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   광주희망교실 확대 및 내실화

사업구분
■임기 내
□임기 후

□신 규
■계 속

예산확보율 99.1%

세부사업명

희망교실 운영

추진상황

완 료

추진율

100%

희망교실 내실화 완 료 120%

희망기부가게 확대 완 료 108.25%

희망스쿨데이 
콘텐츠 개발 완 료 100%

1. 목적

  ❍ 불리한 교육여건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맞춤 지원으로 교육격차 해소

  ❍ 사제동행 밀착형 소통과 공감 기회 확대로 학교적응력 향상 및 행복한 학교공동체 조성

2. 주요내용

  ❍ 사제동행 프로젝트‘광주희망교실’확대 

    - 유(공립)·초·중·고·특수학교로 희망교실 확대 운영(공립유치원까지 대상 확대)

  ❍ 광주희망교실 내실화 

    - 광주희망교실 컨설팅 강화: 맞춤형 컨설팅, 동료 컨설팅

    - 희망교실 업무매뉴얼‘희망교실 길라잡이’제작. 배부

  ❍ 광주 희망기부가게 확대

    - 지역사회와 연계한 희망기부가게 구축으로 희망교실 활동 지원 

    - 희망기부가게 발굴 및 홍보를 통한 교육기부문화 조성 

  ❍ 희망스쿨데이 콘텐츠 확대

    -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희망스쿨데이 운영

    - 콘텐츠를 확대하여 교사들이 희망교실을 폭넓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야구장 가는 날, 축구장 가는 날, 공연장 가는 날, 전시회 가는 날, 음악회 가는 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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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교실 운영 7,000
교실

7,000
교실

7,000
교실

14,000
교실

5,500교
실

19,500
교실

5,000
교실

24,500
교실

희망교실 내실화 - - - - 45% 45% 55% 100%

희망기부가게 확대 300
가게

300
가게

40
가게

340
가게

40
가게

380
가게

20
가게

400
가게

희망스쿨데이 
콘텐츠 개발 3종 3종 1종 4종 1종 5종 - 5종



 공약사업 성과목표 및 추진율 

성과목표 지표 측정방법
(평가산식)

2021년 12월까지 성과 Ü연간목표대비 달성도 Ü최종목표대비 추진율 추진
상황21년 성과 누적성과 세부사업별 달성율 세부사업별 추진율

희망교실 운영 운영 교실 수 6,028
교실

24,540
교실 120.6%

141.4%

100%

107%

완 료

희망교실 내실화 컨설팅 참여 교원수/ 
희망교실 운영 교원수 63.3% 120% 115.1% 120% 완 료

희망기부가게 확대 희망기부가게 
구축수

46
가게

433
가게 230% 108.25% 완 료

희망스쿨데이
콘텐츠 개발 개발 콘텐츠수 - 5종 100% 100% 완 료

 공약사업 예산 투자계획 대비 확보율                                     (단위:천원)

4. 추진실적 및 성과

   ❍ 광주희망교실 확대(2018~2021)            ※ 2021학년도에는 공립유치원까지 대상을 확대함.

구분
참여

학교수
(교)

운영
교실수

운영
교사수

대상학생(멘티) 참여 현황 (명) 평균
멘토링
횟수
(회)

교원
만족도
(100점
기준)

학생
만족도
(100점
기준)

학교
부적응

문제
행동

학습
부진

다문화
탈북

기타
(저소득층등) 합계

2018 314 6,814 6,821 8,252 7,714 11,222 - 14,187 41,375 10 96점 98점

2019 309 6,165 6,165 6,881 8,928 8,506 2,062 10,138 36,515 11.2 96.8점 98.8점

2020 307 5,533 5,533 5,391 6,296 8,844 1,685 9,444 31,660 11.0 97.4점 98.6점

2021 340 6,028 6,028 6,135 7,545 9,590 2,093 9,561 34,924 11.1 98.2점 98.6점

  ❍ 광주희망교실 내실화

    - 컨설팅 실적(20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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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국고,특교) - - - - -
자치단체(시,구) - - - - -

자  체 3,500,000 3,560,000 2,782,500 2,566,000 12,408,500
계 3,500,000 3,560,000 2,782,500 2,566,000 12,408,500

예산
확보
금액
(B)

국가(국고,특교) - - - -
자치단체(시,구) - - - -

자  체 3,416,456 3,142,500 2,772,500 2,966,000 12,297,456
계 3,416,456 3,142,500 2,772,500 2,966,000 12,297,456

확보비율(B/A) 97.6% 8.3% 99.6% 115.5% 99.1%

투자
금액
(C)

