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   학교업무정상화

사업구분
■임기 내
□임기 후

■신 규
□계 속

예산확보율 153.2%

세부사업명

초등 ‘담임교사행정업무
제로화’ 선도학교 지원

추진상황

완 료

추진율

108.3%

중학교 학생생활부장 
선도학교 운영 완 료 287.6%

학교업무정상화 컨설팅 실시 완 료 255.9%
교육청 사업정비율(사업축소) 완 료 212%
학교발송 공문서 감축률 완 료 100%

1. 목 적

  ❍ 초․중학교「담임교사행정업무제로화」선도학교 지원 

  ❍ 중학교 생활교육 담당 부장교사 업무경감 지원

  ❍ 불필요하고 관행적인 업무에 대한 혁신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 

2. 주요내용

  ❍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하는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시스템 구축

    - 담임교사행정업무제로화 선도학교 및 중학교 학생생활부장 수업 지원

  ❍ 업무 총량 감축, 일하는 방식 개선 등 학교업무의 효율성 제고 지원

    - 교육청 사업 정비, 학교업무정상화 컨설팅, 공문서 감축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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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 ‘담임교사행정업무
제로화’ 선도학교 지원 20교 20교 20교 40교 20교 60교

중학교 학생생활부장 선도학교 운영 9교 9교 31교 40교 20교 60교 29교 89교
학교업무정상화 컨설팅 실시 14교 14교 15교 29교 15교 44교 15교 59교
교육청 사업정비율(사업축소) 10% 33% 20% 67% 25% 83% 30% 100%

학교발송 공문서 감축률 25% 100% 25% 100% 30% 100% 30% 100%

 공약사업 성과목표 및 추진율 

성과목표 지표 측정방법
(평가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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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 ‘담임교사행정업무
제로화’ 선도학교 지원 학교 수 13교 65교 65%

215.4%

108.3%

192.7%

완 료

중학교 학생생활부장 
선도학교 운영

학교 수
(관내 중학교) 82교 256교 282.8% 287.6% 완 료

학교업무정상화 컨설팅 실시 실시 학교 수 30교 151교 200% 255.9% 완 료

교육청 사업정비율 (사업축소) 폐지․축소․권한배분 
업무량/기준업무총량 63.6% 212% 212% 212% 완 료

학교발송 공문서 감축률
(공문게시+자료집계)
/(학교발송문서+공문

게시+자료집계)
3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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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712 261,760 387,860 570,284 1,258,616
계 38,712 261,760 387,860 570,284 1,258,616

예산
확보
금액
(B)

국가(국고,특교)
자치단체(시,구)

자  체 12,360 461,952 741,150 712,740 1,928,202
계 12,360 461,952 741,150 712,740 1,928,202

확보비율(B/A) 31.9% 176.5% 191.1% 125% 153.2%

투자
금액
(C)

국가(국고,특교)
자치단체(시,구)

자  체 11,630 445,853 534,814 625,204 1,617,501
계 11,630 445,853 534,814 625,204 1,617,501

집행비율(C/B) 94.0% 96.5% 72.2% 87.7% 83.9%

4. 추진실적 및 성과

  ❍ 담임교사행정업무제로화 선도학교 운영

연도 초등 중등 지원 내용 및 추진 과제

2018학년도 중학교 6교 <지원 내용>
∙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1인 추가배치
∙ (중학교) 교무부장 수업 지원 순회교사 배치
<추진 과제>
∙ 전체학년 담임교사행정업무제로화 추진
∙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학교 문화 조성

2019학년도 초등학교 20교 중학교 16교

2020학년도 유치원 14원, 초등학교 18교 중학교 18교

2021학년도 초등학교 13교 중학교 17교

합계 65교 57교

※ 2021학년도부터「교육활동 내실화 선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

  ❍ 학생생활부장 수업 지원

구분 대 상 지원 내용

2018학년도  중학교 9교
∙ 학생생활부장 수업 지원을 위한 시간 

강사비 지원으로 생활교육에 전념하는 
학교 문화 조성

2019학년도 중학교 84교, 특수학교 4교
2020학년도 중학교 81교, 특수학교 4교
2021학년도 중학교 82교, 특수학교 4교, 특성화고 7교

합계 275교

  ❍ 학교업무정상화 컨설팅 실시

연도 컨설팅 실시 결과 컨설팅 실시 학교 수

2018학년도 ∙ 초등학교 7교, 중학교 5교, 고등학교 1교, 특수학교 1교 14교
2019학년도 ∙ 초등학교 23교, 중학교 20교, 고등학교 1교, 특수학교 1교 45교

