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   광주교육시민참여단 설립 및 운영

사업구분
■임기 내
□임기 후

■신 규
□계 속

예산확보율 120.3%

세부사업명

광주교육시민참여단 설립

추진상황

완 료

추진율

100%
시민참여사업 운영 완 료 206.6%

지역협력사업 만족도 완 료 100%
학부모지원사업 운영 완 료 260%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만족도 완 료 100%

1. 목적

  ❍ 교육청과 시민사회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실질적인 교육협치 체제 구축

  ❍ 행정기관-학교-마을이 함께하는 배움과 돌봄의 교육공동체 실현

  ❍ 학부모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내실 있는 교육자치 실현

2. 주요내용

  ❍ 광주교육시민참여단 설립 및 운영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체세우기, 마을교육력 강화, 협업-자치 활성화 사업 운영 

  ❍ 학부모의 학교·교육자치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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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목표

광주교육시민참여단 설립 20% 20% 80% 100% 100% 100%
시민참여사업 운영 8회 8회 10회 18회 12회 30회

지역협력사업 만족도 80% 100% 83% 100% 85% 100%
학부모지원사업 운영 20회 20회 25회 45회 25회 70회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만족도 87% 100% 88% 100% 89% 10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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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교육시민참여단 설립 설립 추진율 설립완료 100% 100%

186%

100%

153.3%

완 료

시민참여사업 운영 운영 횟수 16회 62회 133% 206.6% 완 료

지역협력사업 만족도 참여 학교 만족도율 91% 100% 107% 100% 완 료

학부모지원사업 운영 운영 횟수 122회 182회 488% 260% 완 료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만족도 교육만족도율 92% 100% 102% 100% 완 료



 공약사업 예산 투자계획 대비 확보율                                  〔단위: 천원〕

4. 추진실적 및 성과

  ❍ 제1기 광주교육시민참여단 구성 완료 : 2019.7.4. 총30명 (위촉직28명, 당연직 2명) 

  ❍ 제2기 광주교육시민참여단 구성 완료 : 2021.6.16. 총30명 (위촉직28명, 당연직 2명)

    - 참여단 2기 모집․구성을 위한 설명회 실시(총 4회)

    - 임기: 2021.7.4. ~ 2023.7.3.(2년) 

    - 대상: 학생, 학부모, 교사(초․중․고), 지역사회 모두를 대표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

    - 정기회 5회 운영

    - 4개 분과위원회 구성

     (미래교육분과위원회, 지역공동체분과위원회, 교육자치분과위원회, 기후위기대응분과위원회)

  ❍ 시민참여사업 운영

    - 제1기 광주교육시민참여단 정기회 주요 내용 

구분 실시 횟수 주요 내용

2019년 9회 단장·부단장 선출, 광주교육의제 발굴

2020년 9회 분과별 의제 논의, 광주교육시민참여단 활동 1년 성찰

2021년 6회
2021 광주교육시민참여단 운영 계획/ 참여단 2기 구성안/ 학교폭력문제 자치적 해결
을 위한 발전 건의안(학교자치분과) 심의/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격차 해소 방안 마련
을 위한 토론회 개최(교육협치분과 주관)

    - 제2기 광주교육시민참여단 정기회 주요 내용 

구분 실시 횟수 주요 내용

2021년 5회
단장·부단장 선출, 광주교육의제 발굴
4개 분과위원회 구성(미래교육,지역공동체,교육자치,기후위기대응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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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국고,특교) 220,000 220,000 220,000 660,000
자치단체(시,구)

자  체 3,020,000 3,449,000 3,420,000 3,480,000 13,369,000
계 3,020,000 3,669,000 3,640,000 3,700,000 14,029,000

예산
확보
금액
(B)

국가(국고,특교) 29,757 400,896 159,088 147,500 737,241
자치단체(시,구)

자  체 3,024,924 4,048,998 4,358,566 4,701,786 16,134,274
계 3,054,681 4,449,894 4,517,654 4,849,286 16,871,515

확보비율(B/A) 101.1% 121.3% 124.1% 131.1% 120.3%

투자
금액
(C)

국가(국고,특교) 29,688 341,000 123,703 147,500 641,891
자치단체(시,구)

자  체 3,012,788 3,710,416 4,258,082 4,663,614 15,644,900
계 3,042,476 4,051,416 4,381,785 4,811,114 16,286,791

집행비율(C/B) 99.6% 91.0% 97.0% 99.2% 96.5%



   - 분과위원회 구성 및 주요 내용 

분과 연도 횟수 주요내용

특별분과
(스쿨미투) 2019년 10회 스쿨미투 대응 개선 방안

 ☞‘인권을 존중하는 스쿨미투 대응 권고안’마련 및 제출*

교육협치 
분과

2019년 4회 교육협치 관련 정책 평가
 ☞광주시교육청 교육협치 평가2020년 2회

2021년 3회 코로나19 교육격차 실태와 해소방안 토론회 준비 및 개최(21.5.27.)

