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질문이 있는 교실 구현을 위한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 확대

사업구분
■임기 내
□임기 후

■신 규
□계 속

예산확보율 102%

과제명

교육과정컨설팅

추진상황

완 료

추진율

170.2%

완 료 135.6%과정중심평가
교원 역량강화 연수
교원수업나눔운동 완 료 119%

과정중심평가 담당자 연수 완 료 125%
전문적학습공동체 구축률 완 료 100%

1. 목 적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핵심 역량을 갖춘 전인적 인간으로의 성장

  ❍ 교육과정 자율화를 통한 학생중심 특색 있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 학생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과정중심 학생평가로 방법 개선

  ❍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을 통한 교원 전문성 신장 및 배움 중심, 학생 참여형 수업 확산

2. 주요내용

  ❍ 역량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 2015 개정 교육과정 현장 안착을 통한 역량중심 교육과정 재구성

    - 학생의 삶, 핵심역량이 반영된 학생 참여형 수업 실시

  ❍ 교육과정 편성・운영 권한 학교 이양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참여형 수업 활성화를 위한 교원 지원 확대

  ❍ 과정중심의 평가 정착

    -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돕는 과정중심 평가 추구

    - 단위학교 학업성적 관리의 객관성·공정성·신뢰도 제고

  ❍ 교사 학습공동체 지원 확대

    - 교원의 자발성과 책무성을 기반으로 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3. 연차별 목표 및 달성율

 공약사업 연도별 목표율

세부사업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8년목표 누적목표 19년목표 누적목표 20년목표 누적목표 21년목표 누적목표

교육과정컨설팅 355회 335회 355회 710회 355회 1,065회 355회 1,420회

과정중심평가
교원 역량강화 연수 2,000명 2,000명 2,000명 4,000명 2,000명 6,000명 2,000명 8,000명

교원수업나눔운동 150팀 150팀 150팀 300팀 150팀 450팀 150팀 600팀

과정중심평가 담당자 연수 3회 3회 3회 6회 3회 9회 3회 12회

전문적학습공동체 구축률 80% 80% 90% 90% 100% 100% 100% 100%



 공약사업 성과목표 및 추진율

성과목표 지표 측정방법
(평가산식)

2021년 12월까지 
성과 Ü연간목표대비 달성도 Ü최종목표대비 추진율 추진

상황
21년 성과 누적성과 세부사업별 달성율 세부사업별 추진율

교육과정컨설팅 컨설팅 횟수 626회 2,417회 176.3%

137.2%

170.2%

130%

완 료
과정중심평가

교원 역량강화 연수 연수 참가 인원 2,242명 10,850명 135.6% 135.6% 완 료

교원수업나눔운동 동아리 수 252팀 714팀 149.3% 119% 완 료

과정중심평가 담당자 연수 실시 횟수 3회 15회 125% 125% 완 료

전문적학습공동체 구축률 구축학교 수/공사립 
전체 학교수

100%
(343교) 100% 100% 100% 완 료

 공약사업 예산 투자계획 대비 확보율                                  〔단위: 천원〕

4. 추진실적 및 성과

  ❍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과정명 연수 실적

학교급별 교육과정 담당자 연수
20년 : 초 2회(20.11.16, 11. 19.) 154교, 중등 : 중 2회(20.9.22, 9.24, 9.25.), 고 2회

(20.5.28.7.29.~30) 중등 160교
21년: 초 2회(21.2.,11.), 중등 1회(21.4.)

교육과정 역량강화 현장교원 연수
18년 : 초등 (28교), 중등 (학교장 67명, 현장교원 140명, 수업콘서트 120명)
19년 : 고 (68교)×2회, 중(91교)×1회
21년 : 고 (68교)×2회, 중(92교)×1회

교육과정 컨설팅
18년 : 고 (68교)×3회, 중(91교)×1회, 초(155교)×1회
19년 : 고 (68교)×3회, 중(91교)×1회, 초(155교)×1회
20년 : 고 (68교)×2회, 중(92교)×2회, 초(155교)×2회
21년 : 고 (68교)×2회, 중(92교)×2회, 초(153교)×2회

과정중심 학생평가 담당자 연수
18년 : 초등 (72명), 중학교(420명), 고등학교(200명)
19년 : 중등 (584명)
20년 : 초등 (27명), 중등 (664명)
21년 : 초등 (15명), 중등 (456명)