2020학년도 ∙ 유치원 7원, 초등학교 20교, 중학교 19교 46교

2021학년도 ∙ 초등학교 13교, 중학교 18교 31교



  ❍ 학교 대상 교육청 사업정비

연도 사업 정비 결과 사업 정비율

2018학년도 ∙ 교육청 사업 1,251개 중 폐지 184개, 축소 18개, 권한배분 6개 16.6%

2019학년도 ∙ 교육청 사업 1,069개 중 폐지 173개, 축소 61개 21.9%

2020학년도 ∙ 코로나19 대비 학교 대상 사업 544개 중 취소 198개, 축소 110개 56.6%

2021학년도 ∙ 코로나19 상황 학교 대상 사업(544개) 중 취소 18개, 축소 28개 8.5%

  ❍ 학교발송 공문서 감축률

구분 공문서 감축 결과 공문서 감축률

2018학년도 ∙ 상반기 대비 학교 발송 공문서 29% 감축, 공문서 현장 모니터링 운영 29%

2019학년도 ∙ 전년 대비 학교 발송 공문서 30% 감축, 학교내부기안 감축 실시 30%

2020학년도 ∙ 전년 대비 학교 발송 공문서 33% 감축, 게시공문, 자료집계 활성화 33%

2021학년도 ∙ 전년 대비 학교 발송 공문서 30% 감축, 게시공문, 자료집계 활성화 30%

5. 우수 사례

 ❍ 교육활동 내실화 선도학교 운영으로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하는 학교 시스템 구축 

및 학교업무 효율성 제고 

   - 2021년 교육활동 내실화 선도학교 운영 사례집 제작․배부로 일반화 지원

 ❍ 학교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동영상 매뉴얼 제작ㆍ보급

    (총 60종: 교무학사(공통) 13종, 교무학사(초등) 17종, 교무학사(중등) 13종, 기타(공통) 13종, K-에듀파인 4종 )

 ❍ 중학교 생활교육 내실화 및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학생생활부장 수업 지원 정책의 

현장 만족도가 매우 높음

   - 2021학년도: 특성화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지원

   - 2022학년도: 일반계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지원

     * 공․사립중 91교(공립66교, 사립25교), 공․사립고 67교(공립24교, 사립43교), 특수학교 5교

  ❍ 2021년부터 유ㆍ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스스로 자율성ㆍ책무성을 가지고 학교업무 

전반을 감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ㆍ개선하도록 하는 「학교자율감사제」시행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단위학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수업과 생활교육, 안전

(방역)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고자 2021년 학교 대상 사업 조정 운영

   - 총 544개 사업 중 취소(18개, 3.3%), 축소(28개, 5.1%), 변경(28개, 5.1%) 조정

  ❍ 학교 발송 공문서의 실질적 감축으로 학교 업무 감축과 효율화 지원

   - 매분기, 생산공문 유형 및 공문 필요성 분석→ 현장 모니터링단(15명, 15교) 운영→ 

공문서 생산시 체크 관점표 개발→ 공문서 양적 감축 및 질적 개선

6. 교육공동체 참여 실적                              〔단위: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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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0년 31 8 2 2 2

21년 24 1 1 1



<21년 참여실적>

  ❍ 2021 학교업무정상화 실무협의회(1회) 및 교감 연수(4회) 운영

  ❍ 2021 학교업무정상화 정책 관련 성과와 과제 주제로 설문 실시(1회)

    - 성과: 보여주기식 행사 감소, 교원의 업무경감, 민주적 학교문화 정착,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과제: 교원의 업무경감이 수업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 학교업무정상화 만족도 조사(유: 4.58, 초: 4.64, 중: 4.39, 고: 4.01, 특수: 4.40 )

  ❍ 2021 학교업무정상화「교직원 업무분장」도움 자료 제작ㆍ배포 (전체 학교, 학교별 5부)

  ❍ 유ㆍ초등 기간제 교사 인력풀 관리 시스템 구축 협의(4회)

  ❍ 각종 연구대회 공모 온라인 시스템 구축 협의(3회)

  ❍ 2021 학교업무 동영상 매뉴얼 제작 협의회(12회) 

7. 애로사항 및 해결노력

  ❍ 단위학교 안에서의 교직원 업무 갈등의 증가로 갈등 조정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여 

민주적인 협의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학교업무정상화 추진 협의회 및 직종별 협의로 갈등 업무와 업무분장 편성․운영의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수시로 지원하겠음.

  ❍ 학교업무 총량 감축을 위해 학교 대상 사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정 및 정비가 

필요하며 특히 학교 대상 회의 및 행사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8. 향후 추진계획

  ❍ 2022학년도 교육활동 내실화 선도학교 지속 운영(초 15교, 중 15교 예정)

  ❍ 2022년 학생생활부장 수업지원(일반계고등학교까지 확대)

  ❍ 학교업무정상화 추진 협의회 및 컨설팅 지속 추진

  ❍ 학교 발송 공문서 유통량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

9. 담당부서 자체평가 의견

  ❍ 교직원의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자료(동영상, 길라잡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서 (실질적) 업무 경감 및 효율화를 도모하겠음.

  ❍ 학교현장의 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교육활동 내실화 선도학교, 학생생활부장 수업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음.

  ❍ 공문서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여 학교 발송 공문서의 양적 감축 및 질적 개선을 

실천하고 게시공문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주관 정책기획과 학교자치기획담당 정성균(380-4501) 담당자 정철주(380-4503)

협조
민주시민교육과 생활·대안교육담당 안진홍(380-4366) 담당자 윤성찬(380-4595)

교육자치과 기록·정보담당 한명희(380-4511) 담당자 최윤형(380-4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