지역협력
분과

2019년 3회 기후위기 대응 교육정책
 ☞‘기후위기 대응,생태적 전환교육에 대한 권고안’마련 및 제출**  2020년 5회

2021년 1회 기후위기대응활동 모니터링

학교자치
분과

2019년 3회
학교내 갈등 자치적 해결방안

2020년 3회

2021년 3회 ‘학교폭력문제 자치적 해결을 위한 발전 건의안’ 마련 및 제출

    - 스쿨미투TF 구성 및 운영 ☞ 운영경과보고회 (2020.9.4.비대면)*

목적 스쿨미투 사안처리 및 대응방식 개선

구성 시교육청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 전문가등 15명으로 구성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교원단체 등)

주요내용
조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인력풀 구성, 소명기회 제공시점
해당교원 의견진술 기회 절차 및 주체, 2차피해/가해 현황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 방안 등

    - 기후위기 대응TF 구성 및 운영 ☞ 기후위기 대응 권고문 제출 (2020.8.26.)**

목적 기후변화 대응 교육정책 방안 수립

구성 시교육청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 전문가등 18명으로 구성
(광주환경운동연합, 녹색소비자연대, 에코바이크, 광주사회혁신플랫폼, 교사연구회 등

주요내용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환경교육 발전 방안 마련
생태·환경교육 전문성 강화
지속가능한 미래교육 실천 방안 마련

    - 시민소통의 날: 시민과 직접 소통을 위한 ‘광주교육시민참여단 및 교육감 현장 경청의 날’ 운영

구분 2020년 1차 2020년 2차

주제 코로나 시대, 지역과 함께 돌봄을 이야기하다 기후위기 대응, 협치로 시작하자

일시 2020. 10. 14.(수) 15시 ~ 17시 2020. 12. 17.(목) 15시 ~ 17시

장소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다목적실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기쁨관 201호

내용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의 장기화에 따른 돌
봄 공백의 현실에 대해 교육복지사,  교사, 마을교
육공동체, 학생, 학부모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 소
통하는 시간을 마련

광주시교육청 기후환경․생태교육 종합계획과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북초등학교 학생들,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쓸․시(쓰레기를 생가가하는 시간)의 실
천사례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학교 교육의 방향성
을 함께 논의



구분 2021년 1차 2021년 2차

주제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협치의 성과와 발전방향 특성화고 교육과정과 현장실습

일시 2021. 7. 8.(목) 14시 ~ 16시 2021. 12. 15.(수) 15시 ~ 17시

장소 광주광역시교육청 대회의실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다목적실

내용
시민과 지역사회의 교육정책 참여를 통한 교
육협치 3년차를 맞이하여 교육협치의 성과와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온라인포럼)

광주교육시민참여단, 특성화고 관련 직업교육팀과 교사의 
발제를 시작으로 현장교사, 특성화고 재학생 학부모, 활동
가 등과 함께 특성화고 교육과정과 현장실습제도의 쟁점
을 이해하고 특성화고 정책방향과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
해 사회적 공감을 확대하는 시간 마련(밴드 라이브 송출)

    - 교육관련 시민단체 네트워크

     ·민관협치를 위한 협치학교 운영

구분 일시 주제 내용

2020년 

제1기 
협치학교

2020.5.6.(수) 
~ 6.11.(목)

(6차시, 15시간)

소통과 협치를 
이야기하다

우리는 왜 협치하는가?
(유창복 前서울시협치자문관 등) 

제2기 
협치학교

2020.10.30.(금) 
~ 11.18.(수)

(4차시, 15시간)

미래세대 교육환경, 
협치로 이야기하다

포스트 코로나시대, 교육은 어디로 
가야하나? (김누리 중앙대교수)

