

유 체제 구축

1999.1

～

2002.8

유초중고특‧ ‧ ‧ ‧ 학교자료실 자동검색 및 구축D/B‧
스파이더 로봇 프로그램 활용( : )

시교육청 교수 학습 자료실 및 학교 자료실-‧
종합 검색 서비스 제공

광주 에듀넷 구축 운영(5)

누구나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부담 없는 학습 공간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수준별 학습이 가능한 온라인 인 학습체계를 구축하고 각각의 질문을 통해1 ,

학습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활ICT․
용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광주에듀넷을 구축운영하였다.․ ․
광주에듀넷은 각종 학교 행사계획을 알려주는 행사 계획 자료 컴퓨터 활용,

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제공함은 물론 교육정보의 효과적인 전달체제,

구축하여 초중고특수학교로 나누어진 각종 학년별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분, ,․ ․ ․
산된 학년별 각종 코너를 신설 다양한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였다.

광주에듀넷은 경쟁을 통한 참신한 아이디어 모집과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등의 코너를 통해 전문 상, ‘ ’

담 선생님 등의 인력을 배치하여 학생들과의 상담 등으로 학생들의 인격 성숙

과 자기발전의 계기로 삼고 각종 다양한 자료를 탑재하여 에듀넷 사용자들에,

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에듀넷 구성 메뉴「 」

홈
회원가입 종합검색서비스 연구회 동호회 사이트맵 웹메일서비스, , / , , ,

바이오리듬 오늘의역사 날씨 학교찾기 스승찾기, , , ,

유 치 원 공부방 유치원게시판,

초등학생
공부방 전자수업안 학습자료실 선생님질문있어요 비공개상담실, , , , ,

초등학생게시판 독서의 생활화,

중 학 생
공부방 학습자료실 선생님질문있어요 비공개상담실 중학생게시판, , , , ,

독서의 생활화

고등학생
공부방 학습자료실 선생님질문있어요 비공개상담실 고등학생게시, , , ,

판 독서의 생활화,

교 원
학습자료실 활용수업안 장학자료 학교교육과정 행사계획 업, ICT , , , ,

무추진계획 연구학교보고서 게시판 상담원등록, , ,

학 부 모 정보소양자료연수 선생님질문있어요 상담실 게시판, , ,

광주에듀넷 총 가입자 수는 명이고 교직원 학생 일반 순이며 광주14,375 , , ,

에듀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웹 설문 조사한 결과 설문기간 일 전체 참여인원( 7 ),

명중에 학생이 교직원 교사 일반직 이 학부모가 일반인1460 61%, ( , ) 29%, 8%,

기타 로 학생과 교직원이 광주에듀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1% .

광주에듀넷 회원 가입 현황「 」
단위 명( : )

구 분 교 직 원 학 생 일 반

가입자수(100%) 명11,630 (81%) 2,538(18%) 207(1%)

에듀넷 방문 횟수는 일주일에 번 이하 번 이상 로 학생 학부3 67%, 30 21% , ,

모 일반인은 주로 번 이하로 방문하고 교직원 교사 광주에듀넷 관련자 등은, 3 , ,

특정 목적으로 일주일에 번 이상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로 이용30 .

하는 코너는 공부방 컴퓨터급수제 학습자료실 공개자료실 선생님 질문 있어, , , ,

요 게시판 전자수업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시기는 년 중에 방학중, , . 1

월 에는 이용자수가 줄어들고 그 외의 달에는 평균적으로 비슷하고(7,8,12,1,2 )

일주일 단위로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이용자수가 적고 그 외의 날은 평균적으,

로 골고루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 목요일에는 이용자수가 조금 많은. ,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에듀넷이 개통된 지 얼마 되지 않고 유용한 많은 코너들이 알려지지,

않아 코너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광주 에듀넷의 미래 지향적이고,

적극적인 발전을 위해 꾸준한 홍보와 투자가 있어야 하며 특히 참신한 아이디,

어로 만든 많은 볼거리와 이용거리를 제공하여 에듀넷 사용자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와 폭넓은 에듀넷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다 기대 효과.

웹 기반의 교육용 컨텐츠 개발보급 정품 및 민간개발 교육용 보, S/W S/W․
급 각종 의 공유체제 구축 광주에듀넷 사이트 운영 제 차 교육과정 시행, D/B , , 7

에 맞춘 교수용 개발보급으로 제 차 교육과정의 조기 정착 실현 및 정보S/W 7․
매체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과 수업의 질 향상 타 시도 교육청과 공동,․ ․
개발을 통한 예산 절감 및 개발 교과의 다양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학생 컴퓨터 교육 지원3.

가 개요.

학생들에 대한 컴퓨터 교육 지원을 위해 전 학교가 컴퓨터 관련 교과를 지도

하고 고등학생의 정보소양인증제와 학생컴퓨터활용능력급수제를 실시하고 있,

으며, 정보통신기술교육 지원을 위해 초중등학교 교육 운영지침‘ ICT (2000.12.18)’‧
을 고시하고 초등학교 학년 컴퓨터 교재를 개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 1-6

다.

나 추진 실적.

컴퓨터 관련 교과 선택(1)

학생들의 활용능력신장을 위해 전 학교가 컴퓨터 관련 교과를 지도하고ICT ,

고등학생의 가 정보소양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컴퓨터 관련 교과 선택학교99% ,

현황은 다음과 같다.



컴퓨터 관련 교과 선택 학교 현황
단위 교( : )

대상 학교수
중학교 인문계고( + )

컴퓨터 교과 선택 학교 수
비율중학교

컴퓨터( )
인문계 고등학교
정보산업( ) 계

교112 교70 교42 교112 100%

컴퓨터 및 정보산업 교과 선택 학급 현황‘ ’ ‘ ’
단위 학급( : )

구 분 학년1 학년2 학년3 계 백분율

중학교 398/516 234/487 91/474 723/1477 48.95%

인문고 145/354 139/358 33/384 317/1096 28.92%

고등학생 정보소양인증 획득 비율

고등학생 수 정보소양인증 고등학생 수 정보소양인증 획득고등학생 비율

명22,533 명22,312 99.0%

정보통신기술교육 준비 및 운영 현황(2)

제 차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하여 활용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등학교7 ICT ‧
정보통신기술교육운영지침을 고시하고 정보통신 기술 교육에 관한 초등학교,

학년 학생용 교재 및 교사용 지도서 학습보조자료 를 개발1-6 , (CD-ROM title)

보급하여 학생들의 정보소양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활용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교육 준비 및 운영 현황

구 분 시도교육청 준비 내용․ 비 고

정보통신기술교육 운
영 지침

광주광역시 초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 교육․
운영지침 개발 고시

광주광역시교육감 고시
제2000-18(2000.12.18)

학생용 교재 개발
초등학교 학년용 교재 개발 보급1-6

(광주광역시교육감 인정도서)

광주교육대학교와 용역
계약 개발,

교사용지도서개발
보급

초등학교 학년용 교사용 지도서 개발1-6
보급

학습보조 자료 개발
보급

초등학교 학년용 보조학습자료1-6
타이틀 개발 보급(CD-ROM )

교당 개1 41
컴퓨터 실용( 1 )



추진 방향은 년도에는 초등학교 학년용을 광주교육대학교 교수가2000 1-2

참여하는 가운데 직접 개발하였고 학년용은 년과 년에 걸쳐 광, 3-6 2001 2002

주교육대학교에 용역 의뢰하여 개발하도록 하였다.

개발 내용은 학생용 교재는 초등학교 학년용을 학년별로 개발하였으며1-6 ,

교사용 지도서의 개발위원을 겸하게 하여 집필자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교사용 지도서 개발은 학년별로 학습지도안 형식으로 개발하였으, 1-6

며 학습 보조자료는 타이틀로 학생용 교재의 지도자료로 활용할 수, CD-ROM

있도록 개발하였다.

추진 방법은 광주교육대학교와 용역 계약을 맺어 개발하였으며 교사용 지도,

서와 타이틀의 인쇄는 본청에서 담당하고 학생용 교재의 인쇄는 지CD-ROM ,

역교육청 또는 본청에서 담당하도록 하였다 교재 지도서의 집필 및. , CD-ROM

타이틀의 개발시 각 단계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 위촉한 검토위원의 검토를 받

은 후 다음 단계를 진행하며 연구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연구사업의 결과물,

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은 광주광2

역시교육청이 소유하도록 하였다.

년까지 교재 지도서 보조자료 등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 이후부터는 수2002 , ,

정 보완을 거쳐 보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 향후 추진 계획.

컴퓨터 관련 교과 선택 학급 확대는 정보소양인증제와 연계하여 컴퓨터 관련

교과를 이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컴퓨터 관련 교과를 교과재량활동 교과선,

택 과정으로 개설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컴퓨터 관련 교과 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교사 확보는 교과 전공자가 지도할( , )

수 있도록 상치교과 담당 비율이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장의 선택교과,

수요 파악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교과 담당교사를 발령토록 하고 실업계 교,

과 전공자 중 부전공 등을 통해 컴퓨터 관련 교과로 교과목 변경이 필요한 예

상 공급 요인과 신규 공급요인을 조절하여 기간제 교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보통신기술교육을 위한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하여 학생 컴퓨터활용능력 급



수제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를 계속 추진하되 연차적으로 소양 교육으로, ICT

대체하고 년 이후에는 학생용 교재를 기반으로 급수제를 재수정하여 운, 2003

영토록 하며 교원 정보활용능력 인증제의 정착을 위하여 현재 수준의 교, 50%

사 참여를 로 확대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국가 수준의 인증기준이 확정100% ,

되면 인센티브를 확대 적용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4.

