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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육지원청
I. 일반 현황
1. 직원 현황
교육전문직원

일반직

교육
기록 상담 특수
구분
공무
장학관 장학사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사 교사 교사
직

계

정원

6

36

1

6

30

83

36

현원

6

36

1

6

30

57

48

4

1

8

29

58

294

1

8

29

55

281

2. 조직

교 육 장

교육지원국

등

등

교

교

육

육

과

과

학
생
생
활
지
원
과

체
육
건
강
과

학
교
통
합
지
원
센
터

행

교

정

육

지

재

원

정

과

과

학
교
운
영
지
원
과

시

시

설

설

1

2

중

1

초

행정지원국

2

과

과

※ 교육지원청: 2국 9과 1센터 35담당
※ 소속기관: 경상남도교육청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 경상남도교육청 진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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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추/진/성/과
【신설 사업】특색과제
□ 사업 개요
- 생태·환경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한 실천중심 에코드림 창원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후위기 대응 환경․지속가능 발전교육 전개
□ 추진 성과
- 기후위기 대응 학교 생태환경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전 초등학교
- 에코드림 프로젝트수업 실천교사 연수 및 양성: 초등 교사 31명
- 에코드림 창원교육 교원 역량강화 연수: (집합)3회, 113명, (원격)1회, 229명
- 에코드림 창원교육 지역화 교과서(우리 고장 창원) 개발 및 보급: 초 3학년
- 생태환경체험교실(20교), 학생동아리(10교), 교사연구회(18교), 선도학교(12교) 운영
- 특색과제 에코드림 창원교육과 연계한 마을학교 프로그램 운영: 초12교, 중8교
- 창원에코드림 생태시민 한마당 운영: 2021. 11. 20.(토), 창원용지문화공원

【신설 사업】학생 교육회복 집중 프로젝트-누리교실 운영
□ 사업 개요

- 대상: 전 초등학교(교과 보충 참여 희망 전 초등학생 및 학습지원대상 학생 등)
- 기간: 2021. 9. ~ 2022. 2.(초등 시범 운영)
- 운영내용: 교과보충, 상담치료, 진로체험, 문화예술 등
□ 추진 성과
- [학교 안] (학교 자체 프로그램)학생 맞춤 교과보충 및 자기주도학습력 회복
구분

지원내역

금액(천원)

초등

전 초등학교(교당 1,000천원 ~ 20,000천원)

중등

중(교당 5,000천원 ~ 20,000천원) 고(교당 2,000천원 ~ 25,000천원) 2,004,000

계

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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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 (온라인)개별 맞춤형 학습 제공으로 학습결손 및 교육격차 해소
- [학교 밖] (오프라인)찾아가는 강사 지원으로 학교 구성원의 업무부담 경감
구분

유형

운영 내용

쌍방향
초등 실시간수업 온라
동영상
인
콘텐츠
초등
오프
라인

중등
누리
교실

예산(천원)

31강좌 516차시 개설
실시간 강좌: 시간당 40,000원(야간·공휴일 45,000원)

21,060

60강좌 952차시 개설
수업동영상 콘텐츠제작(10분): 150,000원

142,800

찾아가는
누리교실
강사

- 교원자격소지 강사 공개 모집
- 협력수업(20,000원), 방과후 수업(40,000원)
- 초 11교 강사 10명 지원(2021. 11. 15. ~ 2022. 2. 28.)

42,200

진로독서
학습코칭
캠프

- 참가 대상(65명): 관내 중 1학년, 학교별 1명
- 교육 일시: 11. 13.(토), 20.(토), 27.(토) 09:00~
- 교육 형태: 진로독서학습코칭캠프(4시간/일, 3일간)

4,560

중등
- 기간: 2021. 11. 1.(월) ~ 12. 10.(금)
누리교실 - 대상: 114교(창원예술학교 포함)
학교컨설팅 - 방법: 컨설턴트(24명)와 온·오프라인 컨설팅

5,470

계

216,090

【신설 사업】통합교육지원 순회교사 운영
□ 사업 개요
- 추진 기간: 2021. 3. ~ 2022. 2.
- 통합교육지원단 구성 및 솔루션팀 운영
□ 추진 성과
- 순회교사 8명 증원 및 통합교육지원 순회교사 운영(창원 3명, 마산 3명, 진해 2명)
-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특수교육지원(유·초·중·고 51교, 71명)
- 통합교육지원단 구성(특수교육전문가, 상담전문가, 특수교사, 순회교사 등 6명)
- 통학교육지원 솔루션팀 구성(교육지원팀, 행동지원팀, 가족지원팀)
-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 대상 통합교육지원 협력교수 실시(8개원, 44시간)
- 특수학급 미설치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개별화교육지원팀 및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지원(연 2회, 47교 지원)
- 5 -

■ 005

배움이 즐거운 학교·함께 가꾸는 경남교육

【신설 사업】온 마을이 나서서 학교 환경교육을 지킨다, 창원환경특구
□ 사업 개요
- 추진기간: 2021. 3. ~ 2021. 12.
- 지자체·지역대학·환경단체와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생태환경교육 운영
-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기후위기 대응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 추진 성과
- MOU체결을 통한 협력(창원교육지원청, 경남대 LINC+사업단, 지속가능
미래연구소, 모두의 교육사회적협동조합,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기후위기 대응 에코드림데이 달이오 환경실천운동 전개: 관내 초·중 800명 참여
-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실천 에코드림 선도학교 운영(초, 중 12교)
- 창원대 협업: 찾아가는 창원 환경지킴이 Making 교육 운영(10교, 213명)
- 창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협업: 지속가능한 창원만들기 Let's Go Go Go!
프로그램 운영(9교, 839명 참여)
- 경남대 협업: 창원을 담은 에코 챌린저 건축학교 운영(3교, 80명)
- 창원시진로교육지원센터 협업: 수소차가 달리는 창원 상상++ 프로그램 운영
(5교, 123명)

【신설 사업】사립유치원 학교급식법 적용으로 안전한 유아급식 기반 마련
□ 사업 개요
- 근거:「학교급식법」개정(2021. 1. 30. 시행)으로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 포함
- 대상: 전 국․공립유치원 및 공시기준 원아 수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
- 목적: 바른 먹거리와 균형있는 영양공급을 통한 성장기 유아의 건전한
심신 발달 도모 및 안전하고 건강한 유치원 급식 제공
- 내용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위한 급식 위생운영관리, 영양 및 식생활 지도 등 추진
·급식관계자 연수 및 찾아가는 급식 컨설팅 실시로 체계적인 유치원 급식
관리 기반 구축 및 운영 내실화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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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성과
가. 급식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유치원 급식관계자 역량 강화
- 급식관리자 대상 연수 실시(2021. 2. 15. ~ 19.)
·창원, 마산, 진해 지역별 추진, 원장·원감·영양사 등 57명 참석
·경남학교급식 정책, 급식 운영 및 위생관리 전반에 관한 교육
나. 급식 운영의 신뢰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계자 인식 개선
- 청렴 및 식중독 예방 문자 발송(매주 월요일)
·대상: 사립유치원 원장 및 영양사
·내용: 급식위생·안전관리 및 청렴의식 개선
다. 체계적인 유치원 급식 관리 기반 구축
- 찾아가는 사립유치원 급식 컨설팅 추진(2021. 4. ~ 12.)
·상․하반기 유치원 급식 위생․안전 및 운영 맞춤형 컨설팅(63개원)
- 급식 컨설팅 추진방향 및 결과공유 협의회(2회)
- 급식 위생관리 용품 지원(적외선 온도계 외 3종, 6,259천원)

