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   빛고을혁신학교 질적 성장 및 학교문화혁신 지속 추진

사업구분
■임기 내
□임기 후

□신 규
■계 속

예산확보율 103.4%

세부사업명

혁신학교운영비 지원

추진상황

완 료

추진율

103%

컨설팅 지원 완 료 107.3%

혁신학교 권역별 
네트워크 구축 완 료 100%

학교문화혁신 성과분석 완 료 100%

1. 목적

  ❍ 빛고을혁신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한 공교육의 모델 확산

  ❍ 빛고을혁신학교 연수, 컨설팅, 네트워크 지원을 통한 교직원과 학부모의 역량 제고

  ❍ 학교문화혁신 지속 추진을 통한 빛고을혁신학교 우수 정책의 현장 일반화

2. 주요내용

  ❍ 빛고을(예비)혁신학교 운영

  ❍ 빛고을혁신학교 지원센터 운영

  ❍ 빛고을혁신학교 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 및 빛고을혁신학교 홍보

  ❍ 4대 학교문화혁신 지속 추진(수업혁신, 생활교육혁신, 교직문화혁신, 업무혁신)

3. 연차별 목표 및 달성율

 공약사업 연도별 목표율

세부사업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8년
목표

누적
목표

19년
목표

누적
목표

20년
목표

누적
목표

21년
목표

누적
목표

혁신학교운영비 지원 61교 61교 1교 증가 62교 1교 증가 63교 2교 증가 65교
컨설팅 지원 30교 30교 27교 57교 27교 84교 25교 109교

혁신학교 권역별 
네트워크 구축 8권역 8권역 1권역

증가 9권역 9권역 9권역

학교문화혁신 성과분석 3회 3회 3회 6회 3회 9회 3회 12회

 공약사업 성과지표 및 추진율 

성과지표 지표 측정방법
(평가산식)

2021년 12월까지
성과 Ü연간목표대비 달성도 Ü최종목표대비 추진율 추진

상황
21년 성과 누적성과 세부사업별 달성율 세부사업별 추진율

혁신학교운영비 지원 지원 학교 수 2교 증가 67교 100%

85%

103%

102.5%

완료
컨설팅 지원 실시 횟수 10교 117교 40% 107.3% 완료

혁신학교 권역별 네트워크 구축 구축 네트워트 수 - 9권역 100% 100% 완료
학교문화혁신성과분석 실시 횟수 3회 12회 100% 100% 완료



 공약사업 예산 투자계획 대비 확보율                                     (단위:천원)

4. 추진실적 및 성과

  ❍ 빛고을(예비)혁신학교 운영 

구분 빛고을혁신학교 
추진위원회 운영

빛고을혁신학교 평가
혁신학교 현황

종합평가 중간평가 인증평가
(예비혁신)

2018년 4회
(3,7,10,12월) 16교 14교 18년 대상없음 -혁신: 61교

2019년 4회
(3,7,10,12월) 15교 16교 2교 -혁신: 62교

-예비혁신 2교

2020년 4회
(5,7,10,11월) 14교 17교 1교 -혁신: 66교

-예비혁신: 1교

2021년 1회
(4월) 16교 5교 - -혁신:67교(신설2,종료1)

-예비혁신: 1교

  - 미래이음 학교 운영을 통한 미래형 교육: 초10교, 중5교, 고5교, 1교당 학생용 태블릿 PC 보급

     (* 미래이음 학교: ‘미래-현재, 대면-비대면, 교과-교과, 학교-마을 등을 잇다’라는 의미로 대면·비대면, 교과 연계 교육활동, 
학생 주도(기획) 주제 중심 학습 등 정보화기기를 활용하여 시간·공간 제약을 벗어나는 교육활동을 운영하는 학교)

  - 빛고을혁신학교 지원 시스템 구축 및 협의체 운영: 추진위원회 1회, 지원 협의회(업무담당자 3회)

  ❍ 빛고을혁신학교 지원센터 운영 

구분 빛고을혁신학교
컨설팅

빛고을혁신학교 네트워크 운영
장기발전 방안 노력

권역별 협의회 직급별 협의회 학부모 네트워크 협의회

2018년 31교 8권역, 월1회 4직급
분기 1회 8회 -T/F팀 구성 및 운영: 11회

-실행방안 모색 워크숍(11월)

2019년 -혁신: 31교
-예비혁신: 2교

9권역, 월1회
(유1, 초4, 중3, 특1)

4직급
분기 1회 8회 -정책설명 자료 제작·보급

-직급통합워크숍(11월)

2020년 35교
9권역, 6회

(유1, 초4,중2,고1, 
특1)