가 개요.

정보화 소외 계층 자녀들의 정보화 교육 지원을 통한 정보활용능력 격차 해

소와 지식 정보화 사회를 대비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화 소외 계층,

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기회 및 컴퓨터를 제공하고 인터넷 통신료 지원에 대,

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학부모 정보화 교육도 실시하,

였다.

나 추진 실적.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교육(1)

정보화 소외 계층 자녀 정보화 교육은 년에 명을 실시하여 목표2000 19,825

대비 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한 예산확보 현황은 천원을 확101% , 1,692.007

보하여 목표액 천원 보다 천원을 더 확보하여 집행하였다1,495,686 196,321 .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교육 예산 전액 확보 현황

재원구분 재원별 부담률( ) 목표액 확보액

정보화촉진기금(50%) 천원861,686 천원861,686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25%) 천원339,500 천원339,500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및
시도교육청 재원 조달(25%)‧ 천원294,500 천원490,821

계 100% 천원1,495,686 천원1,692,007



저소득층 자녀 보급(2) PC

저소득층 자녀 보급은 대를 보급하여 목표를 달성하였고 수PC 1,811 100% ,

혜 학생 관리를 위해 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녀 지D/B , PC

원을 위하여 텔레콤 대 대통령 하사품 대 자체 확보분 대 등 총SK 132 , 7 , 2

대를 추가 지원하였다141 .

저소득층 자녀 보급 실적 년PC (2000-2001 )

목표 물량 보급 물량 비 율

대1,811 대1,811 100%

학부모 지역 주민 등의 정보화 교육(3) ,

학부모의 정보화 마인드 형성 및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학교정보화 시,

설을 이용한 학부모 지역 주민의 정보화교육은 개 학교 에서, 223 (91.02%)

명이 교육에 참여하였다42,880 .

학교별학부모 지역주민을위한정보화교육실적, (1999.3.1 2001.2.28～ )

학교급별 학교수 교육실시학교수 참여인원 참여학교비율

초등학교 114 114 17,147 100%

중 학 교 71 57 17,331 80.2%

고등학교 57 48 7,987 84.2%

특수학교 5 4 415 80%

계 247 223 42,880 90.28%

다 향후 추진 계획.

정보화 사회를 대비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정보화 소외 계층 자녀들에게 정,

보화 교육의 기회 균등을 보장함으로써 정보 격차 해소를 위(Digital Devide)

한 정보화 소외 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연차 계획을 수립 추진할

예정이며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정보화 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학교에 학부모,

인터넷 교실을 개설토록 권장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정보화 인력 지원5.

가 개 요.

학교정보화 업무 전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각종 정보화 관련 기기 유지

관리 및 교원정보화 자율연수 업무 등을 보조하는 학교 정보화 보조인력을 배

치하여 활용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학교정보화 지원 보조인력 지원ICT ,

계획을 수립하여 교 인 이상 공익근무요원과 전산보조원을 배정하여 활용함1 1

으로써 학내망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통신기술 활용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나 추진 실적.

년 년도에는 전 학교에 공익근무요원 전산보조원 등을 명 이상2000 , 2001 , 1

씩 배치하여 학교 교육정보화 사업 추진을 지원하였으며 년부터 전산보, 2001

조원지원인력 운영이 시교육청으로 이양됨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을 확보하여 년에는 공익근무요원 명 전산보조원 명 등 각 학교에, 2002 257 , 50

명 이상씩 배치되어 활용하고 있다1 100% .

년 학교정보화 지원 인력 배정 현황2001

구 분

학교정보화 지원 보조인력

공익근무요원
배치교 인원( )

전산보조원
배치교 인원( ) 계

초등학교 118(115) 23(23) 114(191)

중 학 교 71(68) 15(15) 71(79)

고등학교 58(56) 12(12) 57(60)

특수학교 5(4) ․ 5(5)

직속기관 10(14) ․ 5(5)

계 262(257) 50(50) 247(335)



연도별 학교정보화 지원 보조인력 배정 현황

단위 명 천원( : , )

내 용
년2000 년2001 년2002

인원 예산액 인원 예산액 인원 예산액

전산보조원 224 555,401 179 354,055 50 225,500

공익근무요원 31 53,585 151 153,450 257 13,812

다 향후 추진 계획.

년 이후에도 관내 전체 학교에 교 인 이상의 전산보조 공익근무요원2003 1 1

을 배치할 수 있도록 병무청에 소요인원을 요청하였으며 전산보조원은 정보통,

신기술 활용 시범학교 및 교(ICT) 육과정 시범학교에 명의 인원을 배정하여 학1

교단위의 효율적인 교육정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활용 연구학교 운영6. ICT

가 개요.

활용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적용하고 활용 교육자료 공유체제 교수ICT ICT , ,․ ․ ․
학습 과정안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활용 교육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ICT

위하여 년부터 년까지 초중고특수 전 학교에 대한 활용 연구학, 1999 2005 ICT․ ․ ․
교 지정 운영을 목표로 매년 제 차 교육과정 국민공통기본교과 전 교과에 대한7

활용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활용 교수학습 모형 및 교육자료 활용ICT , ICT , ICT․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지구별 센터학교의 수업공개 및 교육정보공유화 노력을,․
통하여 교원들의 활용 교육 능력 향상을 꾀하고 있다ICT .

나 추진 실적.

활용 연구학교 추진 방향은 첫째 활용 지구별 센터학교 활용ICT , ICT , ICT ,

교육행정정보화 학교정보시스템 인터넷 방송 온라인 재택학습 등 다양한 분, , ,

야의 연구학교를 운영하며 둘째 제 차 교육과정의 국민공통기본교과에서 활, , 7 ‘ ’

용할 수 있는 활용 교수학습과정안 개발확충 셋째 활용 교수학습자ICT , , ICT․ ․ ․
료 개발보급 넷째 연구학교 운영결과의 공유 체제 확립 등이다, , .․



활용 연구학교 추진 내용은 활용 시범학교에서는 교과별 활용ICT ICT ICT

교수학습과정안 개발 및 일반화 활용 교수학습자료 개발 보급 및 활용, ICT ,․ ‧
활용 지구별 센터학교에서는 지구별 소속학교에 연 회의 수업 공개와 자ICT 4

율연수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교육행정정보화 시범학교에서는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학교정보시스템 시범학교에서는 일반학교의 학,

교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인터넷 방송 시범학교에서는 인터넷 방송 실험 연구,

및 지원 온라인 재택학습 연구학교에서는 원격교육지원시스템을 이용한 고등,

학교 선택교과 및 재택학습 운영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학교 운영 결과의 공유를 위해 연구학교 자료실 사이트를 별도로‘ ’

개설하여 보고서 및 수업안을 탑재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다.

교육정보화의 확산 및 조기정착을 위하여 정보활용 관련 연구학교를 년1999

에 개교 년에 개교를 지정 운영하여 공개 보고회를 가졌으며 지구12 , 2000 49 ,

별 센터학교에서는 개월에 회씩 해당 지구별 학교 교원들에게 활용 수2 1 ICT

업을 공개하여 일반화하는데 기여하였다.

년에는 시도 지정 개교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개교 과제수2001 37 , 2 , KERIS․
행 개교 등 총 개교의 활용 및 교육과정 연구시범 학교 지정 및 운영1 40 ICT ․
을 통한 활용 교수학습과정안 및 자료를 개발하였다ICT .․

년에는 시지정 개교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개교 등 총 개교의2002 30 , 4 34

활용 및 교육과정 연구시범 학교 지정 및 운영을 통한 활용 교수학습ICT ICT․ ․
과정안 및 자료를 개발하였다.

정보활용 관련 연구시범학교 운영 현황‧
연 도 지정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1999
시지정 ‧ 3 3 3 ‧ 9
기타 교육부지정 등( ) ‧ 1 1 ‧ 1 3

계 ‧ 4 4 3 1 12

2000
시지정 2 9 12 9 3 35
기타 교육부지정 등( ) ‧ 5 3 6 ‧ 14

계 2 14 15 15 3 49

2001
시지정 2 9 10 8 3 32
기타 교육부지정 등( ) ‧ 3 ‧ 2 ‧ 5

계 2 12 10 10 3 37

2002
시지정 ‧ 16 6 7 1 30
기타 교육부지정 등( ) ‧ 2 1 1 ‧ 4

계 ‧ 18 7 8 1 34

총 계 4 48 36 36 8 132



연구 결과의 일반화 및 보급을 위하여 활용 교수학습과정안 온라인 서ICT ․
비스 사이트인 광주 에듀넷을 개발 연구 개발 결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연구학교 추진을 위하여 시교육청에서는 연구학교 지정지도 행재정적 지원, ,․ ․
장학위원 선정 및 지원 지역교육청에서는 연구학교 운영 지원 장학위원 선정, , ,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연구학교 운영 지원 관련자료 개발 및 지원 지도, ( ), ICT

활용 교육 지원단에서는 연구학교 운영지도 수업공개 지도 등의 역할을 수행,

하고 연구학교에서는 연구학교 운영 자료 개발 및 탑재 지구별 학교 지원 등, , ,

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였다.

다 평가 및 기대 효과.

지금까지의 활용 연구학교의 문제점은 연구 주제가 다양하지 못하고 연ICT ,

구학교의 연구 주제 등이 일률적이어서 특성화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개발 자,

료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질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며 활용, ICT

교수학습 모형 및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적용검증 및 이론적 체계화의 미흡,․ ․ ․ ․
연구결과의 일반화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기대 효과로는 전 교과에 대한 최소비용으로 활용 교수학습과정안의 효ICT ․
율적 개발 및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활용 교육에 필요한 교과별 다, ICT

양한 교수학습과정안의 확보가 가능하고 선도 시범 사례 자료 발굴 및 보급, ,․
으로 현장의 활용 교육 실천 기반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ICT .