【강조한 사업】2021. 미래역량 중심의 교실수업 대전환
□ 사업 개요
- 대상: 전 초·중등학교

- 운영내용: 학생 참여·협력형 배움중심수업 실천 및 수업나눔
□ 추진 성과
- 현장 맞춤형 수업혁신 체제 구축을 위한 찾아가는 학교현장지원단 구성·운영
- 아이톡톡을 활용한 블랜디드수업 연수 운영(연 6회, 관내 전 교원)
- 멘토와 함께하는 창원 배움중심수업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초 20교, 중 9교)
- 초·중등 관리자 대상 교실수업 대전환 연수 운영(2월)
- 전문적학습공동체 정례화 및 컨설팅(연 2회)을 통한 상시 지원체계 구축
- 수업나눔문화 조성을 위한 수업나눔의 날 운영(10월, 오프라인)
- 수업개선을 위한 배움중심수업나눔 한마당 운영(7월, 온라인)
- 수업나눔 중심학교 운영(초 3교, 교당 10,000천원 지원)
- 미래역량 중심의 배움중심수업 온·오프라인 연수 운영(연 2회, 전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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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 사업】2021. 지역중심의 마을학교 운영
□ 사업 개요
- 마을학교 현장 모니터링 및 컨설팅 연중 실시
- 학교중심 마을협의체 구성·운영 및 마을학교 네트워크 강화
□ 추진 성과
- 지역중심의 마을학교 확대 운영(14교→20교)
- 마을학교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권역별 다모임 운영(연 6회)
- 소통과 협력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모니터링 운영(6~9월, 20회)
- 마을학교 간 소통을 위한‘창원마을학교’밴드 운영(연중)
- 학교와 지역의 협력 강화를 위한 마을교사 운영(마을교사 189명 활동)
- 마을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아카데미 운영(14시간, 67명 수료)
- 학교규모별 예산 차등 지원 (교당 10,000천원 ~ 23,000천원)

【강조한 사업】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창원 해오름」
□ 사업 개요
- 대상: 전 초·중학교
- 운영내용: 기초학력 통합 진단 및 관리, 기초학력 3단계(수업 내, 학교 내,
학교 밖) 안전망 지원 강화, 기초학력 지원 체제 강화
□ 추진 성과
-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운영으로 학습더딤 유형별 입체적·맞춤형 지원 강화
구분

지원 내용

수업 내
학교 내
-

학교 밖

한글 및 기초수학 책임지도 강화: 1학년 담임교사 연수(2월, 381명)
협력교사제 운영: 초 8교
단위학교 다중지원팀 구성
전 초·중 두드림학교 확대: 두드림학교컨설팅단(21명) 운영
기초학력 지도역량강화 원격직무연수(6월, 167명)
더채움 방학프로그램 운영(초 37교)
누리샘(온라인 튜터) 한시적 지원: 초 31교(38.5명, 주40시간 또는 20시간),
중 12교(22명, 주40시간)
[창원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 맞춤형 학습서비스 지원(초·중 21교 82명)
- 학습코칭단(8명): 역량강화연수(2회)
- 전문진단검사 지원: 5월, 초 15명
- 읽기곤란 지원(도교육청): 초 6교 10명
- 기초학력향상지원단 운영(초 9명, 중 12명)
[상록수공부방] 운영: 초·중 25교(교당 5,000천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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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천원)
88,000

1,445,950

96,300

125,000
(시보조금)
1,755,250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강조한 사업】교육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기록관리서비스 운영
□ 사업 개요
- 민원 제도개선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기록정보서비스 강화
□ 추진 성과
-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최우수’기관 선정(2021. 10.)

※도교육청 주관

·평가기간: 2020. 9. 1. ~ 2021. 8. 31.(12개월)
·평가대상: 18개 교육지원청(시단위 8개, 군단위 10개)
·평가분야: 4개 분야 13개 지표
- 국가기록원 기관평가 우수 중점 추진 사례 선정(2021. 1.)
- 제증명 신청 서식 QR코드 서비스 실시
- 사립유치원 원문공개·기록관리 원격 지원 실시 및 업무 매뉴얼 배부
- 창원지역 일제강점기·독립운동 기록물 수집 및 공개
(독립운동가 학적부 4점, 일제강점기 시청각기록물 103점)
10 【다듬은 사업】교육활동 중심의 학교통합지원센터 확대 운영
□

□ 사업 개요
구분
조직

2020년

2021년

행정지원국 학교지원센터 교육지원국 학교통합지원센터로 조직개편

업무영역

행정·시설 분야

교육활동 분야 추가(방과후학교, 초등돌봄, 교육복지 등)
문제해결형, 업무경감형, 지역맞춤형 지원

지원방향

행정업무 중심 지원

학교 현장의 요구에 대한 통합지원

□ 추진 성과
가. 다정다감 운영지원단 구성과 학교통합지원콜센터 운영
- 학교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단 구성 및 운영: 관내 교직원, 센터 운영
관련 의견 제시 및 도움자료 검토, 문제해결 자문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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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통합지원콜센터 주요 실적(2021. 3. 1. ~ 12. 31.)
구분

영역

실적(건)

주요 지원 사례

교육활동

47

생태환경교육 신청 관련 문의 등(신청방법, 외부강사 DB등록 등)

교육
방과후학교
활동
돌봄교실
지원
(4,704건) 늘봄운영
기타

838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문의(강사계약, 환불 등)

175

돌봄교실 운영 관련 문의(코로나 19로 인한 돌봄운영 등)

행정
계약제교원
활동
지원
기타
(1,354건)
학교
시설
지원
(653건)

3,066

늘봄운영 관련 문의(통학버스, 재량휴업일 운영 등)

578

교육급여 및 교육복지사업, 교복,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문의 등

1,201

계약제교원 채용서류 지원,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서류 문의,
기간제교원 호봉획정 문의 등

153

교내 체육ㆍ학예행사 지원, 교직원 필수연수 지원 문의 등
타 부서 업무 관련 문의 및 담당부서 안내 등

시설유지보수

499

수목 전정, 배수로 청소, 모래장 및 놀이기구 소독 신청 등

장비대여

72

관리기 등 센터 보유 장비 45종 및 캐노피 천막 23동 대여

차량지원

9

학교 간 물품 이동, 행정서류 운송 등 센터 보유 트럭 지원

기타

73

학교 불용 정보화기기 관리 지원, 창원행복두레단 운영 등

나. 학교통합지원센터 현장지원 만족도 조사 결과
- 조사개요: 2021. 11. 1. ~ 11. 10. 관내 교직원(응답인원 1860명)
- 학교통합지원센터 조직과 지원내용: 잘 알고 있다 36.6% > 알고 있다 45.1%
- 지원요청 영역: 행정지원 38.9% > 교육활동 29.9% > 시설지원 29.6%
- 만족하는 영역: 교육활동 35.6% > 행정활동 35% > 시설지원 28.4%
- 지역맞춤형 만족도: 호봉획정 39.5% > 생태환경교육 38.8% > 행복두레단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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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추/진/계/획
【신설 사업】창원 행복교육지구 운영
□ 근거
- 2022 경남교육(1-5-1 행복교육지구 운영)
□ 사업 추진 필요성
- 교육청·지자체·학교·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한 교육협력 모델 구축
-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 2022년 추진 과제
가. 행복교육지구 기반 조성
- 행복교육지구 위원회 운영
- 행복교육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 행복학교 확산을 위한 행복교육 네트워크 운영
나. 행복한 학교 문화 지원
- 지역 연계 학교특색 프로젝트 운영 지원(초·중 8교)
- 함께 성장하는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초·중·고 20교)
- 학생이 주도하는 자치활동 지원(초·중·고 150팀)
- 마을 연계 학교교육과정 지원
다. 마을학교 운영
- 특색있는 창원의 지역중심 마을학교 운영(초·중 20교)
- 회복적(비폭력) 학교 만들기(초·중·고 20교)
- SW교육으로 디자인하는 행복마을(초·중·고 10교)
- 마을교사 역량강화 연수 운영
라.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 마을교육공동체 아카데미 운영(100명)
- 마을교육공동체 성과나눔 한마당 운영(연 1회)
□ 창원교육의 변화
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자치로 지역의 교육력 제고
나. 지역 온마을 배움터 조성으로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의 기반 마련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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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사업】특색과제
□ 근거
- 2022 경남교육(1-3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전환교육 강화)
- 2022 경남교육 대전환(생태환경교육의 대전환)
□ 확대/강화 방향
구분
대상

2021년도 운영 방향

2022년도 운영 방향

- 관내 전 학교 및 교육지원청
- 에코드림 공모사업 운영(60교)

- 관내 전 학교 및 교육지원청,
지자체, 유관기관
- 에코드림 공모사업 확대 운영(100교)

운영내용 - 기후위기 대응 심각성 제고 및 - 기후위기 대응 심각성 제고, 학교
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정 연계 실천 프로그램 운영

운영방법 - 환경교육특구사업 별도 운영
예산

- 190,000천원(마을학교 예산 별도)

- 환경교육특구사업 연계 운영
- 379,043천원(마을학교 예산 별도)