과정중심 학생평가 교원역량 강화
18년 : 초등 (42교, 1802명), 원격 (시교육청 514명, 교육연수원 2384명)
19년 : 학업성적처리방식 (2,866명)
20년: 초등(33교, 833명), 중등(227명), 원격(시교육청 232명, 교육연수원 403명)
21년: 초등(33교, 707명), 중등(747명), 원격(시교육청 333명, 교육연수원 455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투자
계획
금액
(A)

국가(국고,특교) 633,000 523,000 583,000 583,000 2,322,000
자치단체(시,구)

자  체 348,830 1,820,000 1,760,000 1,760,000 5,688,830
계 981,830 2,343,000 2,343,000 2,343,000 8,010,830

예산
확보
금액
(B)

국가(국고,특교) 633,000 666,828 200,312 301,150 1,801,290
자치단체(시,구)

자  체 348,830 2,028,675 2,388,623 1,608,056 6,374,184
계 981,830 2,695,503 2,588,935 1,919,206 8,175,474

확보비율(B/A) 100.0% 115.0% 100.4% 81.4% 102%

투자
금액
(C)

국가(국고,특교) 633,000 666,828 200,312 301,150 1,801,290
자치단체(시,구)

자  체 348,830 2,024,840 2,269,596 1,567,237 6,210,503
계 981,830 2,691,668 2,469,908 1,868,387 8,011,793

집행비율(C/B) 100.0% 99.8% 95.4% 97.8% 97.9%



  ❍ 핵심 역량을 반영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별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2018년】광주광역시 교육과정 편성운영 위원회 운영, 초․중․고 각 1종 개발 및 보급

   【2019년】중‧고 개발 분과 위원 협의회: 중등 2회 (19.6.19.(중), 6.21(고))

   【2020년】초‧중‧고 개발 분과 위원 협의회: 초등 3회(20.6.~7.), 중등 2회 (20.6.30., 7.1.)

   【2021년】초‧중‧고 개발 분과 위원 협의회:  초등 3회(21.6.~7), 중등 2회(21. 1, 21. 7.)

  ❍ 교육과정 컨설팅단 운영

    

학교급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초등학교 학교별 2회 이상/ 총 308회 학교별 2회 이상/ 총 308회 학교별 2회 이상/ 총 308회 학교별 2회 / 총 306회

중학교 2회 이상/ 총 369회 2회 이상/ 총 91회 2회 이상 / 총 182회 학교별 2회 / 총 184회

고등학교 3회 이상/ 총 210회 3회 이상/ 총 207회 2회 이상/ 총 136회 학교별 2회 / 총 136회

  ❍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과정중심 학생평가 현장지원단 운영: 3월~12월.

    - 20년 교사별 과정중심 학생평가 이해와 실제 컨설팅: 광주수창초 등 33교 

    - 20년 학생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한 현장지원단 컨설팅: 문정여고 등 7교

    - 21년 학생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컨설팅: 성덕고 등 8교 

  ❍ 학생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한 보안 시설 점검 및 평가 컨설팅

    - 19년, 정기고사 기간 중 67개 고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전문직 현장 방문

    - 학교 지필평가 보안 시설(CCTV, 이중잠금장치, 보안창 등) 및 관리 체계 점검

    - 20년 학생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한 보안 시설 점검: 중등 학교 자체 점검

    - 21년 학생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한 보안 시설 자체 점검: 중등 학교 자체 점검 2회

  ❍ 역량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 교원의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교원 연수 실시(2월)

    - 역량중심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컨설팅 실시(2019.2.~12.)

    - 역량중심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위한 업무 담당자 연수(11월)

    -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직무연수 실시(9월~12월)

    - 21년 시도교육청 핵심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비대면 직무연수 실시(6월)

    - 22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중등 교육과정 역량강화 연수 실시(12월)

 ❍ 전문적학습공동체 확대 운영

구 분 구축 학교수 학교급별 구축 현황 예산 지원

2019년 총 325교 유11원, 초152교, 중90교, 고67교, 특수5교 교당 4백~6백만원

2020년 총 330교 유12원, 초154교, 중91교, 고68교, 특수5교 교당 4백~7백만원

2021년 총 343교 유25원, 초 153교, 중92교, 고68교, 특수5교 교당 1백~5백만원

 ❍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

구 분 사업명 사업내용

2021년
전문적학습공동체 길라잡이 제작 보급 초등 153교 1,200부

전문적학습공동체 서포터즈 양성 직무연수 실시 초등 2기 58명 이수



  ❍ 단위학교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위한‘학교로 찾아가는 수업‧평가 지원단 연수’운영