활용 능력 신장. ICTⅢ

정보통신기술 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으로 수업의 질을 향상시ICT( ) ․
키기 위해 교원의 활용 능력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과별ICT

활용 수업 연수 학교 관련 정보화 연수 학교 관리자 연ICT , CEO , KETISNET

수 학교별 정보화 전문요원 연수 등 다양한 연수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원 활용 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우수 교원에 대한 인센티, ICT

브 부여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교원 활용 능력의 자율적인 함양을 유도하고ICT

교원들이 정보 통신 및 정보 처리 기술 등을 교수학습 활동 학생관리 학사, ,․
및 행정업무 등 제반 교육 활동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원들의 정보

소양을 신장시키기 위해 교원정보활용능력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학생 활용 능력 신장을 위하여 학생들이 컴퓨터를 이해하고 조작할 수ICT

있는 기능을 익혀 실생활에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학년부터3 6

학년까지 초등 급 중학교 학년부터 고등학교 학년까지 중등 급의 학생8 , 1 1 8

컴퓨터활용능력급수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및 특별활동 등에 의한 정,

보소양인증제를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정보소양인증시험 국가 민간자격 인증을, , /

적극 안내하고 초중고교가 연계된 정보소양인증체제 개발 에 협조하고, (KERIS)․ ․
있으며 년부터 학생들의 컴퓨터 소양 및 활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학, 2000 ,

부모들의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컴퓨터 꿈나무를 발굴 표창하고‘ ’

있다.

교사 및 학생의 활용능력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용 경진대ICT ICT

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전국 교육용 공모전은 개별학습용 중심에서 멀티, S/W

미디어 컨텐츠 교수용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웹 컨텐츠 등으로 분, S/W, ICT ,․
야를 확대하고 홈페이지 구축 확대를 통한 교육현장의 콘텐츠 및 자료 등, ICT

활용 성과 공유체제 확립 및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홈페이지 경연대회를 개

최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분야의 영재발굴 및 학생들의 활용능력 향상을, ICT

위한 컴퓨터 교육 저변 확대를 위해 학생 정보검색대회 창의성 계발대회 정보, ,

올림피아드 여학생 그래픽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

정보통신윤리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초중고 컴퓨터 시간 및 교과 관련‧ ‧
시간 등에서 지도가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사회 단체와 협력하여,

그린 방 및 청정교육사이트 인증제를 실시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PC ,

년에 광주학생 네티즌 윤리헌장을 선포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매년1999 ,

실시하고 정보통신윤리교육 지도자료 종을 개발보급하고 학생학부모 정보감, 4 ,․ ‧
시단을 조직 운영하고 있다.



교원 활용 능력 신장1. ICT

가 개요.

활용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으로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원의ICT ․
활용 능력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과별 활용 수업 연ICT ICT

수 학교관련 정보화 연수 학교 관리자 연수 학교별 정보화, CEO , KETISNET ,

전문요원 연수 등 다양한 연수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교원 정. ,

보화 연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수요자 중심의 주문형 연수 체제를 도입함으

로써 자신의 수준과 희망을 반영한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교원,

정보화 연수 관리 를 구축운영함으로써 교원정보화 연수 계획 수립 및 운D/B ․
영에 효율화적정화를 기하고 있다 또 교과연구회 조직을 통해 교원 스스로. ,․
연구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자율적인 활용 능력 신장의 기회를 갖으며 연구ICT ,

회에서 생산되는 교육 컨텐츠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활용 교과 연ICT

구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교원 활용 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우수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ICT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교원 활용 능력의 자율적인 함양을 유도하고 교원들ICT

이 정보 통신 및 정보 처리 기술 등을 교수학습 활동 학생관리 학사 및 행정, ,․
업무 등 제반 교육 활동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원들의 정보소양을

신장시키기 위해 교원정보활용능력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나 추진 실적.

교원 정보화 연수(1)

수요자 중심의 주문형 연수체제를 도입하고 교원정보화 연수관리 를 구, D/B

축운영함으로써 교원의 활용 능력 신장과 학교관련 의 중심 학, ICT CEO ICT․
교경영 및 장학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전 교원의 이상 실시를 목표, 35%

로 대면연수 및 원격연수를 실시하였는데 연수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년에 처음 시도한 교원 정보화 원격연수에는 명 이상이 참여하는 열2000 5,000

기를 보이기도 하였다.



교원 정보화 자격직무연수의 강화 연수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원격연수의,․
확대 실시 학교관련 연수 실시 교당 명 이상의 학교정보화 전문요원, CEO , 1 4

양성 교 명 이상의 관리자 양성 교 명 이상의 활용 장, 1 7 KETISNET , 1 1 ICT

학지원 요원 양성을 목표로 정보화 연수를 추진하고 있다.

교원 정보화 연수는 정보소양교육 중심에 치우쳐 있고 를 활용한 교수, ICT ․
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연수 지원 체제 및 장학 지원 체제 연수 수,

요자 중심의 연수 과정 개설 교원 정보화 연수 현황의 체계적인 관리 체제 등,

이 미흡하고 학교관련 의 학교정보화 관리 능력 신장의 기회가 부족 하는, CEO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추진 방향은 정보소양 위주의 연수 과정을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활용 수업 연수 중심으로 전환 원격 연수를 활용한 활용ICT , ICT

중심 상시 연수체제 강화 연수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주문식 연수 체제 도,

입 학교 교육정보화 관리 및 활용 교수학습 장학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ICT ․
강화 학교 현장의 수업장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장학지원 요원 연수 학교 교육, ,

정보화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요원 지원 강화 학교별 정보화 자율연수를 통한,

교원 활용 능력 자율적 신장 학교관련 연수 확대로 학교 정보화 관ICT , CEO

리 능력 신장 연수 학점 취득 목적의 유사 연수 중복 추천 지양 등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교원 정보화 연수 실적

구 분 년1999 년2000 년2001 년2002 계

이수인원 명4,632 명7,840 명6,342 명4,550 명23,364

학교관련 교장 교감 전문직 정보화 연수 실적CEO( , , )

학교관련 총수CEO 정보화 연수 이수자수 비 율

명641 명1,773 276.6%

년부터 년까지의 연수 실적을 살펴보면 기초과정 심화과정 전문1999 2002 , , ,

요원과정 등의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명을 실시하여 교원 인당 회23,364 1 2.1 ,

학교관련 연수는 명을 실시하여 가 이수하였다CEO 1,773 276.6% .



교원 정보화연수는 매년 전체 교원의 명 이상 정보화 연수를 실시35%(3,600 )

하여 년 주기로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연수내용으로는 소양 연수3 , ICT

활용 교과 연수 를 기본으로 하되 점차 활용 연수의 비중을 높50%, ICT 50%

여갈 예정이다 연수방법은 연수기관을 다양화다변화하기 위하여 특수분야 연. ․
수 기관 지정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연수과정을 단계별로 모듈화하고 연수, ,

프로그램 사전 예고와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연수과정 개설 운영하며 시간, 15 ,

시간 등 학점 시간 학점 단위의 연수과정을 개설 특성화하며 원격연수30 (15 1 )

기회의 확대와 다양한 연수과정을 개설할 예정인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활용 학교관련 연수는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명 을 대상으로ICT CEO , , (641 )

하고 역할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활용 능력 제 차 교육과정과, CEO ICT , 7

활용 교육 활용 수업의 이론과 실제 간 학교정보화 관련 경험과ICT , ICT , CEO

정보교류 상호 협력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워크숍을 연 회 학교관련 전, 1 ( CEO

원 집단 대면 연수를 연 시간 이상 실시한다), 30 .

활용교육 장학 지원 요원 연수는 교당 명 이상의 교원을 대상으로ICT 1 1

활용 교수학습방법 장학 지원을 위하여 주관연수를 이수한 초중ICT KERIS․ ․ ․
고 교사 각 명씩의 강사가 시교육청 주관으로 시간 직무연수를 실시 매년1 30

명 이상의 장학 지원 요원을 양성 제 차 교육과정과 활용 교육 활84 , 7 ICT , ICT

용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활용 활용 교수학습 전략 활용 교수학습, ICT , ICT․ ․ ․
과정안 작성 등을 내용으로 일선 학교의 연수를 지원하고 장학요원에게는 전,

문직 임용 해외 연수 대상자 선발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

학교별 정보화 전문요원 양성 연수는 초중고특수학교 정보부장 정보담당교(․ ․ ․
사 등 개교 당 명 명 을 대상으로 각급 학교의 정보화를 선도해 나갈) 1 4 (1,000 )

전문요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시간의 직무연수를 각 대학 및 유관기관에 연, 120

수과정을 공모 우수 기관에 위탁 교육 실시 학교정보화를 선도해 나갈 전문,

요원으로서의 소양에 맞는 상급 연수의 기회를 제공한다 연수 내용은 광주교.

육정보화의 추진 현황 및 방향 활용 교수학습 전략 홈페이지 제작 및 관, ICT ,․
리 네트워크 운영 및 관리 등으로 하고 교육정보화 연수 로 효율적 인력, , DB

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학교 자율 연수 운영 사례 점검 및 평가 등을 실시한다.