□ 2022년 추진 과제
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후위기 대응 생태전환교육과정 운영
나. 지역 연계 친환경 에코드림 마을교육과정 운영
다. 창원시민과 함께하는 에코드림 생태환경 한마당 운영
- 창원지역 생태환경지도 제작, 지역기반 생태환경 학습 중점 체험부스 운영
라. 지역사회, 환경단체와 협력하는 에코드림 창원교육 환경교육특구사업
-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시민 실천 운동 전개
□ 창원교육의 변화
가. 미래세대를 위해 교육청-단위학교-지자체-지역사회가 연계한 환경․
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 가정·학교·사회가 함께 실천하는 동력 마련
나. 기후 위기·환경 재난시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중심 환경교육으로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시민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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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사업】미래역량을 키우는 수업혁신
□ 근거
- 2022 경남교육(1-1-2 모든 학교 배움중심 수업 실천)
□ 확대/강화 방향
구분

2021년도 운영 방향

참가 대상

- 초등 배움중심수업 동아리(20팀)
- 중등 배움중심수업 연구회(9팀)

- 초등 배움중심수업 동아리(30팀)
- 중등 전문적학습공동체(10팀)

- 미래역량중심 학생 참여형 배움
중심수업 실천
- 등교·원격수업을 위한 블랜디드
러닝수업 지원
(아이톡톡 활용 연수 지원)
- 배움중심수업나눔중심학교 운영
-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및 수업
나눔의 날 확대 운영

- 학교 안·밖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공동 수업 연구, 공동 수업 실천)
- 전문적학습공동체 컨설턴트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 연수
- 수업나눔을 위한 수업 전 협의회, 수업
관찰, 수업 후 협의회 활동 정례화 및
컨설팅
- 배움중심수업나눔중심학교 운영 활성화
및 수업나눔 한마당 운영

- 61,439천원

- 117,120천원

주제

예산

2022년도 운영 방향

□ 2022년 추진 과제
가. 수업문화 조성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학교교육과정 운영
나. 수업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 안·밖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 전문적학습공동체 컨설턴트 전문성 신장을 위한 중간리더 양성 연수
다. 배움중심수업 공유를 위한 나눔 마당 운영
- 배움중심수업나눔중심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교육지원청 간 협력 체제 구축
- 학교 안·밖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공유 및 수업 나눔
□ 창원교육의 변화
가. 학생 참여-협력형 배움중심 수업 전개
나. 수업혁신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 및 새학기 맞이 수업-평가 설계 캠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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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사업】학교폭력예방 지원 확대
□ 근거
- 2022 경남교육(2-2-3 학교폭력예방 대응 역량 강화)
□ 확대/강화 방향
구분

2021년도 운영 방향

2022년도 운영 방향

지원체제 -

학교폭력 사안처리 현장점검지원단
회복적생활교육 지원단
관계회복「도아단」
학교폭력예방 현장점검지원단
및 컨설팅단 운영
운영내용 - 학교폭력 예방 대응 역량 강화

예산

- 16,528천원

-

학교폭력 사안처리 현장점검지원단
회복적생활교육 지원단
관계회복「도아단」
학교폭력예방 현장점검지원단
및 컨설팅단 운영 확대
학교폭력 예방 대응 역량 강화
관계회복 중심의 갈등조정 지원
학교폭력 예방 집중의 달 운영
29,205천원

□ 2022년 추진 과제
가. 관계회복 중심의 갈등조정 지원
과정
사전

지원 내용
- 회복적생활교육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 갈등관리 역량 강화
∘ 학교로 찾아가는 회복적생활교육 연수, 직무연수 운영

예방
사안처리 - 공감하고 소통하는 관계회복 프로그램 지원
∘ 전문가가 찾아가는 관계회복 프로그램 및 관계회복 컨설팅 실시
과정
사후
- 피해학생 보호․치유 지원 및 재발방지 방안 모색
∘ 가해학생 선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관리

나. 학교폭력 예방 집중의 달 운영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수업․활동․캠페인 등 집중 실시 주간 운영(4월, 10월)
다.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을 위한 현장지원단 운영 확대
라. 학교폭력예방 대응 역량 강화
-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 학교폭력 유형별 대응 역량 강화
□ 창원교육의 변화
가. 현장중심의 학교폭력예방활동을 통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구현
나. 학교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 회복적 방식으로 관계 개선을
도모하여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 실현 여건 조성
014 ■

경남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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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강조 사업】공·사립유치원 점검 강화 및 급식비 지원
□ 근거
- 2022 경남교육(3-4-2 더 안전한 학교급식 여건 마련)
- 2022 경남교육(3-4-3 질 높은 학교급식 운영)
□ 확대/강화 방향
가. 사립유치원 급식 점검 강화
구분

2021년도 운영 방향

2022년도 운영 방향

대상

- 공립유(단설유) 및 사립유(원아수 - 공립유(단설유) 및 사립유(원아수
100명 이상)1)
100명 이상)

내용

- 공립유(단설유): 급식 위생·안전 점검 - 공립유(단설유)·사립유(원아수 100명
및 운영평가 실시
이상): 급식 위생·안전 점검 및 운영
- 사립유(원아수 100명 이상): 급식 현장
평가 실시
지도·컨설팅 실시

※ 병설유치원: 초등학교 급식 점검으로 대체

나. 공·사립 유치원 급식비 예산 지원
구분

2021년도 운영 방향

2022년도 운영 방향

-

- 전 공립유(13개원)·사립유(86개원)

-

- 1인 1식 2,300원

지원대상
식
품 지원금액
비
예산액

- 약 7,153백만원

-

(교육청 예산 100%)

지원대상 - 전 공립유(10개원)

- 전 공립유(13개원)·사립유(86개원)

운
- 1인 1식 250원
- 1인 1식 250원
영 지원금액
(도시가스 미사용 50원 추가지원)
(도시가스 미사용 50원 추가지원)
비
예 산 액 - 약 64백만원

- 약 736백만원

※ 병설유치원: 초등학교 예산에 포함
1)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의2(학교급식 대상): 사립유치원 중 원아수(매년 10월에 공시되는 연령별 원아수
현원의 합계)가 100명 미만의 유치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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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추진 과제
가.「2022학년도 유치원급식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유치원급식 운영의 내실화
- 유치원급식 관계자(원장, 영양(교)사) 대상 기본계획 연수 실시
- 연 1회(하반기) 공·사립 유치원 급식 운영평가 실시
나. 유치원급식의 위생관리 강화
- 유치원급식 관계자(영양(교)사, 조리사) 대상 위생교육 추진
- 연 2회(상·하반기) 공·사립 유치원 위생·안전점검 실시
- 매주 1회(월요일) 사립유치원 대상 「식중독 발생예방 및 청렴 문자」 발송
다. 공·사립 유치원 급식비 예산 지원 및 정산
- 2022년 3월부터 유치원 급식 식품비·운영비 지원
- 매월 1일 원아수 기준으로 급식비 정산 예정
□ 창원교육의 변화
가. 급식비 지원을 통한 유치원급식의 학부모 부담 경감
나. 유치원급식의 위생 및 운영 관리 강화를 통한 급식품질 향상
다. 체계적인 유치원급식 관리 기반 구축을 통한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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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사업】학교통합지원센터의 학교 지원 역할 강화
□ 근거
- 2022 경남교육(5-1-1 교육본질 중심 학교 운영 기반 조성)
□ 확대/강화 방향
구분

2021년도 운영 방향

운영체계 ㆍ운영지원단 구성, 운영
지원

ㆍ학교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정비·지원
시스템

2022년도 운영 방향
ㆍ협력적 통합지원 체계 마련: 지원청 내 학교통합지원팀
운영, 현장 의견 반영을 위한 모니터단 운영
ㆍ원스톱 학교통합지원포털 구축 및 활용 지원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교육복지, 교무행정 등)
ㆍ교무행정팀-센터 상호 협력 지원
문제해결
ㆍ(상시지원) 학교통합지원콜센터 운영
ㆍ학교통합지원콜센터 운영
형지원
ㆍ(특별지원) 바로지원팀 운영
업무경감
ㆍ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ㆍ교육, 행정, 시설지원
형지원
지원대상 및 내용 확대, 신규 지원사업 운영
지역맞춤 ㆍ담당별 지역특색 사업 ㆍ현장의 요구 분석과 창원지역 특색을 반영한 예산 확대,
운영
형지원
신규 지원사업 운영, 사업 정비