2021년 

제1기 
협치학교

2021.4.7.(수)
~ 4.30.(금)

(4차시, 15시간)

교육협치와 지속가능한 
삶을 이야기하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
(김성호「생명을 보는 마음」작가 등)

제2기 
협치학교

2021.10.8.(금)
~10.29.(금)

(4차시, 15시간)

삶의 현장에서 
나와 우리를 잘 

지켜내려면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아요
(김현수 프레네스쿨 별 교장 등)

   - 광주교육협치한마당

주제 안녕, 협치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 1,2

참여기관(단체) 광주교육시민참여단, 마을교육공동체, 학부모동아리 등 50여개 단체

주요내용
시민,학부모,마을이 함께 배우고 나누는 협치문화  조성
광주교육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협치 체계 구축
다양한 협치 사례 공유를 통한 광주교육 홍보



  ❍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연도 추진 실적 및 성과 비고

2018
- 마을교육공동체(마을학교): 36팀,83교(초49,중27,고7) 운영
- 마을교육공동체 씨앗동아리: 11팀 운영
- 마을교육공간조성사업: 4교(초2,중1,고1) 운영 

2019

- 마을교육공동체(마을학교): 40팀,89교(초53,중30,고6) 운영
- 마을교육공동체 씨앗동아리: 15팀 운영
- 마을교육공간조성사업: 2교(초1,중1) 운영 
- 마을교육공동체 연구회: 3팀 운영 

- 만족도
• 학생(77%)
• 교원(84%)
• 마을샘(83%)

⇩ ⇩  광주마을교육공동체 2.0으로 전환 ⇩ ⇩

2020

- (광주마을교육공동체 2.0)
 • 미래교육 혁신을 위한 지속가능한 과제 추진 및 종합적인 시스템 마련‧운영  
 • 신규사업 6개 추가 운영, 협업‧자치 체제 구축․운영   

- 만족도
• 학생(86%)
• 교사(91%)
• 마을샘(95%)

기
존

(재정비) (온)마을학교: 38팀,88교(초54,중28,고6)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씨앗동아리: 13팀 운영
마을교육공간조성사업: 3교(초2,고1)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연구회: 3팀 운영

신
규

마을교육실험실: 16팀(초12,중2,고2), 교사 37명 참여
우‧직‧한 프로젝트: 10팀(초9,중1), 학생 92명 참여
타랑께 마을버스: 마을배움터 85곳 조성, 134회(2,792명) 버스 운행
마을교육공간이용활성화: 9교(초6,중2,고1) 운영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22개 프로젝트팀, 102명 이수
청소년 화해놀이터: 4팀 운영(시청 주관)

- 협업‧자치 체제 정립 및 강화
 • 시, 5개 구청, 시 ‧구 마을중간지원조직, 평생교육진흥원 등 유관기관 협업체제 구축‧운영
 • 현장 실천 주체 중심 권역별 네트워크 모임 지원: 34회
 • 성장지원단 운영: 컨설팅(19회, 50명 컨설턴트), 정책자문위원회, 세미나 등 개최

2021

- 광주마을교육공동체 2.0 운영
 • 가치 정립 및 촉진사업 운영, 5개 영역* 핵심과업 운영, 협업과 자치 강화
 * (핵심과업 5개 영역) 
 Œ만남과 관계 �마을학생자치 Ž마을교육과정 �마을 기반 교육활동 �공동체활동  

가치영역 추진실적 및 성과

주체
세우기

- 온마을학교: 5개소, 협업학교 26교
- 마을학교: 35개소, 협업학교 61교 운영
- 마을교육공동체 씨앗동아리: 11팀 운영
- 마을교육실험실: 40팀, 161명 운영 
- 마을교육공동체연구회: 3팀 운영, 30명 참여 
- 우직한 프로젝트: 40팀, 487명 운영 
-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17팀, 145명 운영
- 청소년 자치학교: 5개 마을(동 단위)
- 청소년 화해놀이터: 4개소 운영 

마을
교육력

- 타랑께 마을버스: 384회 운행, 마을배움터 100여곳 연계
- 마을샘 정보 제공 책자 배부
- 마을교육교재 개발: 3종, 26명 참여 
- 마을교육공간조성: 2교(초1, 고1)
- 마을교육공간이용활성화: 7교  

