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   교장공모제 확대

사업구분
■임기 내
□임기 후

□신 규
■계 속

예산확보율 108.4%

세부사업명 내부형 교장공모제 지정 추진상황 완 료 추진율 100%

1. 목적

  ❍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단위학교의 자율 운영 지원

  ❍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 개선 및 교장 임용 방식 다양화함으로써 학교와 지역발전을 

촉진할 유능한 교장 임용

2. 주요내용

  ❍ 교장공모제 실시 확대

    - 교장공모제 대상학교 설명회 및 홍보자료 제작을 통해 교장공모제 홍보 강화

    -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실시

  ❍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 지원

    - 내실있는 교장공모제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컨설팅 및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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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형 교장공모제 지정 2교 2교 6교 8교 5교 13교 5교 18교

 공약사업 성과지표 및 추진율  

성과지표 지표 측정방법
(평가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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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형 교장공모제 지정 지정 학교 수 7교 18교 140% 140% 100% 100% 완 료

 공약사업 예산 투자계획 대비 확보율                                 〔단위: 천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투자
계획
금액
(A)

국가(국고,특교)

자치단체(시,구)

자  체 39,055 48,880 48,880 48,880 185,695

계 39,055 48,880 48,880 48,880 185,695



4. 추진실적 및 성과

   ❍ 교장공모제 학교 지정 현황

구 분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계

2018.
9.1.자

지정학교 3교 3교(지정취소1) 6교(지정취소1)
운영학교 28교 14교 3교 45교

2019.
3.1.자

지정학교 3교 3교 2교 8교
운영학교 27교 16교 4교 47교

2019.
9.1.자

지정학교 4교(지정취소1) 2교 6교(지정취소1)
운영학교 22교 17교 4교 43교

2020.
3.1.자

지정학교 2교 4교(지정취소1) 6교(지정취소1)
운영학교 19교 20교 4교 43교

2020.
9.1.자

지정학교 1교 3교(지정취소2) 1교 5교(지정취소2)
운영학교 17교 18교 4교 39교

2021.
3.1.자

지정학교 2교 1교 3교
운영학교 17교 18교 4교 39교

2021.
9.1.자

지정학교 2교(지정취소1) 3교 1교 6교(지정취소1)

운영학교 15교 17교 4교 36교

2022.
3.1.자

지정학교 0교 3교 0교 3교

운영학교 15교 17교 4교 36교

    *2022.3.1.자 현재 교장공모제 진행 중으로 최종 지정 현황은 변경될 수 있음.

  ❍ 교장공모제의 효과 홍보 강화

    - 2019.3.1.자 교장공모제 대상학교 설명회 개최( 2018.10.11.) : 교장 결원 학교 23교

    - 2019.9.1.자 교장공모제 대상학교 설명회 개최(2019.5.2.) : 교장 결원 학교 21교

    - 2020.3.1.자 교장공모제 대상학교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2019.11.18.~29.)

     ·교장 결원 학교 18교 교직원 및 학부모

    - 2020.9.1.자 교장공모제 대상학교 설명회 개최(2020.5.7.) : 교장 결원 학교 19교

    - 2021.3.1.자 교장공모제 대상학교 설명회 개최(2020.10.30.): 교장 결원 학교 16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예산
확보
금액
(B)

국가(국고,특교)
자치단체(시,구)

자  체 39,055 48,880 60,170 53,110 201,215
계 39,055 48,880 60,170 53,110 201,215

확보비율(B/A) 100.0% 100.0% 123.1% 108.7% 108.4%

투자
금액
(C)

국가(국고,특교)
자치단체(시,구)

자  체 30,428 40,939 35,384 30,864 137,615
계 30,428 40,939 35,384 30,864 137,615

집행비율(C/B) 77.9% 83.8% 68.4% 14.2% 68.4%



    - 2021.9.1.자 교장공모제 대상학교 설명회 개최(2021.5.6.): 교장 결원 학교 21교

    - 2022.3.1.자 교장공모제 대상학교 설명회 개최(2021.10.19.): 교장 결원 학교 18교

  ❍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 지원

    - 2018년 하반기 공모교장 평가 및 컨설팅: 총12교(초9 , 중3) 

    - 2019년 공모교장 평가 및 컨설팅: 상반기 총13교(초7 , 중6), 하반기 총10교(초5 ,중4)

    - 2020년 공모교장 평가 및 컨설팅: 상반기 총5교(초4 , 중1), 하반기 총8교(초6 ,중2)

    - 2021년 공모교장 평가 및 컨설팅: 상반기 총12교(초등8, 중등4), 하반기 총7교(초4 ,중3)

5. 우수 사례

 ❍ 교장공모제 내부형 비율 확대

   - 2020.3.1.자 교장 결원학교(총18교)중 총 6교를 공모제 대상학교로 지정하였고, 이중 내부

형은 4교로 전체 공모학교의 2/3로 비율 확대

   - 2020.9.1.자 교장 결원학교(총19교)중 총 5교를 공모제 대상학교로 지정하였고, 이중 내부

형은 3교로 전체 공모학교의 3/5로 비율 유지

   - 2021.3.1.자 교장 결원학교(총16교)중 총 3교를 공모제 대상학교로 지정하였고, 이중 내부

형은 1교로 전체 공모학교의 1/3로 비율 유지

   - 2021.9.1.자 교장 결원학교(총21교)중 총 6교를 공모제 대상학교로 지정하였고, 이중 내부

형은 3교로 전체 공모학교의 1/2로 비율 유지

   - 2022.3.1.자 교장 결원학교(총18교)중 총 3교를 공모제 대상학교로 지정하였고, 이중 내부

형은 3교로 전체 공모학교의 3/3교로 비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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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9년 9

20년 6

21년 6

<20년 참여 실적>

  ❍ 교장공모제 설명회 : (20.9.1.자) 20.5월 중 각 2회, (21.3.1.자) 20.10~11월 중 각 2회

     ※ 대상: 대상학교 교직원, 학부모, 업무담당자 및 지정학교 업무담당자
  ❍ 공모교장 중간(최종)평가 대상학교 업무 담당자 설명회 : 2020년 상‧하반기 각 1회

<21년 참여 실적>

  ❍ 교장공모제 설명회 : (21.9.1.자) 21. 5월~6월 중 각 2회, (22.3.1.자) 21.10~11월 중 각 2회

     ※ 대상: 대상학교 교직원, 학부모, 업무담당자 및 지정학교 업무담당자
  ❍ 공모교장 중간(최종)평가 대상학교 업무 담당자 설명회 : 2021년 상하반기 각 1회



7. 애로사항 및 해결노력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교장공모제 설명회’를 진행할 수 없었음

   ⇒ 교장공모제 대상학교 전체 학부모에 리플릿 제공, 카드뉴스, 동영상 제작하여 홍보 강화

8. 향후 추진계획

  ❍ 2022. 3. 1.자 공모교장 임용 제청

9. 담당부서 자체평가 의견

  ❍ 2022. 3. 1.자 교장공모제는 신청학교 전부 내부형 

  ❍ 교장공모제 대상학교 대상 설명회 및 리플릿, 카드뉴스, 동영상 제작‧배포 등 홍보 강화

  ❍ 공모교장 중간(최종) 평가를 통한 교장공모제 내실화 

주관 초등교육과 초등인사담당 노정현(380-4331) 담당자 박우정(380-4332)
협조 중등교육과 중등인사담당 정원미(380-4310) 담당자 전지영(380-4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