□ 2022년 추진 과제
가. 협력적 통합지원 체계 마련
- 지원청 내 학교통합지원팀(각 과 업무담당자, 사안별 구성)의 전문적 지원
- 모니터링단(각급학교 교직원) 운영으로 현장의 요구 반영
나. 원스톱 학교통합지원과 문제해결형 지원 강화
- 학교통합지원포털 구축에 따른 활용 지원, 교무행정팀과 협력 강화
- 학교통합지원콜센터 상시 운영과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바로지원팀 운영 강화
다. 학교통합지원 체감도 향상
- (신규) 각종 인력풀(돌봄대체인력, 행정업무지원) 운영, 호봉획정 현장컨설팅
- (확대)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방과후, 돌봄), 지원대상 및 예산 확대
(교육복지, 계약제교원 호봉 및 서류 지원, 시설 유지ㆍ보수 지원학교 등)
□ 창원교육의 변화
가. 학교 맞춤형 통합지원으로 교육활동 전념 학교 문화 조성
나. 학교행정 대전환을 넘어 학교지원의 새로운 표준 모델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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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사업】교육복지와 공적 돌봄 확대 지원
□ 근거
- 2022 경남교육(4-2-1 학교ㆍ지역 맞춤형 학습복지 지원)
- 2022 경남교육(4-3-2 초등돌봄교실 지원 강화)
□ 확대/강화 방향
구분

2021년도 운영 방향

2022년도 운영 방향

ㆍ지정ㆍ공모학교: 25교 444,000천원 ㆍ지정ㆍ공모학교: 27교 609,000천원
교육복지
ㆍ업무담당자 멘토링 운영
ㆍ업무담당자 멘토링 및 연수 운영
우선지원사업 ㆍ지역사회연계사업: 3개 기관 협약 ㆍ지역사회연계사업: 5개 기관 협약
ㆍ사업운영비: 34,774천원
ㆍ사업운영비: 46,803천원
ㆍ예산: 11,395천원
ㆍ예산: 23,197천원
교육복지
ㆍ교육복지사: 1명
ㆍ교육복지사: 2명(2022. 3. 1. 1명 추가)
안전망
ㆍ물품지원 및 통합지원
ㆍ위기학생 사례 지속적 관리 확대
ㆍ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운영 ㆍ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2호 설립 및 운영
공적돌봄 확대
(창원 명서초 외 10교 이용)
(창원 상남초 외 10교 이용)
초등돌봄교실 ㆍ운영시간: 방과후 ~ 17:00
ㆍ운영시간: 방과후 ~ 19:00
운영시간 확대 ㆍ돌봄전담사 근무시간: 4.5/6시간 ㆍ돌봄전담사 근무시간: 4.5/6/8시간

□ 2022년 추진 과제
가.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사업 운영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 멘토링 및 컨설팅, 연수, 협의회 운영
- 교육복지안전망: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속적 통합사례관리로 맞춤형 성장지원
나.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운영 및 2호 설립 추진
- 「늘봄」운영: 돌봄 6실, 지원대상 확대(1~4학년), 시간 연장(20시까지)
- 「늘봄」2호(창원상남초): 돌봄 5실, 방과후프로그램 25강좌, 2022. 9. 1. 개원 예정
다.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시간 확대
- 돌봄교실 운영시간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안전도우미 예산 지원)
- 돌봄전담사 전일제 전환에 따른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연수 지원
□ 창원교육의 변화
가. 교육소외계층 학생 지원으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교육격차 해소
나. 빈틈없는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수요자 만족도 향상과 교사 업무 경감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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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다듬을 사업】기초학력 보장 지원사업「창원 해오름」
□ 근거
- 2022 경남교육(1-1-3 기초학력 보장으로 학습격차 해소)
□ 다듬을 내용
구분

2021년도 운영 방향

기초학력 통합 Ÿ 전 학교 학기초 통합 진단 및 향상도
진단 및 관리
검사 관리
1단계
Ÿ 협력교사(8교) 및 누리샘 지원(38.5명)
기초 (수업내)
학력

2단계 Ÿ 전 학교 두드림학교(112교)

2022년도 운영 방향

비고

Ÿ 학습 진단의 이원화
- (클리닉대상학생) 심층 진단 지원 추가
Ÿ 기초학력 전담교사·전담강사 지원
Ÿ 전 학교 두드림학교 운영 예산 확대

3단계 (학교안) Ÿ 더채움 방학프로그램(37교)
안전망 3단계 Ÿ 창원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 복합요인 학생 집중 지원 프로그램 보급
Ÿ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대상 및 학습코칭단 확대

(학교밖) - 학습코칭단(8명)
한글․기초수학 Ÿ 한셈집중학년제 운영(교재 보급)

Ÿ 심층진단-학습코칭 연계
Ÿ 한셈집중학년제 운영 강화

책임교육 강화 Ÿ 초등1학년 담임교사 연수
심층 Ÿ 읽기 곤란 학생 맞춤형 지도(10명)

Ÿ 초등1~2학년 담임교사 연수로 확대
Ÿ 심층지원 학생 맞춤형 지원 확대

강화
확대
강화
확대
강화

기초학력 지원 - 개별 맞춤형 찾아가는 프로그램
- 읽기곤란지원및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유관기관 연계)
Ÿ 원격직무연수 및 온라인연수 상시 운영
확대
맞춤지원 맞춤형
Ÿ 교원 원격직무연수 및 온라인 연수
Ÿ 기초학력 전담교(강)사, 두드림학교 컨설턴트, 학습
체제강화 지원
Ÿ 협력교사, 두드림학교 컨설턴트, 학습코칭단 연수
코칭단 연수 및 원격 연수 병행
체제

□ 2022년 추진 과제
가. 기초학력 통합 진단 및 관리: 심층진단(클리닉 대상학생) 지원 추가
나.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 수업 내 책임교육 통한 학습결손 예방: 기초학력 전담교(강)사 운영
- 학교 내 다중지원팀 운영으로 통합 지원: 두드림학교 예산 확대
- 학교 밖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연계 및 상록수공부방 연계 지원
다. 한글 및 기초수학 책임교육 강화
라. 기초학력 맞춤지원체제 강화: 교육공동체 역량강화 체제 구축
□ 창원교육의 변화
가.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 체제 확립으로 학습결손 예방 및 학습격차 해소
나.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정착으로 촘촘한 지원 체제 구축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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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듬을 사업】통합교육지원 순회교사 운영
□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1조(통합교육)
- 2022 경남교육(1-9-2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2022 경남특수교육(2-1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다듬을 내용
구분

2021년도 운영 방향

통합교육지원단
- 통합교육지원단 및 솔루션팀 구성
운영

2022년도 운영 방향
- 솔루션팀(행동지원팀) 지원 강화

- 특수학급 미설치교 대상 순회교육 지원

- 순회교육 지원 대상자 확대
(특수학급 설치교 포함)

- 특수교사 중심의 통합교육지원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간의 협업 강화
(협력교수 확대)

순회교육 지원

□ 2022년 추진 과제
가.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통합교육지원단 솔루션팀(행동지원팀)의 긍정적 행동지원 강화
나.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 강화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간의 협업(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협력교수 등)을
강화하여 통합교육 성과 제고
다.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지원 강화
-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순회
교육강화(특수교육지원 순회교사, 통합교육지원 순회교사)
- 순회교사의 전문성 신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비 지원(1인 130,000원)
□ 창원교육의 변화
가.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통합교육 내실화
나.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활성화로 일반학교의 안정적인 통합교육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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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

일반 현황·························································

■

2021 추진 성과

023

1. 【신설 사업】 진주행복마을학교 운영

024

2. 【신설 사업】 단위학교 환경위생관리업무 지원 시범사업

024

3. 【강조한 사업】 교실수업 대전환을 통한 미래교육지원

025

4. 【강조한 사업】 [가칭]진주학생문화예술센터 건립

026

5. 【강조한 사업】 폐교재산의 적극적 관리

026

6. 【강조한 사업】 광역통학구역 확대로 작은 학교 살리기 활성화

027

7. 【다듬은 사업】 학교통합지원센터 확대 개편 운영

028

8. 【다듬은 사업】 진주특색과제, 에나진주와 사랑에 빠지다!