연도 구분 사업명 인원 사업 내용

2020

초 수업 혁신 지원단 93명 (교육과정‧수업‧평가지원) 44교, 85회, 171시간, 508명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지원) 63교, 134회, 271시간, 644명

중·고 빛고을 수업‧평가 지원단 181명
(1학기 수업‧평가지원)82교, 336회, 650시간, 3,028명
(2학기 수업‧평가지원)92교, 435회, 877시간, 3,004명
※역량강화: 발대식(1회), 연수(9과정, 30시간, 228명 참여)

2021

초 빛고을 수업‧평가 지원단 76명 (동계집중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지원) 75회,114시간,422명
(교육과정‧수업‧평가지원) 84교, 127회, 282시간

중·고 빛고을 수업‧평가 지원단 183명
(동계집중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지원)85과정, 164시간, 766명
(교육과정‧수업‧평가지원)127교, 503강좌, 791시간
※역량강화: 발대식(2회), 연수(26회, 83시간)

  ❍ 교원 수업나눔운동 

    - 수업혁신 아이디어 공모: 교원 전문성 신장 및 수업 개선 아이디어 등 

   

구분 공모 아이디어 시사점

2019년 45편 2020년 신규 정책 반영( ‘빛고을 수업·평가 지원단’ )

2020년 48편 포스트 코로나 수업혁신 정책 발굴과 자발적인 수업 공개 문화 
확산 기대

2021년 37편 삶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수업나눔동아리간 연계, 수업상담소 
운영 등 현장 교원의 수업지원 

    - 수업나눔 동아리 운영

   

구분 동아리 수 회원 수
활동 내용

연수, 워크숍, 수업 공개 수업나눔활동
2019년 155팀 1,411명 9과정, 71시간, 420명 참여

매월 1~2회 대면·비대면 
수업나눔 활동 커뮤니티(밴
드) 공유

2020년 204팀 1,927명 22과정, 139시간, 401명 참여

2021년 224팀 2,112명 20과정, 85시간, 137명 참여

    - 수업성찰사례집 발간

 

2019년 2019 ‘교사, 수업하다’ 2종 (초등 1권, 중등 1권, ※수업사례 100편)

2020년
2020 ‘교사, 수업하다’ 3종 (초등 2권, 중등・특수 1권) 
※ 수업사례 56편, 원격수업 매체활용 33편,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사례 11편, 총 

100편 수록

2021년 2021 ‘교사, 수업하다’ 3종 (초등 2권, 중등 1권, ※수업사례 100편 예정)

5. 우수 사례

  ❍ 코로나19 대응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초등학교 1~2학년 EBS방송 활용 원격수업 도

움자료(울쌤 노트)를 제작하여 관내 전 학생에게 제공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원격수업자료 및 온라인학습 

경험 공유를 통한 원격수업 정착



  ❍ 교사별 과정중심 학생평가 5개년 계획에 따라 찾아가는 「교사별 과정중심 학생평가 연수」를 

현장맞춤형 실습형 연수로 4시간으로 운영하여 과정중심 평가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역량 신장

  ❍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과정중심 학생평가 중등 비대면 직무연수 실시

  ❍ 수업혁신 지원단(초등) /빛고을 수업·평가 지원단(중등)의‘학교로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연수’를 통하여 단위학교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코로나19 대응 

원격수업에서도 학생 참여형 배움중심 수업 실현에 기여함

  ❍ 수업나눔동아리 및 수업탐구교사공동체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 수업공개 문화 확산을 

통해 수업성찰과 소통의 문화 확산에 기여함

  ❍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가이드북 '전학공 큐시트' 제작 보급으로 교원들이 동료성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여건 마련함

  ❍ 학생평가의 공공성․신뢰도 향상을 위한 고등학교 수학과, 과학과(물리, 화학, 생명

과학, 지구과학), 영어과, 국어과, 사회과(역사, 사회․문화, 한국지리, 생활과윤리)출제 

역량강화 직무연수 실시: 12과정, 102시간, 150명

  ❍ 고등학교 권역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학생평가 지원 체제 구축: 4월, 7권역

6. 교육공동체 참여 실적  〔단위: 횟수〕

연도 설명회,공청회,연수 언론,방송 보도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유관기관협력실적 기타
18~20년 14 11 5 3 1