4직급
1회 6회

-T/F팀 구성 및 운영: 4회
-빛고을혁신학교 워크숍 길라잡이, 

정책 백서 개발

2021년 -혁신:32교
-예비혁신:1교

9권역 월1회
(유1, 초4, 중2, 고1, 

특1)
교무실무사 1회 협의회:9회

역량 강화:4회

-빛고을혁신학교 정책 방향 모색 
위한 교육청 내 실무단: 8회

-T/F팀 구성 및 운영: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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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국고,특교) 16,400 36,275 30,000 82,675
자치단체(시,구)

자  체 3,022,770 3,099,000 2,394,870 3,273,775 11,790,415
계 3,039,170 3,135,275 2,424,870 3,273,775 11,873,090

예산
확보
금액
(B)

국가(국고,특교) 16,400 81,275 30,000 127,675
자치단체(시,구)

자  체 3,030,770 2,962,999 2,838,117 3,315,566 12,147,452
계 3,047,170 3,044,274 2,868,117 3,315,566 12,275,127

확보비율(B/A) 100.2% 97.1% 118.3% 101.3% 103.4%

투자
금액
(C)

국가(국고,특교) 17,287 33,753 30,000 81,040
자치단체(시,구)

자  체 2,995,883 2,952,000 2,838,117 3,315,203 12,101,203
계 3,013,170 2,985,753 2,868,117 3,315,203 12,182,243

집행비율(C/B) 98.8% 97.1% 100.0% 99.9% 99.2%



   - 2021 빛고을혁신학교 권역별 네트워크, 학부모 네트워크가 혁신학교 확산 및 학교문화 개

선을 위해 대면/비대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

     * 직급별협의회(교무실무사 1회), 권역별협의회(9권역 월 1회)

     * 학부모네트워크 협의회 10회(대면 8회, 비대면 2회), 역량 강화 특강 4회 

   - 학생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여 혁신학교 철학 공유: 6회 운영

   -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의 교류 및 혁신학교 정책 방향 모색 발전협의체 운영 및 포럼(11월) 

   - 업무지원 담당자 협의회를 통해 마을교육공동체 등 부서 간 연계 협의: 월 1회(6회 운영)

❍ 빛고을혁신학교 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 및 빛고을혁신학교 홍보

  

구분 교직원 역량 강화 빛고을혁신학교 홍보

2018년 -신규 및 전입 교원 연수: 2월
-관계자 워크숍: 2월

-빛고을혁신학교 포럼: 11월 17분과 운영
-빛고을혁신학교 이야기 발간: 1회
-언론사 동행 혁신 교육 현장 탐방: 20교

2019년

-신규 및 전입 교원 연수: 2월
-호남권 혁신학교 교사 워크숍: 6월
-빛고을혁신학교 컨설턴트 역량  
강화 연수:12월(만족도: 90.4%)

-빛고을혁신학교 홍보 리플렛: 2종
-빛고을혁신학교 포럼: 11월 21분과 운영
-빛고을혁신학교 이야기 발간: 1회
-빛고을혁신학교 공개: 23교
-언론사 동행 혁신 교육 현장 탐방: 20교

2020년
-새학년 준비기 영상 4부 개발
-빛고을혁신학교 현장 워크숍 역량
강화 연수: 11월 6기 운영

-빛고을혁신학교 이야기 발간: 1회
-빛고을혁신학교 포럼: 11월 37분과 운영
-빛고을혁신학교 운영 발자취 기록:２교
-빛고을혁신학교 10년 축하 영상 제작: 3부

2021년

-새학년 준비기 연수: 2월, 3회
-빛고을혁신학교 역량강화 연수
·학교장 역량 강화: 6월, 1회
·학교주도컨설팅 역량 강화: 10교

-빛고을혁신학교 홍보: 카드 뉴스 2회
-빛고을혁신학교 삶과 대화 홍보 리플렛: 1종
-빛고을혁신학교 포럼 홍보 리플렛: 1종
-지원청과 함께 혁신교육 홍보: 서부9교, 동부2교
-광주교육 여름호:<특집> 꿈을 키우는 학교 1회

   -‘빛고을혁신학교를 소개합니다’ 및 포럼 홍보: 혁신&일반학교 및 시민 이해도 제고 위한 

카드뉴스2회, 페이스북 홍보

   -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 소식지: 특집-꿈을 키우는 학교 1교(광주동산초)

   - 신규 및 전입 교직원 연수: 3회(유·초 2, 중 1회)

   - 빛고을혁신학교 운영 발자취 기록 제작 지원 중: 2교(광주효동초, 산정중)

❍ 빛고을혁신학교 성과 일반화 정책 지원

  