029

■

2022 추진 계획

1. 【신설 사업】 작은 학교의 행복담은 빛깔교육과정 지원

030

2. 【신설 사업】 형평운동 교육자료 제작·보급

031

3. 【신설 사업】 학교통합지원센터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032

4. 【강조 사업】 직업계고 취업 역량 제고

033

5. 【강조 사업】 환경교육 특구 운영

034

6. 【강조 사업】 관내 학교 미활용 토지 매각 추진

035

7. 【다듬을 사업】 학교공간혁신 계약업무지원 멘토링제 운영

036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진주교육지원청
I. 일반 현황
1. 직원 현황
교육전문직원
구분

일반직

장학사
장학관
4급
(인턴)

5급

6급

7급

8급

정원

4

16

2

15

37

13

현원

4

16(1)

2

17

23

15

기록 상담 특수 교육
9급 연구사 교사 교사 공무직

7

계

1

5

10

20

123

1

5

10

20

120

2. 조직

교 육 장

교육지원과

학생건강과

·

·

유 중 혁 행 체 과
아
신
등
복 육 학
초 교 특 교 청 영
등
수
소
육
육
재
교
교
년
육 담 육 담
담 담
담
담
당 당 당 당 당 당

학교통합
지원센터

보 급 교
육
건 식 활
동
지
담 담 원
담
당 당 당

학
교
폭
력
예
방
담
당

행
정
·
시
설
활
동
지
원
담
당

행정지원과

교육재정과

행 교 전 평 교 예 시 시
정 육 산 생 육
지 협 정 교 재

설 설
산 지 지

원 력 보 육 정

원 원
담 1 2

담 담 담 담 담

담 담

당 당 당 당 당 당 당 당

※ 교육지원청: 5과 19담당
※ 소속기관: 경상남도교육청 진양도서관, 경상남도교육청 진주학생수영장, 경상
남도교육청 진주학생체육관, 경상남도교육청 예술교육원 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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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추/진/성/과
【신설 사업】진주행복마을학교 운영
□ 사업 개요
- 진주행복마을학교(센터형) 천전초등학교 북관 → 망경초등학교 별관으로 변경
- 진주행복마을학교 본예산 요구를 위한 사전 기획(시설 보수 및 공간
재배치 계획 수립에 따른 시설사업비 868,192천원 예상)
- 2022. 상반기 설계 및 리모델링 공사 이후 2022. 하반기 진주행복마을
학교 개관 및 운영 예정
□ 추진 성과
- 진주행복마을학교 구축을 위한 양산·김해행복마을학교 방문 컨설팅
(2021.5.11.) 및 경남행복마을학교 컨설팅 실시(2021.5.26.)
- 진주행복마을학교 구축을 위한 TF팀 구성 및 운영(2회)
- 진주행복마을학교 운영 프로그램 논의(학교협력 프로젝트, 자치 배움터,
마을교육공동체 학교 운영 등)

【신설 사업】단위학교 환경위생관리업무 지원 시범사업
□ 사업 개요
- 수질검사 지원: 수질검사 세부 일정 안내, 수질검사 채수 지원 및 의뢰, 결과 관리
- 저수조 청소 지원: 저수조 청소 일정 안내 및 청소 의뢰, 결과 관리
- 교내방역 지원: 방역 일정 안내 및 방역 의뢰, 결과 관리
※ 각종 자료 요구시 최대한 기존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지원청에서 작성·제출
기존자료 활용 불가능 시 요구자료 서식 일부만 학교에 자료 요구
□ 추진 성과
- 업체 선정 현황을 기초로 수질검사 일정 안내 및 채수 지원(94개교, 3,950천원)
- 수질검사 결과 처리 및 관리(94개교, 정수기 510대, 음용저수조 118개)
- 일정 안내 및 결과 관리: 저수조 청소(79개교), 방역(89개교)
- 단위학교 환경위생관리업무 지원에 따른 학교 업무 경감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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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 사업】교실수업 대전환을 통한 미래교육 지원
□ 사업 개요
- 미래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 및 운영, 배움중심수업과 연계
- 배움중심 수업 역량강화, 연구활동지원 수업나눔
□ 추진 성과
[미래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지원]
- 교육과정 및 평가 통합 지원단 조직(10명) 및 운영
(통합 점검 및 지원(2회), 교육과정 연수 및 컨설팅)
-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를 위한 과정중심평가 연수(초등 36개교)
- 2학기 전면등교 대비 탄력적 학사운영 컨설팅 운영(초․중 7개교)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 수업혁신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167개팀 운영, 1인당 30,000원 지원)
-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연구회 초등 7팀, 중등 10팀 운영(팀당100만원)
- 학교관리자 수업혁신아카데미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교장2팀, 교감2팀)
-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현장지원단 조직 및 전학교 컨설팅 2회 실시
[배움중심 수업혁신의 실천]
- 배움중심 수업혁신지원단 운영(초․중등 각 1팀)
- 진주수업다나눔톡 카페 운영(연중)
- 수업나눔한마당 운영(10월말, 120여명 참여)
- 수석교사지원단(초중등 17명),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공립중 3교)
- 블렌디드 수업을 위한 아이톡톡 활용법 연수(연구부장 등 100여명)
- 학생 참여ㆍ협력형 배움중심수업 연수 운영(교원100명, 5주제 3일간)
- 아이톡톡 수업활용법 연수(유･초･중등, 400여명)
- 미래교육 수업혁신 역량강화 연수(연중, 500여명)
[자유학년제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지역 특색과 학교 여건을 반영한 자유학년제 운영(연중, 전 중학교)
- 자유학년제 운영 우수사례 나눔 및 평가회(12월, 전 중학교)
- 자유학년제 현장지원단 구성 및 컨설팅 2회 실시
- 자유학년제 관련 관리자․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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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 사업】(가칭) 진주학생문화예술센터 건립
□ 사업 개요
- 구) 배영초등학교 본관동(국가지정 등록문화재 제582호)을 리모델링,
학생 문화예술 지원 및 진주교육 역사와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 계승
- 동아리 연습실, 다목적홀, 북카페, 진주교육역사관, 전시실로 구성
□ 추진 성과
- 2021. 5. 설계용역 공고
- 2021. 8. 문화재현상변경허가 (21.8.27. 문화재청 허가)
- 2021. 12. 구조보강 및 리모델링 실시설계 완료
[ 향후 계획 ]
- 2022. 3. ~ 8. 구조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
- 2022. 3. ~ 10. 진주교육역사관(진주학생문화예술센터 내 3실 규모) 구축
- 2022.11. 개관 (예정)

【강조한 사업】폐교재산의 적극적 관리
□ 사업 개요
- 매년 학생수 감소와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재개교 가능성 및 교육용
으로 활용계획이 없는 노후화된 폐교를 지역민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매각을 적극 추진함.
□ 추진 성과
(단위: 백만원)
구분

폐교명

매각

수곡초
원계분교장

매각

구)예하초등학교

폐교일자
(매각일자)
1994.3.1.
(2021.11.10.)
2019.3.1.
(2021.12.7.)

합계(매각 2교)

매각금액
280
8,328

매각용도
(매수자)
딸기공선장
(원계영농법인)
경남항공산업단지
(토지주택공사)

8,608

※ 위 폐교 외에도 지자체, 지역민, 동창회와 꾸준한 소통을 통하여 구)대곡중,
폐)덕오초 등 미활용 폐지학교를 적극적으로 매각 추진 중임
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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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 사업】광역통학구역 확대로 작은학교 살리기 활성화
□ 사업 개요
구분
2020년도 운영 방향
지원체제 -학교 중심
광역학구제 -관봉초 외 4교
운영방법

-학교 단위 교육과정 편성 운영

2021년도 운영 방향
-학교 및 교육지원청 중심
-관봉초 외 7교
-작은학교 학교장 상설 협의회 개최
-특색 교육과정 편성

□ 추진 성과
- 작은학교 특색교육과정 편성․운영 컨설팅과 홍보, 학교장 다모임 실시
- 작은학교 간 학생 참여형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봉초-이반성초, 교당200만원 지원)
- 학교의 통학편의 제공(통학버스 지원) 및 광역학구제 확대 운영(8개교)
- 작은학교 지원 상설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운영(학교-지원청-시청)
- 시장과 함께하는 작은학교 살리기 간담회(시장-교육장-학교장-운영위원장)
- 진주시 작은학교 살리기 지원 업무협약(교육지원청-시청)
(작은학교 9개교에 3년간 270,000천원 지원, 교당 1년에 1천만원 지원)
- 지역 내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
(교육지원청-국토안전관리원-진주시 문화도시지원센터)
- 작은학교 9개교에 학생 체육복 지원(국토안전관리원, 600여명)
- 작은학교 건축시설물 안전 점검 및 안전교육(국토안전관리원, 2개교)
- 진주 도심지 과대･과밀학교 해소 및 작은학교 학생수 증가
광역통학구역에서 통학하는 학생수(2022.2.17.기준)
- 관봉초: 23명, 대곡초: 25명, 미천초: 40명, 사봉초: 14명
- 수곡초: 15명, 지수초: 13명, 진성초: 75명, 이반성초: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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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듬은 사업】학교통합지원센터 확대 개편 운영
□ 사업 개요
구분