학교 관리자 과정 연수는 초중고특수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학KETISNET ․ ․ ․



내망을 효율적으로 관리이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학교별 평균 명 이상을7․
양성함으로써 공립 학교 인사 이동에 따른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고 활용, ICT

교육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시간의 직무연수를 실시하는데 현장 실무60 ,

경험이 풍부한 교사들을 중심으로 실습 위주의 연수를 실시한다 연수내용은. ,

광주교육정보화의 추진 현황 및 방향 학내망 운영 및 관리 서버 운영 및 관, ,

리 정보통신 보안 등이며 교육정보화 연수 로 학교 관리자 인력풀제를 통, , DB

하여 학내망 관리자의 균형 있는 배치를 추진한다.

원격연수는 소양연수 활용 교과연수 등 연수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ICT , ICT

한 수요자 중심의 연수 과정 개설 수준별 연수과정을 운영하며 시간 시, , 15 , 30

간 등 학점 시간 학점 단위의 연수과정을 개설한다(15 1 ) .

학교별 정보화 자율연수는 매년 전직원을 대상으로 시간 단위 이상 연수15 (1 )

를 실시하는데 학교별 정보화 전문요원 활용 장학지원 요원 등을 적극 활, , ICT

용하되 단위학교별 자율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교육계획서에 반영하고 동, ,

료장학을 활성화하여 자율 연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서버교육장 실을 설치하여 학교관리자 연수를 실시하고 교원연수 관2 ,

리 를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연수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한다D/B .

교원 정보화 연수는 학교 자율 연수를 포함하여 교원 인당 총 회를 실시1 11

하여 양적으로는 많은 실적을 올렸으나 아직까지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가 부,

족한 교원이 있는 형편이다 앞으로는 정보소양 위주의 연수과정을 교수학습. ․
방법 개선을 위한 활용 수업 연수 중심으로 전환하고 원격연수를 활용한ICT ,

활용 중심 상시연수 체제를 강화하며 연수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주문ICT ,

식 연수체제를 도입하고 연수과정의 다양화모듈화 연수기관의 다변화 연수, , ,․
프로그램의 사전 예고와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연수과정 개설 시간 시간, 15 , 30

등 학점 단위의 연수과정 특성화 등을 통한 활용 중심 연수를 강화할 예ICT

정이다.

교원 정보활용능력 인증제 운영(2)

교원들이 정보윤리의식 및 합리적인 정보 수용 태도를 가지고 정보통신 및,

정보처리기술 등을 교수학습 활동 학생 관리 학사 및 행정 업무 등 제반 교, ,․



육활동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원들의 정보소양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교원 정보활용능력 인증제를 실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원격연수 자료를 개발하여 우리 시교육청 홈페이지

에 탑재하고 개 영역 운영체제 문서작성 스프레드시트 프리젠테이션 인터, 5 ( , , , ,

넷 을 평가하였으며 필기시험 총점 점 이상 개 영역 중 점이 없을 것 과) , ( 60 , 5 0 )

실기시험 총점 점 이상 을 모두 통과하여야 인증하도록 하고 급과 급 시( 70 ) , 3 2

험을 실시하여 전체 교직원의 가 인증 시험에 응시 응시자 대비66.4% , 50.4%

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전체 교직원의 가 급 이상의 인증을 받았으며 급수 취득자에 대한33.5% 3 ,

인센티브 부여 초등 인사원칙의 동점자 우선 순위 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중( 4 ,

등의 경우도 년 인사이동부터 적용 하고 앞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2002 ) ,

서 추진하고 있는 교사정보능력기준(ISST, ICT Skill Standard for Teacher)

과 연계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시행 일자별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
단위 명( : , %)

연 번 시행연월일 급 수 대 상 지원자수 합격자수 합격률

1 1999.11.28 3 관내 전 교직원 1,449 767 52.9%

2 2000.09.24 3 관내 전 교직원 1,473 635 43.1%

3 2000.12.16
3 관내 전 교직원 896 539 60.2%

2 관내 전 교직원 1,425 538 37.8%

4 2001.07.08 3 관내 전 교직원 840 603 71.8%

5 2001.11.25
3 관내 전 교직원 457 245 53.6%

2 관내 전 교직원 584 191 32.7%

6 2002.06.30 3 관내 전 교직원 378 263 69.6%

계 7,502 3,781 50.4%

컴퓨터 관련 교과 연구회 지원(3)

활용 교과 연구회 동호회 를 지원하고 활성화시킴으로써 정보통신기술 활ICT ( )

용 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교원간 자율 연수 및 자료개발을 통한 정보통신기,

술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활용 교육자료 공유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ICT ,



자율적으로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컴퓨터 동호회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그 결과가 학생 교육에까지 파급되도록 하였다, .

동호회 지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동호회의 사업추진신청서를 받아 사업계

획서를 평가하여 지원팀을 선정하고 선정된 동호회는 사업 추진 과정 및 결과,

물 발간 세미나 개최 등 자율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고 교과연구회 사이트를, ,

수시로 체크하여 연구회 활동을 점검하고 교과 연구회간 네트워크를 구성 교육(

청 홈페이지에 사이트 개설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추진 방법은 연구 활동 계획서를 공개 모집하되 연구과제개발 교실수업개, ' ', '

선 을 위한 연구 활동을 대상으로 계획서를 공모하여 초중등별로 구분 심사하' ․
는데 응모 대상은 동일학교 교원끼리 구성된 연구팀 동급학교 교원끼리 구성, ,

된 연구팀 급이 다른 학교 교원끼리 구성된 연구팀 등 다양하며 지원 방법은, ,

컴퓨터 관련 연구과제 개발은 팀당 천원 컴퓨터 관련 교실수업 개선은4,000 ,

팀당 만원씩 컴퓨터 동호회는 팀당 만원씩으로 하였다350 , 200 .

교육 정보화 관련 교과 연구회는 년간 총 팀에 가입 회원 수는 명4 133 2,956

으로 년에 천원 년에 천원 년에 천원, 1999 2,200 , 2000 8,000 , 2001 12,000 ,

년에 천원을 지원하였다 앞으로도 매년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가2002 31,900 .

고 실질적인 연구와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금도 현실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 연구회 지원 현황ICT
단위 천원( : )

연 도
정보화 관련 연구회 지원 내역

팀 수 회원 수 지원팀 수 팀당지원금액 지원총액

1999 팀21 명576 팀2 1,100 2,200

2000 팀35 명865 팀4 2,000 8,000

2001 팀48 명1,304 팀6 2,000 12,000

2002 팀29 명211 팀13 3,000 2,000～ 31,900

계 팀133 명2,956 팀25 54,100

다 기대 효과.

교원 정보화연수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소양 및 활용 능력 신장으로ICT



교수학습 방법 개선과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주문형 연수과,․
정 운영으로 연수의 질 제고와 연수 기회를 확대하며 원격 연수의 운영으로,

시공인원의 제약을 탈피한 다양한 수준별 연수 과정 운영으로 연수 수요자의․ ․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활용 장학지원요원 양성을 통한, ICT

활용 교수학습 지원으로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고 학교별 자율 연수 예ICT ,․ ․
산 지원을 통하여 교내 자율연수가 활성화될 것이다.

교원 정보활용능력인증제는 교원정보활용능력을 신장시키고 활용 능력, ICT

의 향상으로 교육정보를 활용한 수업을 활성화시켜 교수학습의 질을 향상시킬, ․
것이다.

컴퓨터 관련 교과연구회 동호회 지원은 현장 교사들의 컴퓨터 활용에 대한( )

소양을 높이고 교원들이 직접 활용 자료를 개발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 있, ICT

으며 수업시간에 를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이해를 높여 보다 높은 교육, ICT ,

효과를 거양하고 교원의 학습자료 생성과 활용 능력을 향상시켜 교육정보 부,

족현상을 해소하며 연구회간 정보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활동으로 연구결과의,

효용성을 제고시킬 것이다.

학생 활용 능력 신장2. ICT

가 개요.

학생 활용 능력 신장을 위하여 학생들이 컴퓨터를 이해하고 조작할 수ICT

있는 기능을 익혀 실생활에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학년부터3 6

학년까지 초등 급 중학교 학년부터 고등학교 학년까지 중등 급의 학생컴8 , 1 1 8

퓨터활용능력급수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웹용 급수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평가문제은행을 두어 학교별로 자율적인 평,

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교육과정 및 특별활동 등에 의한 정보소양인증제를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정,

보소양인증시험 국가 민간자격 인증을 적극 안내하고 초중고교가 연계된 정, / , ․ ․
보소양인증체제 개발 에 협조하고 있으며 정보소양 능력에 대한 학교간(KERIS) ,

평가를 위하여 중학교는 지역교육청별 교 고등학교는 계열별 교씩 선정하여2 , 2

연 회 실시토록 하고 정보산업 등 관련 교과이수나 특기적성교육활동 등을2 , ‘ ’ ․



통해 학교 자체적으로 인증토록 하고 있으며 학교별 인증실적 를 구축하였, D/B

다.

또한 년부터 학생들의 컴퓨터 소양 및 활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학2000 ,

부모들의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컴퓨터 꿈나무를 발굴 표창하였‘ ’

다.

나 추진 실적.

학생 컴퓨터 활용능력 급수제 운영(1)

정보화사회 적응의 필수 요건인 컴퓨터 활용 방법을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컴퓨터를 이해하고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을 익혀 실생활에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년부, 1998

터 학생컴퓨터활용능력급수제를 운영하였다.

추진 목표는 학생 정보 소양 능력을 신장시키고 기초적인 조작을 통하여 컴,

퓨터와 친숙하게 하며 각종 응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

유용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및 정보활용을 통한 창의력 및 문제해결

능력을 신장시키고 정보화사회에서 올바른 윤리의식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 .