협업
․

자치

- 마을교육공동체 성장지원단: 35명, 78회 운영
- 권역별 마을교육자치모임: 41회 운영
- 마을교육연수: 11회
- 마을교육정책자문협의회 개최(3회)  



  ❍ 학부모 지원 사업

구분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학부모교육 확대

2019년

실 적 31회
•학부모회 임원 연수 1회
•학교운영위원 연수 1회
•학부모회 컨설팅 1회(31교)
•학부모 간담회 1회(317교)
•학부모 정책포럼 1회
•만족도: 96.2%

•권역별 거점학교 학부모 아카데미 12회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6회
•자녀성장단계별 맞춤형 학부모교육 4회
•지역사회 연계 학부모교육 4회
•만족도: 95%

만족도 95.6%

2020년

실 적 29회
•학부모 학교참여 설명회 1회(6차)
•학부모 정책토론회 1회
•학부모회 컨설팅 1회(33교)
•권역별 학부모 네트워크 운영 1회(5차)
•학부모회실 설치 지원 1회(30교)
•학부모 동아리 지원 1회(161교)

•자녀성장단계별 학부모교육 3회
•지역사회 연계 학부모‧시민교육 5회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6회
•아버지학교 2회
•자녀와 함께하는 학부모교육 4회
•예비학부모교육 1회
•학부모교육 전문강사 지원 1회
•2020 미래클 부모학교 1회
•만족도: 92.6%

만족도 92.6%

2021년

실 적 122회 •학부모 학교참여 설명회 1회(8차)
•학부모회 컨설팅 1회(32교)
•학교관리자 간담회 1회(16교)
•학부모 정책 토론회 1회
•권역별 학부모 네트워크 운영 1회(9차)
•학부모회실 설치 지원 1회(36교)
•학부모 동아리 지원 1회(169교)

•전환기 학부모교육 8회
•상설온라인 학부모교육 19회
•아버지학교 12회
•부모자녀소통교육 2회
•지역사회 연계 학부모‧시민교육 16회
•품다 학부모교육 12회
•학부모교육 강사인력풀 지원 42회
•교육부 찾아가는 전문강사 공개특강 1회
•교원-학부모(아버지) 체험교실 3회
•만족도: 97.1%

만족도 97.1%

•「광주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참여 지원 조례」 제정 (21.4.15.)
 - 학부모교육과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 및 학부모지원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 운영

연도 추진 실적 및 성과 비고

2018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 운영 107교(초59, 중44, 특수4)
- 사업 만족도 91%

⇩ 광주형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전면 혁신 ⇩

2019

광주형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전면 혁신
∙ 사업 내용영역 리빌딩
 : 교육활동(가치•주체•공동체 세우기), 학생보호망, 환경개선, 운영․지원 
∙ 민주시민성 강화 실천 요소 정립: 주•인•공(주체, 인간관계, 공헌)  
∙ 성과관리 리빌딩: ① 실천사례 나눔  ② 사업만족도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 운영 105교(초56, 중45, 특수4)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 대상자별 맞춤형 연수 (5회)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연구동아리 운영 (5팀) 
- 도우미단(컨설팅) 운영(29회)
- 위기학생 통합성장지원안전망 끄덕끄덕 학생보호망 구축․운영 
  ∙ 광주 거점 학생보호망 구축 (12개), 자치구별 학생보호망 구축 (32개)
- 지역아동센터 학습준비물 등 지원: 306개소
- 사업 만족도 94%



5. 우수 사례

  ❍ 기후위기 대응, 생태교육전환 권고문 마련: 기후위기 대응을 의제로 지역사회와 간

담회‧토론회 개최→ 광주교육시민참여단에서 권고문 마련(20.8월)→ 기후위기 대응 

연도 추진 실적 및 성과 비고

⇩ 코로나19 상황에 대응 ⇩

2020

-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대응을 위해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
 ∙ 교육과정과 연계된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 대상학생 개별지원에 집중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 운영 105교(초56, 중45, 특수4)
- 학교사업 관계자 온라인 설명회 운영
- 교육복지사 온라인 역량강화 연수(9회) 및 사례관리 역량강화 연수(3회)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연구동아리 운영 (6팀) 
- 도우미단(컨설팅) 운영(10회)
- (신규) 광주형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길라잡이 발간
- 교육복지사: 대표자협의회(6회), 구별 협의회 활성화(매월 1회)   
- 끄덕끄덕 학생보호망 구축·가동
  ∙ 배치형학교(90교): 유관기관 5개 이상과 협업하는 학생보호망 구축․가동
  ∙ 끄덕끄덕 학생보호망 가동 건수: 1,232건

