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사업구분
■임기 내
□임기 후

□신 규
■계 속

예산확보율 150.8%

세부사업명
학급당 학생수 감축(초)

추진상황
완 료

추진율
100%

학급당 학생수 감축(중) 완 료 100%
학급당 학생수 감축(고) 완 료 100%

1. 목적

  ❍ 학급당 학생수를 단계적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교원의 교육권 신장 제고

  ❍ 학급학생배치의 적정화를 통한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 학급당 학생수 감축

   - 학생수의 단계적인 감축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 효율화, 학교의 교육력 강화, 학생의 학습권 

보장,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여건 개선

  ❍ 과밀학급 해소

   -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 해소를 위해 학교 신설 및 증개축 등을 통하여 학생배치시설 확충

으로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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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급당 학생수 감축(초) 24.7명 24.7명 -0.2명 24.5명 -0.5명 24명 -0.5명 23.5명

학급당 학생수 감축(중) 27명 27명 -1명 26명 -1명 25명 25명

학급당 학생수 감축(고) 28.5명 28.5명 -0.7명 27.8명 -1명 26.8명 -1.8명 25명

 공약사업 성과목표 및 추진율 

성과목표 지표 측정방법
(평가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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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급당 학생수 감축(초) 학급당 학생수 - 22명 100%

100%

100%

100%

완 료

학급당 학생수 감축(중) 학급당 학생수 - 25명 100% 100% 완 료

학급당 학생수 감축(고) 학급당 학생수 -1명 25명 100% 100% 완 료



 공약사업 예산 투자계획 대비 확보율                                    단위: 천원〕

 ※ 20년 확보예산 250억 중 미집행 204억은 계속비 이월하여 21년에 집행함(초6교,중2교)

4. 추진실적 및 성과

  ❍ 효천지구 내 초등학교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빛여울초등학교 개교 추진

    - (18.9.19.)개교심의위원회(교명 및 개교시기 결정): 빛여울초, 2019.3.1. 개교

  ❍ 수완지구 내 중학교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가칭)수완2중학교 신설 추진

    - (18.3.29.) (가칭)수완2중 신설 관련 지자체 협력방안 협조 요청 시청 회신: 12억 지원

    - (18.7.19.) (가칭)수완2중 건축 설계(복합화시설 포함) 의견수렴 회의⇒ 시․구의원(5), 시(3), 학부모등(4)

    - (19.4.11.) 개교심의위원회(교명 및 개교시기 결정): 고실중, 2020.3.1. 개교

  ❍ 경양초등학교 신축ㆍ이전 실시 

    - (18.6.~19.9.) 경양초 재학생 배치관련 학부모 설명회 6회, 설문조사 2회

       ※ 현, 예술고 부지로 신축∙이전에 따른 재학생 배치문제

    - (19.9.24.) 경양초 신축ㆍ이전에 따른 재학생 배치 및 경양초(신설대체) 이전 재배치 결정

    - (19.11.28.) 경양초 이전 재배치 및 임시휴교 결정  (※행정예고 19.11.5.)

    - (21.4.13.) 경양초 휴교 부지에 학교복합화시설 구축을 위해 북구청과 MOU 체결

       ※  빛고을교사지원센터 및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주차장

  ❍ 효천1지구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 전입학 수요조사 및 상담 실시

    - (18.12.8.~12.10.) 효천1지구 B1,B3 블록 입주민(1,527세대)

    - (19.4.19.~4.22.) 효천1지구 B2 블록 입주민(1,164세대)

  ❍ 신가초등학교 재배치 추진

    - (19.12.16.) 신가동주택재개발정비 추진에 따른 신가초 학생배치 및 학교설립 계획 수립

    - (20.7.~20.12.) 신가초 재학생 배치관련 설문조사 2회

       ※ 신가동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신가초 휴교를 위한 재학생 설문조사 통해 인근 희망학교 배치

    - (20.12.1.) 신가초 임시휴교 결정(휴교 기간: 2021.3.1.~2025.2.28, ※행정예고 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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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국고,특교) 19,707,277 20,603,983 40,311,260
자치단체(시,구) 2,649,624 3,309,500 5,959,124

자  체 20,958,485 29,030,953 4,907,440 14,450,059 69,346,937
계 43,315,386 52,944,436 4,907,440 14,450,059 115,617,321

예산
확보
금액
(B)