2020년

조직

2담당: 교육활동지원, 행정활동지원

내용

2021년
3담당: 교육활동지원, 학교폭력예방, 행

학교통합지원센터 시범 운영

정·시설활동지원
학교통합지원센터의 안정적 확대 운영

-행정업무 중심의 지원
-정형화된 시설업무지원

-교육과정 활동 직접 지원 중심의 지원
-지역 및 학교 실정 맞춤형 시설업무 지원

□ 추진 성과
- 교육활동지원지원
사업명

실적

주요 지원 내용

방과후학교

390건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캠퍼스형 방과후학교 운영,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모집 지원 및 DB 작성 관리,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방과후업무담당자 컨설팅 및 멘토링 운영 등

초등돌봄교실

315건

초등돌봄교실 운영비·인건비·환경개선비·건강도시락 지원,
돌봄교실 운영 현장점검 및 컨설팅, 돌봄전담사 연수 등

교육복지우선지원

674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역 연계 및 교육복지안전망 학생 지원 등

20건

기타 지역맞춤형 교육활동 지원 등

교육활동

- 학교폭력예방 및 심리․정서 지원
사업명

실적

학교폭력
사안 처리

142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안 접수 및 심의

학교폭력예방 지원

411건

학교폭력, 학교 부적응 사안 처리 현장 지원, 회복적 생활교
육 역량강화 연수, 등학교 안심알리미 서비스 등

3,412건

학생 상담 및 심리검사 지원, 위기학생 아이좋아희망드림센터
연계, 정신건강 위험군 학생 치료비 및 상담비 지원, 학업중
단숙려제 운영, 학급 단위 교육 프로그램 및 집단상담 프로그
램 운영, 특별교육 지원 등

Wee센터 운영

주요 지원 내용

- 행정․시설활동 지원
사업명

실적

계약제 교원 채용
관리 지원

686건

인력풀 등록, 채용 서류 지원, 호봉획정 지원 등

학교시설유지보수지원

378건

수목 관리, 배수로 청소, 체육관 바닥 관리, 집기 이동, 모래
장 소독, 장비 및 차량 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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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듬은 사업】진주특색과제, 에나진주와 사랑에 빠지다!
□ 사업 개요
- 목적: 진주의 가치를 재조명하여 진주 얼을 계승하는 참사람을 기르기 위함
- 대상: 관내 초·중 ․ 고등학교

- 내용: 「진주성전투 이야기」발간, 진주성 숨은 보물찾기, 찾아가는 진주성
이야기, 초등 사회과 지역화교재 개발․보급, 진주사랑 남가람 길 걷기, 진주
소년운동, 토박이말 교육, 토요무지개교실, 찾아가는 남명 선비문화교실 운
영 등 진주 정신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나라 사랑, 義의 실천, 평등의 정신
을 잇는 학교별 빛깔 있는 특색교육 실시
□ 추진 성과
추진 사업명

성과

① 함께 배우는 「진주성전투 이야기」발간 및 보급 ▸중1 전 학생 및 관내 유, 초, 중, 고,
(2021.3월 이전 배부)
유관기관 등 배부(총 5,000부)
②‘진주성 숨은 보물찾기’현장체험학습(2021.9월 ▸초등학교 4~6학년 183명 참여, 코로나
∼10월, 8회)
19 확산으로 무지개초 시청각실 활용
③ 찾아가는 진주성 이야기 운영(2021.5월∼2021.11월) ▸초등학교 1~6학년 16개교, 104학급,
103시간 2,488명 참여
④ 초등 사회과 지역화교재 「에나 재미있는 진주이 ▸초등학교 3학년 전 학생 및 교사 배부
야기」개발 ․ 보급(2021.3월 이전 배부)
(총 4,000부)
⑤ 진주사랑 남가람 길 걷기 운영
▸10개교(초등 9, 중학 1) 선정 및 지원
각 1,400천원)
⑥ 진주소년운동 지원
▸교수·학습자료「우리나라 소년운동의
시작 진주」중1 전체 학급 200부 배부,
소년운동역사자료전(5월, 진주교육지원
청 외 5개교 순회 전시)
⑦ 토박이말 교육 운영
▸울력학급 10개교, 학생동아리 10개교
선정 및 지원, 토박이말 갈배움 힘기르
기 연수(2021.7.7.), 토박이말 공원(한뜰)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2021.10.7.), 토
박이말 학습자료‘토박이말 빛깔입히
기’초등 1, 2학년 전 학급 1세트 보급
⑧ 토요무지개교실 운영(2021.4월~2021.12월)
▸초등 다문화가정 자녀 120여명 참여,
베트남어 3개반, 필리핀어 2개반, 중국
어 3개반 운영, 원격화상수업 진행
⑨ 찾아가는 남명 선비문화교실 운영(2021.4월∼12 ▸초,중,고 27개교, 131학급, 3086명 학생
월, 8개월)
교육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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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추/진/계/획
【신설 사업】작은학교의 행복담은 빛깔교육과정 지원
□ 근거
- 2022 경남교육(4-2-2 저마다의 빛깔을 갖는 작은학교 지원)
□ 확대/강화 방향
구분
지원체제
광역학구제
운영방법
예산

2021년도 운영 방향

2022년도 운영 방향

- 학교, 교육지원청 중심 - 학교-교육청-지역사회 네트워크
- 관봉초 외 7교

- 관봉초 외 8교(금곡초 포함)

- 학교단위 특색교육
- 교육지원청 지원

- 작은학교 지원 상설협의체 운영
- 각 학교 빛깔교육과정 정보교환

- 4,000천원

- 5,080천원

□ 2022년 추진 과제
가. 작은학교 행복담은 빛깔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작은학교 빛깔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연수, 컨설팅
- 작은학교 지원 학교-교육지원청-지자체 상설협의체 운영
- 작은학교 빛깔교육과정 편성․운영 정보교환의 장 마련
나. 작은학교간 공동 빛깔교육과정 운영 지원
다. 작은학교의 통학편의 제공 및 광역학구제 확대 운영(9개교)
□ 진주교육의 변화
가. 진주지역 도심지의 과대․과밀학교 운영 해소
나. 빛깔교육과정으로 작은학교의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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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사업】형평운동 교육자료 제작·보급
□ 근거
- 2022 경남교육(2-1-2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 2022 경남교육(2-6-1 우리 삶으로 이어가는 역사교육)
- 2022 진주교육(특색과제 에나 진주와 사랑에 빠지다)
□ 사업 추진 필요성
- 2023년 형평운동 100주년을 맞아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함께 배
우는 형평운동’(가제) 교육자료의 개발, 보급 필요성 증대
- 지역 역사교육을 통한 진주 정신의 계승과 나라 사랑, 지역 사랑의 실천,
민주적이고 보편적 인권 가치에 대한 정신 함양 필요
□ 2022년 추진 과제
가. 「함께 배우는 형평운동」(가제) 교육자료 개발 및 제작
- 발간위원회 구성(형평운동기념사업회, 역사교사, 교수 등), 자료수집,
조사, 집필, 자문, 감수, 편집, 출판(2022.12), 배부(2023.3월 이전)
나. 교육자료를 바탕으로 한 인권교육 토대 마련
- 찾아가는 형평교육(인권교육) 지원단 구성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 발굴
다. 장기적으로 진주소년운동, 진주농민항쟁 등을 포함하는 「진주와 인권」
(가제) 교육자료로 통합, 확대
□ 진주교육의 변화
가. 삶과 연결된 지역사교육 활성화와 역사의식 함양