학생 컴퓨터 활용능력 급수제 운영 현황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 년 목표급수 학 년 목표급수

학년 학기3 1 급1 중 학년 학기1 1 급1

학년 학기3 2 급2 중 학년 학기1 2 급2

학년 학기4 1 급3 중 학년 학기2 1 급3

학년 학기4 2 급4 중 학년 학기2 2 급4

학년 학기5 1 급5 중 학년 학기3 1 급5

학년 학기5 2 급6 중 학년 학기3 2 급6

학년 학기6 1 급7 고 학년 학기1 1 급7

학년 학기6 2 급8 고 학년 학기1 2 급8

급수제의 평가는 교육청에서 문제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학교에서는 문제은,

행을 활용하여 출제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년부터는, 2003 ICT



소양 교육과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효과적인 지도를 위하여 우리 시교육청에서 컴퓨터 활용능력 급수제 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홈페이지에 탑재하였으며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이를 지도하기,

위한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또한 각 급수별로 문제은행을 개발하여 홈페이지에 탑재함으로써 학생들의, ,

학습을 도우며 각 학교에서는 문제 출제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고 있,

고 급수 취득자에 대하여는 각 학교별로 수행평가에 반영하는 등 학생들의 동,

기 유발에 힘쓰고 있다.

초등학교 컴퓨터 교육용 교재 및 지도서 개발 보급(2)

우리 시교육청은 타 시도와 달리 모든 학교에 인 대로 실습할 수 있는 컴1 1․
퓨터실이 구비되어 있으며 모든 학급 교실에 컴퓨터 및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

어 있고 모든 학교의 인터넷 접속 환경이 급 전용회선으로 를 활용할, E1 ICT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우리 시교육청의 좋은 하드웨어적인 여건에,

맞는 교재의 개발이 필요하여 초등학교 컴퓨터 교재 및 교사용 지도서,

을 개발하게 되었다CD-ROM title .

학생용 교재는 학생 인당 권 보급하고 교사용 지도서는 학급당 권 보조1 1 , 1 ,

학습 자료인 은 교당 개를 보급 컴퓨터실용 하여 활용하고CD-ROM title 1 41 ( )

있는데 차 교육과정의 시행과 함께 연차적으로 학년을 확대하여 개발 보급할, 7

예정이다.

컴퓨터 꿈나무 발굴 표창(3)

컴퓨터를 잘 쓰는 초중등학생 일명 컴퓨터꿈나무 을 발굴격려하여 자긍심( ‘ ’)․ ․
을 높여 동료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정보화 마인드 확산하고 각급 학교의 교,

육정보화 추진 분위기 조성 및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컴퓨터 꿈나무 및 교육정

보화 성공 사례를 발굴 홍보하였다.

교육정보화 관련 각종 행사 대회 의 입상자 등 컴퓨터를 잘 쓰는 초중고등학( ) ․ ․
생을 컴퓨터 꿈나무로 선정하여 표창장 수여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 부총리( , , ),

표창 추천 패넌트 증정 등의 방법으로 격려한다, .

시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별 단위로 개년, , 3 (2000 ～ 년 동안 총2002 ) 4,300

여명을 표창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을 추천하였으며 컴퓨터 꿈나무를, 6 ,



발굴격려 행사 및 활용 사례를 교육정보화 사업 추진 성공 우수 사례로 적극․
홍보하여 교육정보화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컴퓨터 꿈나무로 선정된 학생은 자체 컴퓨터 교육 및 컴퓨터실 관리 보조 등

정보 도우미 또는 컴퓨터 봉사단으로 활동하도록 하고 학생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토록 하였다.

다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학생 활용 능력 신장을 위하여 학생들이 컴퓨터를 이해하고 조작할 수ICT

있는 기능을 익혀 실생활에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컴퓨터활용능력급

수제를 실시하였으며 웹용 급수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평가문제은행을 두어 학교별로 자율적인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

였다.

또한 학생들의 컴퓨터 소양 및 활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학부모들의 정보,

화 마인드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컴퓨터 꿈나무를 발굴 표창하였으며 초등학‘ ’ ,

교 컴퓨터 교육용 교재 및 지도서를 개발 보급하였다 앞으로도 학생 활용. ICT

능력 신장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활용 경진대회 활성화3. ICT

가 개요.

경연대회의 다변화 및 운영 방법의 개선을 통하여 현장에서 실제 활용 가능

한 교육 자료를 발굴보급하고 교사 및 학생의 활용능력 향상을 촉진ICT , ICT․
하기 위한 다양한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ICT .

전국 교육용 공모전은 개별학습용 중심에서 멀티미디어 컨텐츠 교수용S/W ,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웹 컨텐츠 등으로 분야를 확대하고 교원의S/W, ICT , ,․
활용 마인드 확산 및 교육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웹 기반 콘텐츠의 개ICT (Web)

발과 보급 확대를 통해 출품작의 활용도 및 유지보수 제고를 위해 웹기반 자료

공모전과 홈페이지 경연대회의 교원분야를 통합하였다 또한 공모전 출품작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위하여 대회 응모자 사전연수회 실시,

및 응모자 개별 지도도 실시하고 있다.

홈페이지 구축 확대를 통한 교육현장의 콘텐츠 및 자료 등 활용 성과의ICT

공유체제 확립 및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홈페이지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

다.

정보통신 분야의 영재발굴 및 학생들의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컴퓨터ICT

교육 저변 확대를 위해 학생 정보검색대회 창의성 계발대회 정보올림피아드를, ,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각 대회는 교육청이 주최하되 산학협력기관 및 학교 등.

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주관 및 후원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 산학협.

력기관인 전남본부와 전남체신청 등에서는 학생 관련 대회에 상품 등을 후KT

원하고 있으며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는 여학생 그래픽경진대회를 주관하,

고 있다.

나 추진 실적.

정보화 관련 경진대회의 다변화 및 운영 방법의 개선을 통하여 현장에서 실

제 활용 가능한 교육 자료를 발굴보급하고 교사 및 학생의 활용능력ICT , ICT․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원학생을 대상으로 각종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활용 각종 경연대회 추진 현황ICT

대 회 명
추진

기간

사업

대상
추진 내용 및 방법

제 회 홈페이지1

경연대회

’99.10.1

-11.30

학교
교원
학생

편 응모- 820

-학교 교원 학생 계 편 표창54, 86, 174 314

제 회 광주교육용8

공모전S/W

’99.8.25

-12.23
교원

- 응모 편 중 개별학습 편 웹 편 일제학습 편33 2 , 2 , 3

계 편 표창 및 편 전국대회 입상7 4
제 회 웹기반 프로1
그램 공모전

’99.11.1
-11.30 교원 응모 편 초등 중등 계 편 표창- 40 , 22, 8 30

제 회 학생 정16
보
올림피아드

’99.5.10
-6. 21 학생 초 중 고 계 명 표창- 4, 4, 5 13

제 회 학생 정보1
검색대회

99.7.10
-12.31 학생 예선대회 참가인원 만명 합격자 명- 3 , 4,775

본선대회 명 중 명 표창- 173 42

제 회 홈페이지2
경연대회

00.11.16
-12.16

학교
교원
학생

응모 편 학교 교원 학생 동호회- 1,317 , 30, 91, 383
및 가족 편 등 계 편 입상14 518



대 회 명
추진

기간

사업

대상
추진 내용 및 방법

제 회 광주 교육9
용 공모전S/W

00.9.8
-9.30 교원 대상 금상 은상 동상- 1, 2, 5, 6

제 회 웹기반 프2
로그램 공모전

00.9.8
-9.30 교원 대상 금상 은상 동상- 1, 1, 4, 6

제 회 정보올림17
피아드

00.4.24
-6.10 학생 초 중 고 계 명 표창- 6, 12, 13 31

제 회 학생 정보2
검색대회

00.3.2
-12.12 학생 예선결과 추천학생 명 초등 중등 을 대상- 70 ( 31, 39)

으로 본선 실시 초 중 고 표창, 18, 12, 12
제 회 교사 인터1
넷 경진대회

00.9.5
-11.20 교사 차 예선 합격자 명- 1 112

차 예선 합격자 초 중 고- 2 5, 5, 5
제 회 학생 창의1
성 계발대회

00.12.1
-12.20 학생 초등 팀 중등 팀 표창- 18 , 12

제 회 홈페이지3
경연대회

01.11.21
-12.22

단체
교원
학생

응모 편 단체 교원 학생 편 등 계- 479 , 28, 54, 108
편 입상190

제 회 광주 교10
육용 공모전S/W

01.9.3
-9.26 교원 금상 은상 동상 계 편 표창- 1, 2, 5 8

웹기반 프로그램 공모전을 웹분야로 통합-

제 회 정보올림18
피아드

01.4.24
-6.10 학생

경시부문 초 중 고 계 명 표창- : 6, 12, 13 31
부문 초 중 고 계 명 표창- OA : 48, 18, 12 78

한국정보올림피아드 경시 공모 명 입상- ( , ) 4
제 회 학생3
정보검색대회

01.10.17
-12.1 학생 학교별 예선 후 추천대상자 본선 실시-

초 중 고 표창 특별상 명- 18, 12, 12 , 3

제 회 교사 인터2
넷 경진대회

01.9.22
-12.6 교사

차 예선 합격자 명- 1 112
차 예선 합격자 초 중 고- 2 6, 5, 5
전국대회 우수기관상 및 은상 동상 장려상 수상- 3, 1, 2

제 회 학생 창의2
성 계발대회

01.12.7
-12.22 학생 초등 팀 중등 팀 표창- 18 , 12

제 회 홈페이지4
경연대회

02.9.31
-12.22

단체
학생

추진 근거 활용 각종경연대회 기본계획- : 2002 ICT
교원분야 분리( )

제 회 광주 교10
육용 공모전S/W

02.8.5
-9.11 교원 금상 은상 동상 계 편 표창- 6, 13, 19 38

홈페이지 경연대회 교원분야 통합-

제 회 정보올림19
피아드

02.4.24
-8.3 학생

경시부문 초 중 고 계 명 표창- : 6, 18, 6 30
부문 초 중 고 계 명 표창- OA : 24, 12, 9 45

한국정보올림피아드 경시 공모 명 입상- ( , ) 3
제 회 학생4
정보검색대회

02.10.17
-12.1 학생 추진 근거 활용 각종경연대회 기본계획- : 2002 ICT

제 회 학생 창의3
성 계발대회

02.10.7
-12.22 학생 추진 근거 활용 각종경연대회 기본계획- : 2002 ICT

홈페이지 경연대회는 홈페이지에 대한 교원 및 학생의 관심도와 활용도가 높

아져 참가작품 수의 기하급수적 증가로 인한 심사와 시상 등 예산 운영의 어려

움 발생 출품작품 수는 증가하였으나 예선 없이 본선으로 치러지는 대회의 특,

성상 출품작의 질 저하 입상작품 수의 증가로 인한 유지관리의 어려움 증대,

등이 있었다 따라서 학생분야는 학교 예선을 통해 학교장이 학생 대표를 추천.