<사례> 끄덕끄덕 학생보호망 가동
∙ 다문화세대(父 폭력으로 이혼). 어머니, 오빠(중학생), 여동생(중학생)
∙ 의뢰사유: 남학생은 학교폭력, 여학생은 오빠의 괴롭힘으로 자살시도
∙ 학생보호망 가동 : 2개학교, 7개 유관기관 협업해 심리검사, 세대분리, 

父에 대한 아동접근 금지, 약물치료 등 제공
⇒ (오빠) 학교 적응력 향상, 성적향상
⇒ (여동생) 쉼터로 이동 후 가정으로 복귀, 오빠와 관계 회복

- 지역아동센터 학습준비물 등 지원: 306개소
- (신규) 학생 맞춤형 꾸러미 지원(사업학교 전체)
- 사업 만족도 93%

2021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 운영 114교(초67교,중43,특수4): 배치형90교, 협력형24교)
- 사업 설명회 운영 
 ∙ (신규학교) 학교로 찾아가는 교직원 설명회 11교
 ∙ (교육복지사) 사업 설명회 3회
- 사업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운영
 ∙ 교육복지사 사례관리 역량강화 연수(4회), 사례관리 슈퍼비전 연수(2기, 각 5회)
 ∙ 담당교사 연수(2회), 학교장 연수(2회) ∙ 교감 연수(2회)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연구동아리 운영 (4팀) 
- 도우미단(컨설팅) 운영
 ∙ 도우미단 사전협의회(1회)  ∙ 도우미단 사후협의회(4회)
 ∙ (배치형 학교) 정기컨설팅 운영(25회)   ∙ (협력형 학교) 사전컨설팅(12회)
 ∙ 상시 컨설팅 운영(2회)
- 광주형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길라잡이 배포
- 교육복지사 네트워크: 대표자협의회(월 1회), 구별 협의회 활성화(매월 1회)   
- 끄덕끄덕 학생보호망 구축·가동
 ∙ 광역단위 끄덕끄덕학생보호망 협의회(1회, 구청,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참석) 
 ∙ (배치형학교, 90교) 유관기관 5개 이상과 협업하는 학생보호망 구축․가동
  - 끄덕끄덕학생보호망 가동 건수: 1,153건
 ∙ (협력형학교, 24교) 본청 교육복지사 3명이 각 8교씩 학생보호망 구축․가동 지원
- 지역아동센터 학습준비물 등 지원: 301개소
- 사업 만족도 92%



교육정책 마련의 필요성 제기, 기후위기 대응 TF 구성

     ☞ 교육청내 기후환경협력팀 신설(2020.9.1.)

  ❍ 코로나19를 지역사회와 함께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 시민과 함께 코로나19 극복 캠페인 전개(혐오·차별 안하기, 면마스크 만들기, 손소독제 만들기)

  ❍ 광주교육시민참여단 자체 토론회 운영(2021.5.27.)

    - 주관: 광주교육시민참여단 교육협치분과 

    - 주제: 코로나19 학습격차, 광주의 해법은 무엇인가?

    - 참여: 광주교육시민참여단, 정책기획과 장학사, 초등학교 교감 및 복지사

  ❍ 교육현안과 이슈를 시민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시민소통의 날 운영

    - 2020년 1차: 코로나시대, 지역과 함께 돌봄을 이야기하다

    - 2020년 2차: 기후위기대응, 협치로 시작하자

    - 2021년 1차: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협치의 성과와 발전방향(온라인포럼)

    - 2020년 2차: 특성화고 교육과정과 현장실습

    - 광주교육에서 시민의 참여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으로 교육협치의 디딤돌을 놓음

  ❍ 「안녕, 협치!」를 주제로 제1회 광주교육협치한마당 개최(21.11.6.)