국가(국고,특교) 19,707,277 20,103,408 39,810,685
자치단체(시,구) 2,649,624 3,309,500 5,959,124

자  체 20,958,485 52,472,849 25,004,706 30,249,489 128,685,529
계 43,315,386 75,885,757 25,004,706 30,249,489 174,455,338

확보비율(B/A) 100.0% 143.3% 509.5% 209.3% 150.8%

투자
금액
(C)

국가(국고,특교) 19,707,277 20,103,408 39,810,685
자치단체(시,구) 2,649,624 3,309,500 5,959,124

자  체 20,958,485 52,472,849 4,572,503 78,003,837
계 43,315,386 75,885,757 4,572,503 123,773,646

집행비율(C/B) 100.0% 100.0% 18.2% 313.9% 125.3%



  ❍ 비아중 고등학교 개편 (19.6.7.)

    - 학교법인 무양서원 고등학교 설립계획 신청서 제출(18.10.29.)

    - 비아중 고등학교 설립계획 승인(19.1.3.)

    - 비아고등학교 설립인가 승인(19.6.7.): 2020학년도부터 15학급 375명 

    – 비아고등학교 학급증설(학년당 8학급, 총 24학급 600명)

  ❍ 용두동 일대 개발사업에 따른 가칭)용두(2)초등학교 신설 추진 

    - 용두동 일대 지속적인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유발학생의 적정 배치를 위해 학교 신설 및

인근 학교(본촌초, 용두초) 통학구역 조정 통해 과대ㆍ과밀학급 해소 

    - (21.2.28.)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 적정(일반 36학급, 특수 1학급, 병설유치원 4학급 규모)

    - (21.4.28.)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재의뢰): 조건부 승인(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

    - (21.8.2.)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부대의견 보고사항): 적정 승인

  ❍ 공립 초ㆍ중ㆍ고 과밀학급 해소 추진 

   - 대상 학교: 전체 공립 초ㆍ중ㆍ고 학년별 급당 28명 이상  31교, 60학급

   - 추진 방법: 학교 시설 증축, 모듈러교사, 특별교실 전환을 통한 과밀학급 해소

   - 과밀학급 해소 추진 현황: 초(3교, 10실), 중(12교, 18실), 고(1교 2실), 총 16교 30실

5. 우수 사례

  ❍ 빛여울초 정상 개교

    - 2019.3.1. 개교: 34학급 완성학급(일반 30학급, 특수 1학급, 병설유치원 3학급 포함)

    - 효천지구 내 초등학교 과대·과밀학급 해소, 교육여건 및 주민 생활편의 개선 기여

  ❍ 고실중(가칭-수완2중) 내 지자체 협력을 통한 광주 최초 학교복합화시설(주민 개방

형 체육관) 건립 추진 (20.3월 개교)

    - 광주시청에서 학교복합화시설 건립비 12억 지원

    - 수완지구 내 중학교 과대·과밀학급 해소, 교육여건 및 주민 생활편의 개선 기여

구분 수평 증축 교실 전환
모듈러 
교사 

비고

초
1교,
4실

2교,
6실

∘3교, 10실
 - 수평증축: 주월초(4)
 - 교실전환: 불로초(1), 효천초(5) 

중
1교,

3실

11교,

15실

∘12교, 18실
 - 수평증축: 신창중(3)
 - 특별교실 전환: 월봉중(2)
 - 일반교실 전환
 : 광주중(2), 금구중(1),영천중(1),수완하나중(2),운남중
(1),운리중(1),풍암중(2),화정중(1),금당중(1), 월계중(1)

고 ×
1교

2실
∘1교, 2실
 - 일반교실 전환: 장덕고(2)

계 2교,7실 14교,23실 총계: 16교, 30실



  ❍ 효천1지구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 전입학 수요조사 및 상담 실시

    - 아파트 사전 점검일에 현장 전ㆍ입학 상담으로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 제공 및 전ㆍ입학 

수요 조사로 적정학급 결정(전국최초) (18.12.8.~12.10. / 19.4.19.~4.22.)

  ❍ 비아중학교 고등학교 개편 관련 학교인가 승인

    - 사립중학교 고등학교 개편 인가 (전국 최초)

      ⇒ 광산구 원거리 통학생감소 및 20학년도고1 학급당 학생수 감소(급당 0.2명)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1학기 중 수완초 학급 추가 배정 (20.5.27.) 