21년 2 7 1 3 1

<21년 참여 실적>

  ❍ 21년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핵심교원 직무연수 비대면 연수: 1회

  ❍ 광주시교육청, '코로나 대비 2021학년 새학기 준비 분주' : (‘21.2.15.)무등일보 등 2곳

  ❍ '유은혜, 광주 일동초 방문, 방역상황 등 현장점검': 광주매일신문(‘21.2.23.) 등 6곳

  ❍ 광주시교육청, 초등복직예정교사 원격수업 역량 강화 연수: 매일일보(‘21.2.22.) 등 11곳

  ❍ 광주시교육청,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가이드북 ‘전학공 큐시트’: 뉴시스(‘21.4.20.) 4곳

  ❍ 광주시교육청, 광주초등수석교사와 함께 요청수업 운영: 뉴시스(‘21.5.12.)등 9곳

  ❍ 광주시교육청, 2021 수업성찰과 소통을 위한 일상수업 공개 시작: 광주드림(‘21.5.24.) 등 14곳

  ❍ 광주시교육청, 수업성장의 꿈 지원 맞춤형 컨설팅 실시: 시사메거진(‘21.6.3.) 등 5곳

  ❍ 전면 등교수업을 위한 교원 대상 설문조사: 1회(2021.6.)

  ❍ 학생평가 업무 담당자 설명회: 3회

  ❍ 중등 출제 역량강화 직무연수: 12과정, 102시간, 150명

  ❍ 초․중등 과정중심 학생평가 경인교육대학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 위탁 직무연수: 초등 5과정, 

중등 12과정, 333명

  ❍ 중등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과정중심 학생평가 직무연수 실시: 10월, 중·고 교감, 132명

  ❍ 2021 학교로 찾아가는 빛고을 수업·평가 지원단 연수 만족도 조사: 1회(2021.12.), 629명



7. 애로사항 및 해결노력

  ❍‘학교로 찾아가는 빛고을 수업·평가 지원단’이 학교급별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

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로 지원단을 발굴하고, 자발적인 역량을 강화하여 

내실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함

  ❍ 현장 교원의 학교 밖 수업 나눔과 교사 커뮤니티를 지원할 수 있는 공간(교사지원

센터) 마련으로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활성화 지원 필요

  ❍ 수업성찰과 소통을 위한 수업공개 문화 조성을 위하여 수업영상촬영 및 실시간 방

송을 지원할 조직 필요

  ❍ 학생의 성장과 배움을 지원하고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과정중심 학생평가 지원

  ❍ 학생평가 공공성, 객관성, 타당성, 신뢰도 제고를 위한 평가문항 공동 출제, 공동 검토 학교문화 조성

8. 향후 추진계획

  ❍ 광주형 초등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연구학교 운영: 2교

  ❍ 중학교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 1교, 학생평가 설명회(2022.2.)

  ❍ 고등학교 평가 계획 수립을 위한 학교 컨설팅(2022.1.~2.)

  ❍ 빛고을 수업·평가지원단 역량 강화 및 학교 지원(2022.1.~12.)

9. 담당부서 자체평가 의견

  ❍ 역량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으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

  ❍ 교원의 수업 혁신 추진을 위해 ’빛고을 수업평가 지원단, 수업탐구교사공동체, 수

업나눔운동 동아리, 단위학교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적극 지원하여 교원의 공동체 

및 자발적인 참여 문화로 수업·평가의 우수 사례를 전체 학교로 확산

  ❍ 고등학교 수학과, 과학과(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영어과, 국어과, 사회과(역사, 

사회·문화, 한국지리, 생활과윤리) 출제 역량강화 연수를 통한 학생평가의 공공성, 객

관성, 타당성, 신뢰도 제고 및 과정중심 평가 문항 공동 출제, 공동 검토 학교문화 확산 

  ❍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비대면 직무연수 병행 운영 

  ❍ 중․고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교과별 안내 자료집, 중․고 학생평가 컨설팅 자료집,  

중․고 학생평가 톺아보기, 중․고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학생평가의 이해 등 대면 연

수를 보완할 학생평가 자료집 배부

주관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정담당 조미경(380-4301) 담당자 김아진(380-4302) 

협조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정담당 조미경(380-4301)
담당자 이영수(380-4303)
담당자 유수영(380-4304)

초등교육과 초등교육과정담당 구모선(380-4341)

담당자 최태삼(380-4342)
담당자 김소영(380-4343)
담당자 임승현(380-4345)
담당자 조성민(380-43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