    - 광주교육시민참여단, 마을교육공동체, 학부모동아리 등 50여개 단체 참가

    - 시민, 학부모, 마을 등 광주교육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협치체계 구축

    - 다양한 협치 사례 공유와 광주교육 홍보

  ❍ 광주형 마을교육공동체 2.0으로 전환

    - 광주형 마을교육공동체 정립: 비전, 가치 및 핵심과업, 주요 사업 정립

    - 협업․자치 가치 강화: 민(학교) 주도성 및 연대와 네트워킹 강화   

  ❍ 찾아가는 교직원 설명회를 통해 교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정립

  ❍ 끄덕끄덕 학생보호망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학생 안전망 강화 위해 노력

  ❍ 2020 학부모 정책토론회‘포스트 코로나 시대, 학부모 길·이·되·다!’(20.9.)

  ❍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학부모 네트워크 구성‧운영(2021.4.)

  ❍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학부모 네트워크 구성‧운영(2021.4.)

  ❍ 학부모 정책 토론회 ‘토닥토닥 토크콘서트(학부모-교사 마음을 잇다)’(2021.10.)

6. 교육공동체 참여 실적                                   〔단위: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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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0년 95 35 1 68 70 18
21년 71 32 12 55 5

<21년 참여 실적>

  ❍ 설명회, 공청회, 연수 : 71회

    - 권역별 마을교육자치 모임(13회), 마을교육공동체 주요 사업 설명회 및 연수(7회), 마을교육공

동체 성장지원단 컨설팅 (20회)

    - 학교로 찾아가는 교직원 설명회 11교(신규학교), 교육복지사 대상 사업 설명회(3회), 교육

복지사 사례관리 역량강화 연수(4회), 학교장 연수(2회)

    - 학부모회 설명회 8회 및 권역별 학부모 네트워크 2회

    - 학부모 정책 토론회 ‘토닥토닥 토크콘서트’(1회)



  ❍ 언론, 방송보도: 32회

    - 제2기 광주교육시민참여단 공개 모집(21.5.5. 다음뉴스 등 20곳)

    - 제1기 광주교육시민참여단 해단식 개최(21.6.25. 광남일보 등 17곳)

    - 제1회 광주교육 협치 한마당 성료(21.11.10. 호남일보등 5곳)

    - 시민소통의 날 개최(21.12.20. 호남매일 등 3곳)

    - 문흥초, 용봉어린이공원 살리기 마을교육과정 운영 기사 (21.6.16. 전남일보 등 5곳)

    - 마을교육공동체 홍보 MBC교육캠페인 방송 

    - 청소년 주도 자치한마당 개최 (2021.11.07. 다음뉴스 등 21곳) 

    - 마을교육교재 (2021.12.06. 다음뉴스 등 23곳) 

    - 교육복지사 사례관리 역량강화 연수(21.2.7. 다음뉴스 등 5곳)

    - 광역단위 끄덕끄덕 학생보호망 협의회(21.3.22. 다음뉴스 등 24곳)

    - 교육복지사 사례관리 역량강화 연수(21.6.24. 다음뉴스 등 13곳)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장 연수(21.6.9. 다음뉴스 등 17곳)

    - 학부모회 설명회(21.4.29. 연합뉴스 등)

    - 권역별 학부모 네트워크 대표단 구성(21.4.29. 중앙통신뉴스 등)

    - 교육소외계층 학부모대상 학부모교육(21.6.21. 프레시안 등)

    - 아버지학교 성공리 끝나(21.6.3. 프레시안 등)

    - 고등학교 1학년 전환기 학부모교육 개최(21.4.12. 베리타스 알파 등)

    - 강사인력풀 강사단위촉 학교 파견(21.3.23. 호남매일 등) 

    - 상설온라인 학부모교육 실시(21.3.30. 호남매일 등)

    - 고등학교 1학년 전환기 학부모교육 개최(21.4.12. 베리타스 알파 등)

    - 상반기 아버지학교, 나는 어떤 아빠인가? 운영(21.5.2. 광주매일 등)

    - 상반기 아버지학교 성공리 끝나(21.6.3. 프레시안 등)

    - 교육소외계층 학부모대상 학부모교육(21.6.21. 호남매일 등)

    - 하반기 아버지학교 운영, 사춘기자녀 눈맞추기(21.6.24. 호남매일 등)

    - 2021 아버지학교 성료(21.10.5. 광주타임즈 등)

    - 포스트코로나시대 자녀 교육방향 특강 실시(21.10.11. 아이뉴스24 등)

    - 지역사회 연계 학부모·시민교육 성료(21.11.14. 뉴스웨이 등)

    - 예비 중·고등학생 학부모 대상 전환기 학부모교육(2021.11.30. 뉴시스 등)