하도록 하고 교원분야는 교육용 공모전으로 전환하였다, S/W .

교육용 공모전 웹기반 자료 공모전은 동일한 목적의 교육용 프로그램S/W ,

공모전을 자료의 제작과 활용 형태에 따라 분리 운영 형태(CD-ROM Title :

교육용 공모전 기반 형태 웹기반 자료 공모전 입상작 대부분이S/W , Web : ),

개별학습용으로 활용 교수학습용 자료 확보 미흡 입상작의 자료갱신과ICT ,․
유지보수 활동 및 종합적인 관리체제 미흡 위주의 입상작 유, CD-ROM Title

지보수 및 보급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입상작품의 개선 및.

유지보수 등 총체적인 관리를 고려한 웹기반 자료 확보가 가능한 공모전의 통

합적 실시 활용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확보를 위한 공모전 실시를 위해 교, ICT ․
수학습자료의 개발과 보급 확대라는 주요 목적이 같은 웹자료 공모전과 홈페․
이지 경진대회 교원분야를 교육용 공모전으로 통합하여 운영하였다S/W .

학생 정보검색대회는 예선대회 한국통신전남본부 와 본선대회 교육청 의 주관( ) ( )

기관 이원화 예선대회부터 본선대회까지 시기적 이격 예선대회가 연간 상시로, ,

열리고 있어 참가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선대회 운영의 제한으로 인해 소수

인원만 최종 입상 다른 학생대회보다 많은 단계를 거쳐 입상이 이루어지는 것,

등을 개선하기 위해 산학협력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이관하였으나 대회 운영의,

부실화를 우려하여 산학협력기관을 후원으로 두고 학교 예선을 거쳐 대표참가

자를 학교장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학생 창의성계발대회는 대회 홍보부족으로 인한 참가인원 저조 대회로 연계,

될 수 있는 팀단위 프로젝트 교수학습 방법의 비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팀단위․
프로젝트 교수학습 방법 등 제 차 교육과정의 다양한 지원이 가능한 경연대회7․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하고 학교 예선을 통한 관심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사 인터넷 경진대회는 교장 교감 전문직이 참여할 수 있는 분과가 없고, , ,

신기술에 적응력이 떨어지는 나이 많은 교사에 대한 배려가 없으며 활용, ICT

과 거리가 있는 홈페이지 제작 분야를 출제하는 점이 있어 대회 운영 방침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전국 본선대회 중단 방침에 따라 회, 2

대회를 끝으로 종료되었다.

학생 정보올림피아드는 경연대회 분야가 초중등 교육과정에 없어 지도교사․



부족 온라인이나 방송 등을 통한 대회 관련 정보제공과 지원 부족 영재발굴, ,

취지에 맞는 경시부문의 출제를 담당할 인적자원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회 성격과 참가분야 등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참가를 권장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지원 사이트를 구축하며 영재발굴에 적합한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한 경시부문 출제를 위한 전공교수 위촉 및 타 시도 교육청과 연계한 출제 등․
을 시행하고 있다.

경연대회와 병행하여 공모전 출품작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

방법 도입하여 대회 응모자 사전연수회를 실시하였고 분야별 분과별 지도위, , ,

원을 위촉하여 작품 개발에 따른 개별 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전국 공모전 상위,

입상자 및 관련 교사 동호회 활용 방학을 이용한 개별지도를 통한 작품의, 1:1

질 향상을 꾀함으로써 년 대회에서는 나름의 성과를 거양하였다2002 .

또한 각종 관련 연수 과정 개선 및 개설을 권장하고 컴퓨터 관련 동호회 및

교과연구회를 통한 연수를 권장하였으며 공모전 및 경연대회 우수 작품 등은,

등을 통한 다양한 보급 방안을 마련하여 우EDUNET, KETISNET, CD-ROM

수 작품의 적극적 홍보와 활용에 기여하였다.

다 기대 효과.

학교 개인 동호회 가족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교육현장의 컨텐츠 및 자료, , ,

등 활용 성과 공유체제를 확립하고 웹분야 강화 공모전 운영으로 활ICT , ‘ICT

용 교육용 컨텐츠 확보와 출품작의 활용도를 높이고 교원 및 학생의 정보통신’ ,

소양 능력 배양으로 활용 교수학습 방법 적용을 촉진하며 교수학습의 질ICT ,․ ․
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보통신윤리 교육4.

가 개요.

정보통신윤리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초중고 컴퓨터 시간 및 교과 관련‧ ‧
시간에 지도가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사회 단체와 협력하여 그린,



방 및 청정교육사이트 인증제를 실시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다PC .

년에 광주학생 네티즌 윤리헌장을 선포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매1999 ,

년 실시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윤리교육 지도자료 종을 개발보급하고 학생학, 4 ,․ ‧
부모 정보감시단을 조직 운영하고 있으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윤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도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나 추진 실적.

정보사회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반영하는 정보통신윤리교육을 강화하며 건전

한 지식정보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활용에 대한 바른 태도, ICT‧
및 정보윤리의식에 대한 마인드 제고 정보통신윤리 의식의 함양으로 건전한,

사이버 문화의 형성 정품 사용에 대한 인식 확산 및 불법 추방 불, S/W S/W ,

건전 사이트 추방 운동 전개 및 건전 사이트 안내 강화 유해정보의 원천적 차,

단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정보통신윤리 교육을 실시하였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이용정지 경고 등 제재를 받은 불건전한 정보의 폭발,

적 증가 및 사이버상에서 성적인 모욕 경험 사이버성폭력신고센터( , 73.1%,

자살 폭력 폭탄제조 등 불건전 사이트의 범람 교육관련기관 정보시2000.6), , , ,

스템 불법 침입 해킹사고의 등 정보화의 역기능은 날로 증대하고 있으나( 49%) ,

체계적인 정보통신윤리 교육과정 부족 불건전 방 등 규제 장치 미흡 불법, PC ,

의 남용으로 저작권 침해 등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인식 미흡 유해정보S/W ,

의 업그레이드가 유해정보의 확산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D/B

안고 있었다.

이에 따른 추진 방향은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의 역할 강화 정보통신윤리교,

육의 교과 관련 지도 강화 학생학부모정보감시단의 감시기능 및 홍보 활동 강, ‧
화 학부모 정보통신윤리교육의 강화 전산보안시스템 및 유해정보차단 업, , S/W

그레이드 및 기능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년 월 일 광주학생 네티즌 윤리헌장을 선포하고 실천하도록 하고2000 11 1 ‘ ’

있으며 년 월에 제 회 네티즌 윤리헌장 선포 기념식 행사로 사이버, 2001 11 ‘ 2 ’ ‘

대회 와 세미나를 개최한데 이어서 년 월에도 제 회 네티즌 윤리헌장’ ‘ ’ , 2002 11 ' 3

선포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정보통신윤리교육 연차별 추진 실적

내 용 목 표 년2000 년2001 년2002

광주학생네티즌윤리헌장
제정 공포

회1 회1 ‧ ‧
정보통신윤리 관련 웹사이트
개발 운영

회1 회1

정보통신윤리교육자료 발간
보급

매년 종1
이상

종1 종2 종1

우수 정보통신윤리교육사례
발굴 및 안내

매년 회2
이상

회1 회2 회2

범교과적인 정보통신윤리교
육 실시

연중 전학교 전학교 전학교

학생학부모 정보감시단‧
구성 운영

전학교 전학교 전학교 전학교

학부모 정보통신 윤리교육 전학교 전학교 전학교 전학교

전산보안시스템 운영 전학교 전학교 전학교 전학교

다 향후 추진 계획.

정보통신기술 활용에서 나타나는 역기능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의 해소를 위,

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건전하고 바람직한 네티즌 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

다 정보통신윤리 교육을 특설 시간보다는 전 교과에 걸쳐 이루어지도록 함으.

로써 교사들의 정보화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정보통신윤리 교육이 이, ,

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윤리 장학자료 및 우수 수업 사례 등을 지속,

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체제를 유지하고

자 한다.

교육행정 정보화 추진.Ⅳ

학사 교무 행정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 ,

템을 년까지 초중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보급을 완료하고 년에2001 , 2002․ ․
는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마련하고 학교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더불어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자료이

관을 실시하였으며 상담지원체제 구축 및 전산화 지원그룹 운영 업그레이드, ,

및 운영 지원을 위한 현장 지원반 구성 워크숍 개최 지속적인 연수 학교 현, , ,

장점검 등을 실시하였다.