국가(국고,특교) - - - -
자치단체(시,구) - - - -

자  체 3,416,359 3,135,650 2,772,500 2,913,150 12,237,659
계 3,416,359 3,135,650 2,772,500 2,913,150 12,237,659

집행비율(C/B) 99.9% 99.8% 100% 98.2% 99.5%



구분 대상 
학교수

운영
교사수

동료컨설팅 찾아가는 컨설팅 합계 운영교사
참여율
(%)학교수 실시횟

수 참여인원 학교수 참여인원 학교수 참여인원

2020 307 5,533 194 273 2,998 9 138 203 3,136 56.7
2021 340 6,028 234 399 3,710 25 108 259 3,818 63.3

    - 코로나19로 컨설팅 자료 등을 탑재하여 동료컨설팅 활성화

    - 학교·요청자 요구와 상황을 고려한 찾아가는 컨설팅 방법 다양화(실시간 쌍방향 등)

    - 희망교실 우수사례 공유 등 내실화 노력

구 분 희망교실 우수사례 공유 등
2018년 우수사례 : 희망교실 수기 공모전 (18.11. 교육감 일반표창 64명)

2019년
우수사례 : 희망교실 사례 공모(19.11. 교육감 일반표창 92명)
광주희망교실 이야기 사례집 발간(19.12월), 언론 홍보 12회
멘티학생 참여 분야 확대: 다문화, 탈북 영역 추가

2020년 우수사례 : 희망교실 사례 공모(20.12. 교육감 일반표창 72명)

2021년
공립유치원까지 희망교실 운영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30천원~50천원 범위에서 운영교사가 예산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선택제 실시
우수사례 : 희망교실 수기 공모전(21.12. 교육감 일반표창 25명)

  ❍ 희망기부가게 확대

구 분 희망기부가게 확대
2018년 38개소(79가게) 신규 발굴하여 MOU체결, 총 310개소 운영

2019년 22개소 발굴 및 MOU체결, 12월까지 총 332개소 운영
- 희망기부가게 홍보 강화를 위해 현판 및 스티커 제작 배부

2020년 56개소 발굴 및  MOU체결, 12월까지 총 387개소 운영(1개소 협약취소)
- 희망기부가게 홍보 및 발굴을 위해 리플렛 제작 배부

2021년
46개소 발굴 및  MOU체결, 12월까지 총 433개소 운영
- 전년도 희망기부가게 사용처 분석을 통해 2021년 희망기부가게 확대 발굴
- 2020년 희망기부가게 사용처 분석결과 도서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아 2021년 광주서점조합(42개 업체)과 협약 체결

   - 희망기부가게 확대 발굴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기부문화 조성 

   - 희망교실 홈페이지, 공문 등을 통한 희망기부가게 활용 안내 및 홍보로 운영교사들이 

더 많은 희망교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희망교실카드 결재 시 5~50%할인)

 ❍ 희망스쿨데이 운영 (2018년 3회, 2019년 5회, 2020년 1회)

   - 희망스쿨데이 운영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하는 문화체험기회 확대 및 사제간‧ 가족간 유대 강화

   - 2020년은 코로나19로 축소 운영, 2021년은 코로나19로 운영 취소

구 분 일 시 참여 인원 내 용

야구장 
가는 날

2018년  6.21.(목) 7,700명  입장권 및 응원물품 지원
 210개교 기념품 박스(응원복 및 용품)전달

2019년 6.4.(화) 8,500여명  입장권 및 응원물품 지원
축구장 
가는 날

2018년 7.4.(목) 3,000여명  가족과 함께하는 광주교육가족의 날(교사,학생,학부모 참석)
2019년 10. 1.(화) 5,000여명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축구경기 관람

음악회
가는 날

2018년 11.12.(월) 1,200여명  교사와 학생이 참여하여 갈라 콘서트 관람
2019년 11.11.(월) 1,200여명  교사와 학생이 참여하여 갈라 콘서트‘영웅’관람

공연장 
가는 날 2019년

5.25.(토) 400여명  교사와 학생이 참여하여 뮤지컬‘영웅’관람
10.19/10.20 475명  교사와 학생이 참여하여 뮤지컬‘맘마미아’관람

전시회
가는 날 2020년 1월~2월 336명  교사와 학생이 참여하여 전시회 ‘AP 사진전’ 관람



5. 우수 사례

  ❍ 광주희망교실 운영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 2013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광주희망교실은 교사들의 자발성에 기초한 현장중심교육정책 