구분 일반화 지원

2018년 -빛고을혁신학교 학교 공개: 16교(지정 5년차 이상 의무 공개)
-빛고을혁신학교 포럼: 직급별 포럼, 주제 포럼 운영

2019년
-빛고을혁신학교 학교 공개: 24교(지정 5년차 이상 의무 공개)
-빛고을혁신학교 포럼: 성찰, 성장, 소통 직급통합 다모임: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 21주제 분과 운영
-학교문화혁신 확산을 위한 다함께 한걸음 프로젝트 지원: 학교형 14팀, 학년형 27팀

2020년

-빛고을혁신학교 포럼: 주제강연: 코로나19시대 학교와 교사의 역할 1,575회 조회
 코로나19 시대 빛고을혁신학교의 도전과 시도 35분과 운영
-학교문화혁신 확산을 위한 다함께 한걸음 프로젝트 지원 23교(학교 전체 학교문화 및 교육활동 지원)
-빛고을혁신학교 문화 확산을 위한 다함께 한걸음 프로젝트 지원 44팀(학년‧교과 교육과정, 전문적학습공동체 지원)
-빛고을혁신학교 워크숍 길라잡이 개발 보급

2021년 -빛고을혁신학교 ‘삶과 대화’ 운영: 삶을 가꾸는 교육과정 이해와 실천을 위한 빛고을혁신학교 초중등교사 17팀 지원
-빛고을혁신학교 워크숍 길라잡이, 삶과 대화 자료집, 포럼 결과집 개발 보급



    - ‘다함께 한걸음’프로젝트: 일반학교에서 혁신교육을 시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

업으로 빛고을 혁신학교 성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

     * (협의체) 빛고을혁신학교 문화 확산을 위한 ‘다함께 한걸음’프로젝트 협의체 운영

     * (사례집)학교문화혁신확산을 위한 ‘다함께 한걸음’프로젝트 실천 사례집 발간: 1종

    - 빛고을혁신학교 ‘삶과 대화’ 운영: 삶을 가꾸는 교육과정 이해와 실천의 일환으로 학교 밖 인물들

과의 만남‧대화

❍ 단위학교 학교문화혁신 실천 지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학교문화혁신 중점
추진과제 선정 및 실천

전체 유‧초‧중‧고‧특수학교
327교

전체 유‧초‧중‧고‧특수학교
329교

전체 유‧초‧중‧고‧특수학교
331교

전체 유‧초‧중‧고‧특수학교
330교

학교문화혁신 
컨설팅

1교 1전문직을 
활용한 상시 컨설팅

1교 1전문직 및 동‧서부 교육지원청 담당 전문직을 활용한 
상시 컨설팅

❍ 학교문화혁신 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 운영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급 표창 유‧초‧중‧고‧특수학
교 교(원)감 11명

유‧초‧중‧고‧특수학
교 교(원)감 13명

유‧초‧중‧고‧특수학
교 교(원)감 8명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으로 대상 확대 추진
(교육활동 중심 학교운영 

유공교원 연구대회)

 ❍ 학교문화혁신 평가  

 ❍ 학교문화혁신 내실화 협의회 운영

구분 내 용 

2018년 • 동부교육지원청 주관 학교문화혁신을 위한 현장 교사와 교육장 간담회(1회)

2019년 • 수업혁신 내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
 : 교육감 주재 정책간담회(1회), 정책국장 주재 협의회(1회), 실무담당자 협의회(4회)

2020년 • 학교문화혁신 정책 내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담당자 협의회(1회)
• 학교문화혁신 평가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및 협의회(3회)

2021년 
• 학교문화혁신 정책 내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담당자 협의회(1회)
• 학교문화혁신 평가 개선을 위한 협의회(1회)
• 학교문화혁신 내실화를 위한 새학년 준비기 협의회(3회)

구분 광주교육 종합 
만족도조사 학교문화혁신 평가 평가 및 환류

2018년 전체 유‧초‧중‧고‧특수
(327교)

-4대 추진과제보고서 제출
-단위학교 중점추진과제 보고서 제출

-학교별 만족도조사 및 학교문화혁신 
평가 결과 안내(327교)

2019년 전체 유‧초‧중‧고‧특수
(329교)

-단위학교 중점추진과제 보고서 제출
-민주인권친화도 지수 단일항목 신설

-학교별 만족도조사 및 학교문화혁신 
평가 결과 안내(329교)

2020년 전체 유‧초‧중‧고‧특수
(331교) -단위학교 중점추진과제 보고서 제출 -학교별 만족도조사 및 학교문화혁신 

평가 결과 안내(331교)

2021년 전체 유‧초‧중‧고‧특수
(330교)

-단위학교별 자체평가 실시
-교육청 평가에서 자체평가로 변경→ 
학교 자율성 강화

-민주인권친화도 지수→ 학생 인권 
실태조사로 전환

-학교별 만족도조사 및 학교문화혁신 
평가 결과 안내(330교)