국민을 고객으로 인식하는 서비스 행정 환경 변화와 네트워크를 통한 통합적

정보화 추진 확산 세계 일류국가의 도약을 위한 정보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년 시, 2001

스템 개발에 착수하여 년 월부터 교무 학사 부분을 제외한 분야의 부분2002 10 /

적용을 하고 있으며 년 월부터 완전한 운용을 위한 시범학교 운영 등, 2003 3

준비 작업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 발생되는 문서 및 행정자료에 대한 통합검색서비스로 인

터넷을 사용하여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주교육지식창고를 단

계별로 구축 운영하고 있는데 단계인 문서관리시스템은 년도에 구축하, 1 2000

였고 단계인 지식관리시스템은 시범 운영 중에 있다, 2 .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1.

가 개요.

학사 교무 행정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 ,

템을 초중등학교에 구축운영함으로써 교원업무경감 및 학교정보화를 촉진하여․ ․
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대비하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였다21 .․

년까지 초중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시스템 보급을 완료하고 초중2001 ,․ ․ ․
등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년에는 자료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할2002

수 있는 기본 여건을 마련하고 초중등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과 더불어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자료이관을 실시하였다 과도기적.



체제의 교원업무경감을 고려하여 다양한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학교의 자율성

을 확대하였다.

상담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으로는 학교정보시스템 전산

화 지원그룹 상담지원체제 운영 학교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운영 지원을( ) ,

위한 현장 지원반 구성 학교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워크숍 개최 지속적인 운영, ,

자 및 사용자 연수 학교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였다, .

나 추진 실적.

시스템 구축(1)

년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에서 초중1997 , ․
등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차 프로그램이 개발됨에 따라 년 개 고등학1 1998 5

교 광주고 전남여고 광덕고 서강고 대광여고 에서 초중등학교종합정보관리시( , , , , ) ․
스템 구축 및 교무업무지원시스템 시범 운영을 실시하였다.

년에 개 중고등학교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학교시스템 운영자 워크1998 117 ,․
숍을 회 개최하였으며 년도에는 개 초등학교와 개 신설 중학교에2 , 1999 111 1

초중등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시스템운영자 워크숍 회를 개, 2․
최하였다.

년에는 신설교 교에 시스템을 설치 보급하고 시지정 교육부 과제수행2000 6 ,

시범학교 교를 지정 운영하면서 안정화 지원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년에8 , 2001

신설교 교를 지원함에 따라 관내 전체 학교에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6

완료하였다.

기존의 수기 방식 학사 교무업무 처리를 전산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른( ) ,手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차적단계적으로 시스템 운영을 적용하고 전산화,․
에 따른 교원의 업무부담을 최대한 경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년 이. 2002

후 특수학교 분교 폐교 대상교를 제외한 신설교 등 미구축 학교의 구축은 전, ,

국단위 행정정보시스템으로의 전환 방침에 따라 과도기적인 체제로 방식으SA

로 운영토록 하였다.



학교정보시스템 추진 실적

연 도 추 진 실 적

1999

개 중고등학교 초중등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완료117◦ ․ ․
개 초등학교 초중등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추진111◦ ․

개 국립 및 신설 중고등학교 초중등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5◦ ․ ․
중고등학교 운영 안정화 지원◦ ․
학교시스템운영자 워크숍 회- (2 )

중고등학교 학교시스템운영자 연수 실시 시간 명(60 , 127 )◦ ․

2000

개 초등학교 초중등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신설 포함111 ( )◦ ․
개 신설 중학교 초중등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추진1◦ ․
초중고등학교 구축 완료 국립초 교 교육부 별도 구축 추진- ( 1 )․ ․
초중등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차 프로그램 안정화 추진2◦ ․
초 교 중 교 고 교 시지정 교육부과제 시범학교 교 운영- 2 , 2 , 4 8

초중고등학교 운영 안정화 지원◦ ․ ․
학교정보시스템 상담지원체제 운영-

학교정보시스템 운영 점검-

학교시스템운영자 워크숍 회- (2 )

초중고등학교 학교시스템운영자 연수 실시 시간 명(60 , 240 )◦ ․ ․

2001

개 신설 초중학교 초중등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5◦ ․ ․
국립초 교 교육인적자원부 별도 구축 추진- 1

초중등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 구축된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 ․ ․
연차적단계적으로 적용시행․ ․
적용 대상 초 학년 중 학년 고 학년- : 1234 , 123 , 1 23‧ ‧ ‧ ‧ ‧ ‧ ‧
초등학교 학년은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프로그램 적용 처리- 56․
신설교 분교 등 미구축 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프로그램 적용 처리- ,

초중고등학교 운영 안정화 지원◦ ․ ․
학교정보시스템 상담지원체제 현장지원반 운영- ( )

학교정보시스템 운영 점검-

학교정보시스템 관련 워크숍 연수- , CEO

시스템운영자 연수 시간 및 시스템사용자 연수 시간 실시(60 ) (30 )◦

구축 중고등학교 유지보수 지원’97-’98◦ ․

2002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화 계획에 의거 신설교 구축 사업 중단◦

신설교 등 미구축 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프로그램 적용 처리-

초중고등학교 전학년 초중등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 ․ ․
초등학교 학년은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프로그램 적용 처리 가능- 6

구축 중고등학교 유상 유지보수 지원’97-’99◦ ․
초중고등학교 학교시스템운영자 사용자 관리자 연수 및 홍보, ,◦ ․ ․
초중등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자료 활용 다양화 방안 강구◦ ․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화 시스템으로 학교정보시스템 전산자료 이관◦



학교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현재(2002. 10. )

구 분 대상학교 수 구축 학교수 구축율

초등학교 117 115 98.3%

중 학 교 71 71 100%

고등학교 58 58 100%

계 244 244 100%

학교정보시스템 연도별 구축 현황

구 분 년1999 년2000 년2001 계

초등학교 교106 교5 교4 교115

중 학 교 교2 교1 교2 교72

고등학교 교3 - - 교58

계 교112 교6 교6 교245

년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업으로 구축 중단2002※

시스템 운영을 위한 연수 실적(2)

초중등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연수를 년부터1999․
년까지 연인원 명을 대상으로 총 시간 실시하였다 홈페이지에2002 1,519 1,528 .

상담실 개설 운영 시스템 운영 지원팀을 학교 급별로 조직 운영 운영지도 점, ,

검 총 회 실시 학교 마인드 형성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478 , CEO CEO ,

기타 학교정보시스템 운영자 워크숍을 년 회 년 회 년 회1999 2 , 2000 2 , 2001 1 ,

년 회 총 회 실시하여 시스템 운영상의 문제점과 고민을 해결하고 학2002 1 6 ,

교간 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학교간 정보격차를 줄이도록 하였다.

학교정보시스템 직무 연수 현황

연수기간 연수명 연수인원 연수시간 연수기관

’99.04.19-04.30
’99.05.03-05.15

학교정보시스템 관리자
기 기1 -2 명129 기별 반2

4*60=240 시교육청

’99.07.29-07.30
’99.09.02 프로그램 개정 전달연수 명128 중 고,

2*8=16 시교육청

’99.12.07-12.08 학교생활기록부
담당자 교육 명178 초 중,

2*6=12 시교육청



연수기간 연수명 연수인원 연수시간 연수기관

’00.01.03-02.28 학교정보시스템 관리자
기 기1 -4 명259 기별 반1

4*60=240 교육연수원

’00.03.13-04.25 건강기록부전산화
기 기1 -4 명115 기별 반1

4*60=240 교육연수원

’00.10.10-10.30 학교정보시스템 운영자
기1-2 명101 기별 반2

4*60=240 교육연수원

’01.01.15-01.31
’01.08.03-08.14
’01.12.19-12.31

학교정보시스템 관리자
기1-3 명184 기별 반2

6*60=360 교육연수원

’02.01.03-01.14
’02.01.21-01.31

학교정보시스템 관리자
기1-2 명159 기별 반2

4*30=120 교육연수원

계 명1,519 1,528

학교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직무연수는 정보화 관련 연수의 일부과정으로

개설하지 않고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자 및 사용자 연수로 별도과정을,

마련하여 실시하였다.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상담실 운영(3)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자 홈페이지 상담실을 개설하여 년부터1999 2002

월 월 일10 31 까지 여건을 상담하였고 현장지원반의 협조를 얻어 운영상8,250 ,

의 문제점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다, .

학교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상담실 질의 답변 현황

상담 건수 답변 건수 답변율

8,250 8,250 100%

실무지원팀 구성 및 운영점검(4)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상담지원그룹 및 현장지원반으로 학교 급별로 연인

원 총 명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지도 점검은 부터 연간53 , 1999

회씩 회의 방문점검 및 자체점검을 학교별로 실시하여 년까지 학교당1 3 2001

연평균 회씩 총 회 점검하였다1 3 .

학교정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던 년 초등학교 및 미구축 중등학교의1999

경우 방식을 운영점검 하였으며 우리 시교육청의 운영점검 서식을 기초로SA ,



교육부가 운영 점검안을 마련하고 각 시도에 운영점검을 권장하였으며, 1999․
년 교육부의 전남교육청 운영 점검을 지원한 바 있다.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연수(5) CEO( , , )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관리자 정보화 워크

숍에서 관련 연수를 시간 연수에서 시간 등 회 실시하였다8 , CEO 2 4 .