우수사례로 전국적 교육복지 우수모델로 인정받아 각 시도에서 도입하여 운영되고 있음

    - 교육부에서도 광주의 희망교실사업을 벤치마킹하여 각 시도교육청에 공모사업 진행 (2018

년, 교육복지동아리 운영- 강원, 경기, 세종, 제주 등 9개 교육청) 

    - 희망교실은 학생 간, 사제 간 바른 관계형성에 기여함으로써 학급에서 긍정적 또래압력이 

작용하여 학교폭력 피해 및 학업중단율 감소에 기여

      ․ 학교폭력피해 경험 학생 2013년 2.2%➞ 2018년 1.1.% (50% ) 1차 학폭 실태조사 기준

      ․ 연도별 학업중단학생 수 2012년 0.81% ➞ 2017년 0.72% (11.1% ) 

    - 광주희망교실 운영 성과에 대한 인식확산과 교사들의 교육복지에 대한 관심 향상  

     ․  2018학년도 광주희망교실 운영 결과, 교원만족도 96점, 학생만족도 98점

      ․  2019학년도 광주희망교실 운영 결과, 교원만족도 96.8점, 학생만족도 98.8점 

      ․  2020학년도 광주희망교실 운영 결과, 교원만족도는 97.4점, 학생만족도는 98.6점

  ❍ 희망기부가게 운영으로 교육기부 문화 활성화 및 희망교실 활동 지원

    - 희망기부가게는 사제동행 희망교실 활동(교육,의료,문화,음식,스포츠등)시 할인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MOU를 체결한 가게로 지역사회 교육기부 문화 조성 기여

    - 희망기부가게 활용시 정상가대비 5~50% 가격할인으로 희망교실활동활성화및예산절감

구분
최근 4년 사용건수 및 사용액(천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건수 10,744 14,761 15,622 7,421

정가 759,729 902,368 955,531 516,835

할인액 174,733 195,871 223,501 66,407

 ❍ 사제동행 희망스쿨데이 운영으로 문화체험 기회 확대

   -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하는 교육가족의 날 운영(야구장 가는날, 축구장 가는날, 공연장 

가는날)으로 문화체험 기회 확대

   - 학교 현장에서 희망스쿨데이의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 공감대 형성(사제간 관계 형성 실질

적인 도움, 학생과 함께 한 문화체험 경험 수업에 활용 등)

6. 교육공동체 참여 실적      
〔단위: 횟수〕

연도 설명회,공청회,연수 언론,방송 보도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유관기관협력실적 기타

18~20년 1 22 3 9

21년 4 2



<21년 참여 실적>

 ❍ 언론․방송보도 현황  
   - 코로나19 학교현장에서 희망교실로 답하다(무등일보, 21.2.15.자)

   - 광주시교육청-광주서점조합 ‘희망기부가게’ 업무협약(뉴시스, 21.4.6.자)

   - ‘희망교실’과 함께 성장해 가는 학생과 교사(광주일보, 21.4.23.자)

   - “아이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자”...희망교실 교사들의‘이야기’(연합뉴스, 21.5.31.자)

 ❍ 만족도 조사 현황 
   - 2021 희망교실 컨설팅 만족도 조사(2021.6월~9월)

   - 2021 광주희망교실 만족도 조사(2021.12.) 

7. 애로사항 및 해결노력

  ❍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운영방법을 안내하여 예산집행의 유연성을 부여함.

    - 비대면(온라인) 활동 및 원격수업에 따른 희망교실 활동 사례나눔 자료를 안내하고 

희망교실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희망교실 활동 지원

  ❍ 희망교실 컨설팅 방법 다양화, 동료컨설팅 확대 등 희망교실 운영 내실화 추구

8. 향후 추진계획

  ❍ 광주희망교실 운영 및 컨설팅 지속적 실시

  ❍ 희망교실 사례 공모 실시를 통한 사례 공유 및 일반화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희망스쿨데이 추진

  ❍ 희망기부가게 지속적 발굴 및 홍보 강화

9. 담당부서 자체평가 의견

  ❍ 코로나19 상황에 맞은 희망교실 운영방법 안내로, 불리한 교육여건에 있는 학생들의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함.

  ❍ 광주희망교실 운영으로 사제간, 또래간 관계형성이 좋아져 생활지도에 도움이 되

었으며,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향상됨 

  ❍ 희망교실 업무메뉴얼‘희망교실 길라잡이’제작 보급으로 교직원 업무경감에 기여

  ❍ 희망기부가게 확대 발굴 운영으로 지역사회의 경제 및 교육기부문화 조성에 기여

하였으며, 운영교사들이 더 많은 희망교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주관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담당 김정연(380-4481)
담당자 박미령(380-4482)

담당자 손미리(380-44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