나. 민주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 소통 ․ 공감 ․ 존중 ․ 배려의
인성교육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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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사업】학교통합지원센터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근거
- 2022 경남교육(5-1-1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
- 정책기획관-974(2022.1.18.)「2022. 학교통합지원센터 운영 계획 알림」
□ 사업 추진 필요성
- 내 지역 꼭 맞춤 교육활동지원 강화 사업 발굴 운영
- 학교 현장의 학교통합지원 체감도 향상
□ 2022년 추진 과제
가. 신통방통 학교 과학실 관리 지원 프로그램
- 관내 초·중·고 희망 학교 대상 폐시약 수거, 약품 정리 등 지원
나. 만사형통 학교폭력예방 관계회복지원단 운영
- 관내 전 초·중·고,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과 학부모 간의 관계회복
을 통한 학교장 자체해결 지원
- 학교폭력 사안 발생 이전단계에서 학교와 사안처리 동반자 관계 형성
- 사안 발생 초기 사안조사 단계에서 회복적 생활교육을 적용한 대화
모임 형식의 사안 개입
다. 신통방통 차량 공유 서비스 및 운동장 관리 지원
- 학교 교육활동 및 체육․문화 행사 시 차량(1톤) 공유
- 집기 이동, 캐노피 설치 및 대형 장비 대여시 차량(1톤) 활용
- 학교 운동장 관리 지원(제초 관리기 대여 및 차량 지원 포함)
□ 진주교육의 변화
가.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시대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역할 강화
나. 단일업무 지원 중심에서 협력적 통합지원 형태로 전환하여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학교문화 조성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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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사업】직업계고 취업 역량 제고
□ 근거
- 2022 경남교육(1-10-4 직업계고 취업 역량 제고)
□ 확대/강화 방향
구분

2021년도 운영 방향

지원체제

- 도교육청 중심

운영방법

- 지역 협업 기반 탐색

2022년도 운영 방향
-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지자체,
지역 유관기관 협력 체제
- 지역 협업 기반의 직업교육 혁신지
구 운영
- 취업 지원을 위한 직업계고 관리자
및 담당교사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2022년 추진 과제
가. 직업계고 혁신지구 운영
나. 직업계고 ‘바로알기’ 홍보
- 중학생 대상 특성화고 전공 직업체험 캠프 운영 지원
다. 직업계고 관리자 및 담당교사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라. 직업계고와 지자체, 지역 유관기관 협조 체제 구축
마. 지역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우수 취업처 발굴
- 취업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 정기 개최
□ 진주교육의 변화
가.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 내실화로 항공분야 혁신 인재 양성
나. 중학생 대상 직업계고 홍보로 적성과 소질을 찾는 진로 지도 실시
다. 진주 지역의 안전하고 우수한 현장실습처 및 취업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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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사업】환경교육 특구 운영
□ 근거
- 2022 경남교육(1-3-1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 확대/강화 방향
구분

2021년도 운영 방향
(환경특구 미지정)

2022년도 운영 방향

지원체제

- 학교, 교육지원청 중심 - 학교, 교육지원청, 지역사회 중심

참가 대상

- 전 유,초,중,고 중심

- 지역 학생 및 교직원, 교육지원청 등
중심

주제

- 기후환경교육 활성화

- 환경교육 특구 운영

예산

- 0천원

- 59,000천원

□ 2022년 추진 과제
가. 에나 푸른 남강 기반 조성
-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
-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TF 구성, 운영 및 연수
나. 실천 중심 학교환경교육 운영
- 에나 푸른 남강 환경체험교육 운영
- 진로교육 및 자유학기제 연계 환경체험교육 운영
- 거점 생태전환교육 나눔
- 환경교육 네트워크 연계 생태탐방교육
다. 실천 중심 학교환경교육 운영
- 에플다이어트 및 플라떼비헹기 실천
- 에나 푸른 남강 만들기 하모 캠페인 및 하모 나눔
□ 진주교육의 변화
가. 교육공동체와 더불어 함께하는 생태전환교육 실천
나. 생태시민양성을 통한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삶 준비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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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사업】관내 학교 미활용 토지 매각 추진
□ 근거
- 2022 경남교육(5-5-2 학생교육을 지원하는 효율적인 재정 관리)
□ 사업 개요
- 미활용 구외부지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재산의 관리와 활용에 있어
매우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매각
또는 처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함.
□ 진주교육지원청 소관 구외부지 현황 및 계획
(단위: 필지)
향후 계획
자체
대부
활용
11
1

구분

총필지수

지원청

70

36

학교

76

15

2

22

37

합계

146

51

13

23

59

매각

유관기관
협의*
22

비고

* 유관기관협의: 토지 현황이 임야, 도로 등 공공재로써 산림청 및 진주시
협의를 통해 매각 또는 관리 이전
□ 진주교육의 변화
- 미활용 구외부지 처분을 통해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학교 업무 경감
-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재정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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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듬을 사업】학교공간혁신 계약업무지원 멘토링제 운영
□ 근거
- 2022 진주교육(5-4-2 학생교육을 지원하는 효율적인 재정 관리)
- 지역계약교실 운영 계획 알림(재정과-4078, 2022.2.22.)
□ 다듬을 내용
구분

2021년 운영 방향

2022년 운영 방향

지원대상교 - 7개교(초3, 중1, 고2, 특수1)

- 추후 신청 학교수

운영 주기

- 연간 7회(원격/집합), 월 1회

- 연간 2~3회, 수시 개별 상담

운영 방식

- 학교공간혁신 TF 운영

- 학교공간혁신 멘토링 운영

□ 2022년 추진 과제
가. 학교공간혁신 사업학교 선정학교 지정 이후 멘토링 접수
- 계약 업무 추진 시기에 맞추어 계약업무 멘토링 효율적 운영
나. 학교공간혁신 선정학교 간 공사계약 업무 사례 등 정보 교류
- 학교공간혁신사업 정보 교류를 위한 계약업무 멘토링 특별 운영
다. 학교공간혁신학교 계약 현안에 대한 계약담당자의 상시 상담 지원
- 학교의 계약 추진 사전 상담, 현안 발생 시 수시 상담 지원체제 운영
라. 지역 계약교실 연수와 연계한 관내 전 학교 계약교육 내실화와 병행
- 직급별 운영으로 관내 전 학교 계약 업무 역량 강화 동시 추진
□ 진주교육의 변화
가. 공간혁신 사업학교의 공사계약 안정적 추진으로 민원 발생 최소화
나. 종합적인 시설공사 업무 부담 감소로 학교공간혁신사업 활성화 기여
다. 공간혁신 계약분야 개별 집중 상담을 통한 행정지원의 효율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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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

일반 현황·························································

■

2021 추진 성과

039

1. 【신설 사업】 2021.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교실 운영

040

2. 【강조한 사업】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복지안전망 사업 운영

040

3. 【강조한 사업】 미래교육을 위한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지원

041

4. 【강조한 사업】 통통(統通)한 통영행복교육지구 운영

042

5. 【다듬은 사업】 꿈과 희망을 가꾸는 통영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043

■

2022 추진 계획

1. 【신설 사업】 통영행복교육지구 공동마을교육과정 EEFS 프로젝트

044

2. 【신설 사업】 자연을 닮은 생태탐방 체험

045

3. 【강조 사업】 학교통합지원센터(다多통通해解) 운영 내실화

046

4. 【강조 사업】 아이좋아희망드림센터 운영

047

5. 【다듬을 사업】 지역특색사업 ‘토영마실’ 프로그램 운영

047

6. 【다듬을 사업】 적극적인 폐교재산 활용 추진

048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통영교육지원청
I. 일반 현황
1. 직원 현황
교육전문직원
구분

일반직

장학관 장학사 4급

5급

6급

7급

8급

정원

2

11

2

8

21

11

현원

2

11

2

9

14

8

기록
교육
상담 특수
연구
공무
교사 교사
9급
사
직

6

계

1

5

8

10

79

1

5

8

10

76

2. 조직

교 육 장

교육지원과

초
등
교
육
담
당

중
등
교
육
담
당

평
생
체
육
담
당

학교통합
지원센터

행정지원과

보
건
급
식
담
당

행
정
지
원
담
당

교
육
협
력
담
당

교
육
재
정
담
당

시
설
지
원
담
당

전
산
정
보
담
당

교육
활동
·
학교
폭력
지원
담당

행정
·
시설
활동
지원
담당

※ 교육지원청: 2과 1센터 11담당
※ 소속기관: 경상남도교육청 통영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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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추/진/성/과
【신설 사업】2021.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교실 운영
□ 사업 개요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존수영교육의 결손을 방지하고 초등생존수영
이론교육을 위한 ‘맞춤형 해양안전교육(생존수영) 프로그램 ’ 운영
□ 추진 성과
가. 맞춤형 해양안전체험교실 운영
- 대상: 관내 초등학생(1~6학년) 7,696명 중 5,648명
- 위탁기관: 한국해양소년단경남남부연맹
나. 교육내용 및 성과
- 학교별 맞춤형 방문을 통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체육관, 교실, 다목적실
등에서 안전하게 교육 실시
- 가상체험(VR)을 통한 생존수영, 구조장비(생존장비) 사용법 교육, 심폐
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AED) 사용법 교육 등을 통해 초등생존수영
교육 효율성 제고