학교정보시스템 학교관리자 교장교감 연수 현황( , )

연수 방식 연수시간 연수 내용

워 크 숍 시간8 학교종합정보시스템 교장의 역할

워 크 숍 시간8 학교종합정보시스템 교감의 역할

정보화 연수CEO
교장반( ) 시간2 학교종합정보시스템과 교육 CEO

정보화 연수CIO
교감반( ) 시간2 학교종합정보시스템과 교육 CIO

정보화 연수CEO
교장반 반( 3 ) 시간3 학교종합정보시스템과 교육 CEO

개요 및 실습( )

정보화 연수CEO
교감반 반( 3 ) 시간3 학교종합정보시스템과 교육 CEO

개요 및 실습( )

횟 수 회4

다 성과 및 기대 효과.

학사 교무 행정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 ,

템을 초중등학교에 구축운영함으로써 교원업무경감 및 학교정보화를 촉진하여․ ․
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대비하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전국단위 교육행정21 ,․

정보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학교 지역교육청 시- - ․
도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를 잇는 온라인 정보유통체계 완성의 기반 여건을 마-

련하였다.

추후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자료 활용도가 높아지면 교원업무 경감과

각종 통계 작성의 간편화로 교육지표의 설정과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명확해․
져 보다 효율적인 교육투자를 적절하게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을 것이고 졸업,

증명 재학증명 성적증명 등과 관련한 각종 민원을 네트워크가 구축된 각종 기, ,

관에서 쉽게 처리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운영2.

가 개요.

추진배경(1)

국민을 고객으로 인식하는 서비스 행정 환경 변화◦

정보의 접근과 통제가 사회구성원이 합의한 사회규범 안에서 동등하-

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의식의 확산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 및 행정처리 과정의 공개요구와 참-

여의식 강화

네트워크를 통한 통합적 정보화 추진 확산◦

자치단체별 프로그램 중복 개발에 따른 호환성 및 예산 낭비-

업무추진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정보의 공동활용 필요성 증대-

행정의 생산성과 투명성 제고-

세계 일류국가의 도약을 위한 정보화 기반 조성◦

세기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자정부 구현- 21

디지털 행정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편-

정책의 입안이나 결정이 분석적 과학적 실험적인 과정을 거쳐 이루- , ,

어져야 한다는 필요성 증대

추진의 필요성(2)

교육 공급자 및 수요자의 서비스 기대 수준 향상◦

교육행정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 제공-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기반 정보 환경 구축-

교육공급자의 정책 입안 및 의사결정 자료 제공-

교육행정정보의 통합적 전산환경 구축 필요◦

교육기관 구축 및- LAN 인터넷 연결 등 정보화 기반 구축이 완성됨에

따라 단위학교 시도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간 전국단위로 연계활용할, ,․ ․
수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행정업무처리의 표준화를 통한 공통 전산환경 구축-

교육행정의 단순 반복작업 및 수작업에 의한 비효율성 제거-

고도 정보화 사회 진입에 따른 디지털 교육행정 추진◦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통한 교육행정의 생산성 제고-

교육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실천 수단-

국가사회 정보화 선도 및 확산-

나 추진 실적.

시스템 개발 사업착수2001. 10 :◦

사업관리시스템 구축2001. 10 : (http://edusys.moe.go.kr)◦

제 차 워크숍2001. 10 : 1◦

업무분석 요구사항도출 등 총 명 참석- , ( 728 )

사업홍보 순회설명회 개 시도교육청2001. 11 12 : (16 )◦ ～ ․
업무 분석2001. 10 2002. 1 :◦ ～

분석산출물 작성- (기능차트 프로토타입, DFD, ERD, 여개) : 6,400

여회 이상 현장 방문- 150

시범운영기관 서버보급 및 자료수집 구축사업 착수2002. 1 :◦

한국전산원 중간 감리2002. 1. 22 2.2 :◦ ～

제 차 워크숍2002. 1. 28 2. 7 : 2◦ ～

분석산출물 검토 총 여명 참석- ( 1,300 )

자료수집 장비 설치2002. 2 :◦

시스템 설계 산출물 검토2002. 3 4 :◦ ～

추진팀 및 개 시도교육청- 16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계속 개 교육행정 영역2002. 4 6 : (27 )◦ ～

파일럿 시스템 구축 고졸 검정고시 업무2002. 4 : ( )◦

물적기반조성 시스템2002. 4 8 : (H/W, S/W )◦ ～

사업자 선정 조달구매 교육부 교육청 공동입찰- (2002. 5) , ( , )

설치완료 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 (2002. 8) : (KERIS)/ ․



사용자 교육 및2002. 6 9 :◦ ～ 전자인증발급

전담강사 및 일반사용자 교육-

전담강사 교육실시 명: 38․
업무담당자 교육실시 명: 91․
각급 학교 전달교육실시 명: 1603․
기관 인증 행정자치부 사용자 인증 한국전산원- ( GPKI), ( PKI)

기관인증서 발급 개: 260․
개인인증서 발급 명: 12,000․

시스템 시험운영2002. 7 9 :◦ ～

응용 시스템 통합- S/W, H/W, S/W TEST

웹서버외 종- H/W : 19

방화벽 외 종- S/W : S/W 27

자료 수집 입력2002. 1 12 : ,◦ ～

자료수집 변환 완료 및 신 시스템으로 이관-

개통식2002. 10 :◦

다 기대 효과 및 향후 추진 계획.

기대 효과(1)

ㅇ 교원의 잡무 경감을 통한 학생지도 전념 가능

- 통합적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교원의 전산업무 대폭 감소

- 표준화를 통한 교원의 교육행정업무 처리 간편화로 처리시간 단축

학생 지도관련 제 자료 및 통계 확보로 학생지도 효율화-

ㅇ 인터넷을 통한 학교와 가정의 만남

전국 어디서나 졸업재학성적증명서 등 민원증명서 발급- ․ ․
학부모 및 학생에 성장발달 생활지도 교과 성취자료 제공- , ,

인터넷을 통하여 학부모와 교사간 학생 지도 상담-

ㅇ 문서의 전자화를 통한 디지털 행정 구현



공직자의 일하는 방식 개편-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 교환을 통한 종이 없는 사무실 구현-

교육행정업무의 전자화를 통한 보존 및 관리 용이-

디지털 자료의 정부 지방자치단체간 공동활용을 통한 행정효율화- ,

정확하고 다양한 통계자료 추출을 통한 정책 수립 효과 극대-

ㅇ 고효율 교육행정 구현 및 부가적 기대 효과

국민과 기업의 정보화 선도 및 국가사회 정보화 확산-

타 부처와 연계를 통하여 통합된 전자정부 구현 예 시군구 주민정보- ( , ․ ․
시스템 은행 각종통계 과의 정보공유 가능, , System )

- 정부대표 전자민원실 을 통한 정보공유 및 대 국민 서비스 강화(Portal Site)

거주지 교육기관 민원처리 가능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정부운영방식의 개편을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

향후 추진 계획(2)

교육행정정보화 시범교육청 및 시범학교 운영 (2001. 10 2003. 2)ㅇ ～

시범학교 시범 운영-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물적 기반 조성 (2002. 1 2002. 12)ㅇ ～

교육인적자원부 및 개 시도교육청 서버 설치- 16 ․
한국전산원 등 인증기관과 인증 절차 협의-

시도교육청과 한국통신간 회선 확장- ․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교육청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완료(2002. 12)ㅇ ․
시범기관 시범 구축 및 운용 테스트-

시스템 구축 전국 확산 완료-

년 월 개통 시범운용사업 개통 업무별 개통2002 10 (2002. 10) :ㅇ ․
시스템 개발 완료에 따른 데이터 입력 (2003. 1 )ㅇ ～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프로그램 보완 및 수정 (2003. 1 2003. 12)ㅇ ～

시스템 미개발 업무 분석 및 추가 개발 (2003. 1 2003. 12)ㅇ ～



광주교육지식창고 구축 운영3.

가 개요.

우리 시교육청에서 발생되는 문서 및 행정자료에 대한 통합검색서비스로 인

터넷을 사용하여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 KMS

기반 구축을 목표로 문서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

용자들이 최대한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필요지식에 접근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

교육행정의 지식관리 체계 구축 개별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한 지식의 공유와,

재활용을 극대화한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광주교육지식창고 구축 운영으로 교육행정 업무 관련 지식노하우를 공유하․
기 위하여 단계별로 구축 운영하고 있는데 먼저 단계는 문서관리시스템 구축, 1

으로 년도에 완료하였고 단계인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 운영2000 , 2

하고 있다.

나 추진 실적.

지식관리시스템 기반 체계는 년 월에 구축 완료되었으며KMS( ) 2001 3 , KMS

기반 엔진인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을 도입하여 전자문서관리시스템과 기(EDMS)

구축된 그룹웨어와 연동을 통하여 를 년 월에 구축 완료하여 시범KMS 2002 2

운영 중이며 잠재적 지식관리를 위하여 실제 업무분석을 통한 최적의 지식 지,

도의 설계 및 구축을 비롯하여 지식 창출까지의 라이프사이클을 완벽하게 지원

하는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시험 운영 중에 있다.

광주교육지식창고 구축 계획

추진 내용 년1997-2000 년2001 년2002 년2003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단계1

구축EDMS

단계2

구축KMS
보완KMS 보완KMS



광주교육지식창고 구축 관련 소요 예산

단위 백만원( : )

추진 내용

1997-200

0

총투자

년2001 년2002 년2003
계

(’01-’03)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111.4 222.8 6 7 235.8

다 기대 효과.

광주교육지식창고의 구축으로 지식 공유를 통한 생산성 향상 업무의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 개개인의 가치가 존중되고 평가받는 조직문화 창출 업무의 끊, ,

임없는 개선으로 효율성 및 유연성 증대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자원을 전산화,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