    - 관내 최대 과밀학교인 수완초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이동실교실 설치를 통한

      학기 중 학급 추가 배정[51학급(급당평균 33.86명)→62학급(급당평균 22.85명)]

    - 수완초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사 증축 추진 (22.3. 준공 예정)

  ❍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고실초” 교사 증축 및 2학기 학급 추가 배정 

    - 코로나19 예방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유치원 부지를 활용하여 유치원 및 일반교실 12실 

증축하여 2021년 2학기 6학급 추가 배정하고 유치원 학급 증설

      [초등: 45학급 1,260명(급당 28.0명, 학급편성 기준)→51학급(급당 24.7명), 유치원 2학급→3학급]

    - (2021. 7.) 교사 증축 준공

6. 교육공동체 참여 실적

〔단위: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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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9년 6 2 2 6
20~21년 4 2 2 1

<20~21년 참여 실적>

  ❍ 수완지구 과밀해소를 위한 정책간담회❰2회❱⇒ 수완지구 과밀학교 해소 방안 논의

     (시의원, 수완지구 학부모 등 20여명, 19.3월, 19.6월, 20.6월, 20,9월)

  ❍ 제4학교군(2배정)초등학교의배정중학교조정설명회(2회,건국초·신용초학부모대상, 20.9.23.~24)

    - 용두·신용·본촌동 일원 개발사업 및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른 학생수 증가로 제4학교군(2배정) 

중학교 배정 조정 설명

  ❍ 광주효동초·광주계림초 교사 증축 제안공모 당선작 선정 (광남일보, 21.3.15.)

  ❍ 광주효동유치원(가칭) 신축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뉴스1, 21.4.30.)

  ❍ 신가초 재배치 및 임시휴교를 위한 학부모 설문조사 

  ❍ 경양초 휴교부지에 빛고을교사지원센터를 포함한 주민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생활SOC시설 

(체육, 문화, 돌봄, 주차장) 구축을 위해 북구청과 MOU 체결(2021.4.13.)  

7. 애로사항 및 해결노력

  ❍ 고실중(가칭-수완2중) 신설 시 지자체 협력을 통한 학교복합화시설 건립을 위해 관

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건립비 12억 예산 지원 확정



    - 시청(4회 협의), 광산구청(2회 협의), 지역구 국회의원 및 시의원 지원 요청

    - 학교복합화시설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협의 과정에 난관이 있었으나, 학생과 주민이 공동

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자체가 협력하여 건립한다는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여 시

청으로부터 건립비 일부인 12억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기로 함.

  ❍ 비아중 고등학교 개편을 인가(19.6.7.)후 국민신문고(2회)와 교육감에게 바란다(1회)

에 민원 접수되어 중학교 학생 배치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으나, 관내 중학생 및 고

등학교의 정확한 학생배치 판단, 중학생 배치 관련 협의, 고등학교 개편의 필요성 

등 여러 제반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설득 및 홍보 활동을 통하여 고등학교 개편이 

계획대로 2020년 시행되었음. 

8. 향후 추진계획

  ❍ 신가초 재배치 및 (가칭)신가(2)중 신설 추진⇒ 초ㆍ중 통합학교 또는 중학교 신설 

    : 신가초(21.3.~25.2. 휴교), 초42학급(특수1), 중18학급(특수1)

9. 담당부서 자체평가 의견

  ❍ 학교 신설 및 증축 추진, 적정 학생배치 등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적극 추

진하여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

  ❍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자치구간 학교 불균형으로 인해 학급당 학생수 편차가 큰 편

으로 학생수 대비 학교정원이 많은 동·남구 학교의 경우 자치구간(광산구-동·남

구) 학급당 학생수 편차를 줄이고자 지속적으로 학급을 감축하고 있음.

      ※ 학생수 대비 학교 정원이 적은 광산구 학교의 경우 원거리 통학학생 비율을 낮추고자 최대한 

광산구 내 학교에 학생을 배치하여 학급당 학생수가 높은 상황임.

  ❍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 목표를 위하여 광산구 내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낮추기 위하여 비아중의 고등학교 개편(24학급, 600명)을 완료

주관 행정예산과
학교설립1담당 안선덕(380-4131)

담당자 허성심(380-4132)

담당자 박향미(380-4134)

학교설립2담당 안안순(380-4660) 담당자 허승남(380-46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