    - 부모-자녀 소통 교육 성료(21.8.24. 대한일보 등) 

    - 교원-학부모 체험교실(21.11.2. 남도일보 등)

    - 학부모 정책토론회(2021.10.16. 광주매일신문 등)

    - 권역별 네트워크, 학용품 재활용 기부행사 실시(2021.11.11. 프레스뉴스 등)

  ❍ 만족도 조사

    - 2021년 전환기 학부모교육 만족도 조사 실시(4회) 96.5%

    - 2021년 상설온라인 학부모교육 만족도 조사 실시(19회) 91.2%

    - 2021년 부모-자녀 소통교육 만족도 조사 실시(2회) 99.1%

    - 2021년 아버지학교 만족도 조사 실시(12회) 97.9%

    - 2021년 지역사회연계 학부모시민교육 만족도 조사 실시(19회) 98.5%

    - 2021년 교육소외계층 학부모교육 만족도 조사 실시(12회) 99.5%

    - 2021년 교육부 찾아가는 교육정책서비스 학부모교육 만족도 조사 실시(1회) 95.3%

    - 2021년 교원-학부모(아버지) 체험교실 만족도 조사 실시(3회) 100%

    - 2021년 학부모회실 설치 지원 만족도 조사 실시(1회) 98.2%



    - 2021년 학부모회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실시(1회) 99%

    - 2021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 만족도 조사 실시(1회) 92%

    - 2021 마을교육공동체 만족도 조사 결과: 학생 95%, 교직원 95%, 마을활동가 83%

  ❍ 유관기관 협력실적

    - 광역단위 끄덕끄덕 학생보호망 협의회(13개 기관, 1회)

    - 소태골 사례협의회 협의회(10개 기관, 10회)

    - 해도두리 사례협의체 협의회(14개 기관, 16회) 

    - 지역사회 연계 학부모‧시민교육(4기관 16회), 교육소외계층 학부모교육(4기관 12회)

7. 애로사항 및 해결노력  

  ❍ 교육협치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므로 부서 내, 부서 간 및 지역사회와의 교육협

치를 위해 교육협치평가기준 마련 협의회 구성 및 추진 중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교육복지사가 혼자 운영하는 사업이라는 인식을 해소하고 학교 

구성원의 협력을 통해 운영되어야 함을 인식시키기 위해 학교관리자 및 담당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신규학교는 전체 교직원 설명회를 진행함.

  ❍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가 없어 2020년부터 권역별 학부모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관내학교 학부모들과 정기적인 협력 관계 구축

  ❍ 학부모의 학교참여 문제점과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2019년부터 학부모회 컨설팅을 구

축하여 학교와 학부모간의 소통과 협업의 창구 마련

8. 향후 추진계획

  ❍ 광주교육시민참여단 교육협치 활동 강화

  ❍ 시민소통의 날 및 광주교육 협치한마당 개최, 협치학교 운영 

  ❍ 마을교육공동체 3.0* 전환 위한 △마을교육중간조직 △학교전면화 모델 운영

     *『3.0의 핵심가치』는 △현장밀착형 지역특화 △민(학교) 주도 자치공동체 강화

  ❍ 동구 끄덕끄덕학생보호망(동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비사업 초ㆍ중학교 11교) 구축 및 가동

  ❍ 공․사립 유치원 학부모회 및 운영위원회 설명회(2022.1.~2.), 학부모회 담당자 연수(2022.2.)

9. 담당부서 자체평가 의견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면‧비대면을 병행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협치학교, 광주교육시민참여단 

정기회․분과위원회․토론회 등을 통해 교육협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

  ❍ 광주형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와 고도화를 위한 내실 있는 운영

  ❍ 끄덕끄덕 학생보호망의 내실화와 교육소외를 극복하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취약계층 학생

의 안정과 교육력 향상에 기여함.

  ❍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학부모 학교참여 사업과 학부모 교육이 전반적으로 축소되었지만, 

대면·비대면 병행하며 적극적인 지원 토대 마련

주관 시민참여담당관 시민참여담당 정봉남(380-4811) 담당자 김  수(380-4812)

협조 시민참여담당관
지역사회협력담당 설향순(380-4821)

담당자 박상철(380-4822)
담당자 강  구(380-4823)

학부모참여담당 양계숙(380-4831) 담당자 최성동(380-48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