5. 우수 사례

  ❍  2019년 시도교육청 평가 우수사례 투어

 

“광주시교육청, 교육부 2019 시도교육청 평가 우수사례 투어“
 12일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와 17개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 담당자 40여 명은 광주교육청과 
관내 용봉중학교를 방문해 혁신교육 운영 관련 사례를 듣고 교육 현장을 둘러봤다. 
 광주교육청은 2019 교육부 평가 ‘공교육 혁신 강화’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혁신학교 3기의 
질적 도약을 위해 빛고을 혁신학교 다시 교육의 본질을 생각하다를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모든 학교와 함
께 성장하기 위한 실천 노력과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용한 광주형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한 점 등이 좋은 반응
을 얻었다.  <시사종합신문 등 2019.12.12.>

  ❍ 빛고을혁신학교 학부모 네트워크 역량 강화

빛고을혁신학교 학부모 네트워크 “찾아가는 학부모 자치역량 강화 컨설팅“실시
 ‘찾아가는 학부모 자치역량 강화 컨설팅’은 지난 9월 온라인을 통해 운영된 학부모 네트워크에 참여한 각 
학교의 학부모회장들의 제안으로 기획됐다. 컨설팅은 ‘비대면 시대 온라인 화상회의 도구를 활용한 학부모 
간 소통 방법’과 ‘비대면 학부모회 운영 사례 나눔’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호남뉴스 등 2020.11.10.>

  ❍ 빛고을혁신학교를 소개합니다: 2021.5.24. 페이스북

 ❍ 광주시교육청, 2021 빛고을혁신학교 '삶과 대화' 운영 

<광주시교육청, 2021 빛고을혁신학교 ‘삶과 대화’ 운영>
 빛고을혁신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지난 25일부터 오는 8월 13일까지 2021 빛고을혁신학교 '삶과 대화'

를 운영한다.  총 12회 운영되는 '삶과 대화'는 교육의 본질 및 삶에 대한 깊은 대화를 통해 빛고을혁신학

교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삶과 대화'는 학교 밖 배움의 공간 속에서 삶의 의미를 나눌 수 있는 사회 각 분야 12명의 인물을 초청

해 진행된다. 철학·교육 불평등·경계 없는 배움·통찰·기후위기·인권 등 12가지 주제로 '삶과 교육'을 이야

기하며 '삶을 가꾸는 교육과정'을 함께 만들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등 2021. 5. 26.(수)>



❍ 2021 빛고을혁신학교: 2021.11.19. 페이스북

6. 교육공동체 참여 실적                                    〔단위: 횟수〕
연도 설명회,공청회,연수 언론,방송 보도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유관기관협력실적 기타

18~20년 14 37 1 4

21년 5 5

<21년 참여 실적>

  ❍ 빛고을혁신학교 10년…만족도 높다 (전남매일, 21.1.20.)

  ❍ 광주시교육청, 2021 빛고을혁신학교 신규 및 전입 교직원 특강 (미래뉴스, 21.2.4.)

  ❍ 빛고을혁신학교 학부모 네트워크, 학부모들과 손을 맞잡다 (광주교육신문, 21.4.20.)

  ❍‘빛고을혁신학교를 소개합니다’홍보: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및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카드 뉴스 1회, 페이스북 홍보 (21.5.24.)

  ❍ 광주시교육청, 2021 빛고을혁신학교‘삶과 대화’운영 (연합뉴스 등 다수, 21.5.26.)

  ❍ 2021 빛고을혁신학교 포럼 홍보: 카드 뉴스 1회, 페이스북 홍보(21.11.19.)

7. 애로사항 및 해결 노력

  ❍ 삶을 가꾸는 교육과정을 깊이 있고 풍부하게 하기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학교문화혁신 만족도조사 결과 환류를 통한 학교문화 개선방안 모색 필요



8. 향후 추진계획

  ❍ 향후 빛고을혁신학교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혁신학교, 일반학교, 교원, 학부모의 다

양한 의견 수렴 

  ❍ 2022학년도 미래형 빛고을혁신학교 모델 개발 

  ❍ 2022학년도 빛고을혁신학교 기본 추진 계획 수립․안내

  ❍ 2022학년도 학교문화혁신 종합계획 및 평가계획 수립․안내

9. 담당 부서 자체평가 의견

  ❍ 빛고을혁신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한 혁신학교의 질적 성장 및 일반화 

  ❍ 학교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수업, 생활교육, 교직문화, 업무 혁신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한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노력

주관 초등교육과 초등교육과정담당 노정현(380-4341) 담당자 김옥희(380-4344)

협조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정담당 조미경(380-4301) 담당자 우선자(380-4306)

정책기획과 학교자치기획담당 정성균(380-4501) 담당자 김옥화(380-4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