【강조한 사업】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복지안전망 사업 운영
□ 사업 개요
- 교육취약계층 학생 발굴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및 교육격차 해소
- 학교-지역사회-교육지원청 교육복지안전망 체계를 구축하여 학생 개별
맞춤형⋅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한 성장 지원
-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복지 네트워크 운영
□ 추진 성과
가.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학생 발굴 및 개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맞춤형 물품지원 : 안경, 교재, 생필품, 위생용품 등(151명)
- 맞춤형 통합지원 : 치과진료, 의류, 생필품 등 사례관리를 통한 지원(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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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사회 기관 협력 복지서비스 연계⋅지원
- 긴급위기가정 사례지원(5명):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 공부방 및 주거환경 개선(38명):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통영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위생용품 지원(528명): 지파운데이션
- 냉방비 지원(4명): 월드비전
- 조손가정 지원 및 사례관리(10명):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 도서지역 놀이교구 지원(155명):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희망스터디」운영(32명)
-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 및 출발선 평등 기회 제공
- 통영시청⋅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통영시학원연합회 연계 운영

【강조한 사업】미래교육을 위한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지원
□ 사업 개요
- 일반고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현장지원단 구성
- 초·중·고 교원 및 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 연수 활성화로 미래교육 준비
- 대학연계 고교학점제 강사인력풀 구축으로 일반고 과목개설 확대 지원
□ 추진 성과
가.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한 현장지원단 운영 및 컨설팅 실시
- 현장지원단(6명), 컨설팅 실시(19회)
나. 일반고 대상 학생 맞춤형 진로·학업설계 역량강화 연수 지원
- 대상: 일반고 11교 현장방문 연수(교원 560명)
- 내용: 고교학점제 정책, 다양한 교육과정 및 과목개설 확대 사례 등
다. 초·중·고 교원 대상 고교학점제 연수: 총 21회, 총 879명 참석
- 원격연수(30시간, 379명), 집합연수 및 찾아가는 연수(교원 500명)
- 내용: 고교학점제 정책, 역량중심 교육과정 및 기초학력 강화 필요성
라. 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 연수: 총 14회, 총 320명 참석
- 내용: 고교학점제 정책 이해, 미래교육의 필요성 및 방향
마. 대학연계 고교학점제 강사인력풀 구축을 위한 MOU체결
- 경상국립대학교, 거제대학교 교수 총 20여명 확보
- 학교현장 소인수과목, 학교연합공동교육과정 수업 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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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 사업】

(統通)한 통영행복교육지구 운영

□ 사업 개요
- 교육공동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상생하는 공교육 혁신의 기반 조성 및
지속 가능한 행복교육 확산
-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교육 네트워크 운영과 행복한 학습
공동체 문화 조성으로 공교육 혁신
-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 추진 성과
- 통영행복교육지구 운영을 위한 통영교육공동체 구축: 행복교육지구
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 운영
- 지역협력형 행복마을학교(18개 마을학교), 학교협력형 마을학교(6개교), 학교
안팎 학습공동체(34개 연구회), 회복적 학교(2교), 청소년자치학교(10개교)
- 행복교육 네트워크 구축 운영: 행복교육지구 지역협의회, 마을교육공
동체 협의회
- 통영 마을교육과정 지원: 환경사랑, 나라사랑, 예술사랑, 시민사랑, 바다
사랑 프로젝트 추진(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대상), 마을교사 협력수업
지원(마을교사 80여명)
- 센터형 행복마을학교 운영:

학교로 찾아가는 「룰루랄라」 프로젝트 추진(14교 19회)

진진(진로/진학) 프로젝트 운영: 다양한 학생동아리 운영 지원, 학생
디자인 연합동아리(충무고, 통영고) 통영행복교육지구 앰블럼, 캐릭터,
타이포그래피 제작 등

학교로 찾아가는 마을교사 놀이지원단 운영(7명, 16교 60회)
- 학생주도형 통영행복교육지구 성과나눔 마당 운영: 경남교육청 온라인
수업플랫폼 「아이톡톡 유프리즘」 활용 이원생중계 방식 운영(24개
마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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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듬은 사업】꿈과 희망을 가꾸는 통영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 사업 개요
- 청소년들의 재능과 흥미를 찾고 행복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미래
꿈 찾기 지원
- 비대면 진로체험 활동 확대로 학생 참여ㆍ자기주도적 진로체험 활동 지원
□ 추진 성과
가. 꿈길 운영 지원
- 꿈길 체험처 정비(연 2회) 및 네트워크 활용 및 협의회(6회)
- 꿈길 수준별(학교급별) 진로체험 프로그램 경남지역 선도센터 지정
나. 학교 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꿈피어랑 토요진로체험, 프레디져 진로 상담(7개 프로그램, 1,225명)
- 진로 사람책 전문직업인 특강 및 진로직업 체험프로그램(5교 13개
직업군 944명)
- 통영오예[五禮]! 학교로 찾아가는 자유학년제 진로체험프로그램(11교 1395명)
다. 센터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꿈피어랑 온라인 진로교육 나의 꿈, 나의 빛을 찾아서(8교 536명)
- 통영 그린스마트시티 및 역사탐방 진로교육(7교 398명)
- 진로교육네트워크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특강」(82명)
- 진로교육네트워크 「세대공감 부모·자녀 직업체험 프로그램」 4회(64명)
라. 경상남도교육청 협조 및 지원 사업
- 경남진로체험한마당: 통영 나전칠기 체험(경남도내 신청학교 195명)
- 경남진로교육 콘퍼런스: 6차산업지도자 동백천연화장품 만들기(경남도내
학생 및 교사 1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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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추/진/계/획
【신설 사업】통영행복교육지구 공동마을교육과정 EEFS 프로젝트
□ 근거
- 2022 통영교육(1-2 미래형 교육체제 구축, 1-3 기후위기 대응 생태
환경교육 강화, 1-5 참여와 협력의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 사업 추진 필요성
- 통영행복교육지구 문제해결형 공동교육과정(마을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생들의 창의성과 문제해결능력 함양
- 환경교육특구 지정에 따른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 지속가능발전교육 모색
□ 2022년 추진 과제
가. 프로젝트명: 학생주도형 EEFS(Eco Earth Future School) 프로젝트
나. 수업방식: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무학년제 블렌디드 수업 형식
다. 수업플랫폼: 아이톡톡 유프리즘, 에드위드, 한컴클래스, 하이보드, 웨일 ON 등
라. 추진 세부 내용
- 통영 도서지역(한산도, 사량도, 욕지도, 산양면) 학교 연합 프로젝트로
15~20차시 원격수업, 온라인수업, 대면수업을 병행하여 진행
- 아이톡톡 학급방, 콘텐츠, AI활용, 웹오피스 기능 등을 활용한 학습자
개인별 프로젝트 주제 선정을 통한 맞춤형 개별화 교육을 진행
- 직접 제작하고 공유하는 학습콘텐츠 기능을 활용한 학생주도형 마을
교육과정 프로젝트를 운영
- 통영시민과 함께하는 온/오프라인 활용 프로젝트 결과물 발표회를 통한
학생의 삶과 연계된 지속가능 마을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운영
□ 통영교육의 변화
가.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운영을 통한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나. 미래혁신형 블렌디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지속가능 행복교육지구 운영
다. 실천중심 학교환경교육 강화를 통한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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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사업】자연을 닮은 생태탐방 체험
□ 근거
- 2022 경남교육(1-3-1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 사업 추진 필요성
-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교육 활성화
체제 구축
- 체험 중심의 환경교육 내실화를 통한 생태감수성 강화

□ 2022년 추진 내용
가. 달아공원에서 만나는 섬과 바다
- 자연이 가지는 가치와 소중함을 느끼고 환경오염 해결방안 탐색
나. 편백숲에서 만나는 한려해상국립공원!
- 계절별로 변화된 숲의 여러 모습을 통해 환경의 다양함과 소중함 인식
다. 신선대, 시간을 거슬러...
- 해안가 지형의 형성과정과 지구온난화가 해수에 미치는 영향 탐구
라. 동글동글 몽돌 이야기
- 우리가 보호해야 할 소중한 몽돌의 생성과정 및 체험

□ 통영교육의 변화
가.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중요성과 환경보존의 필요성 인식
나. 생태탐방 체험활동을 통한 배려와 나눔의 공동체 의식 함양
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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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사업】학교통합지원센터(다多통通해解) 운영 내실화
□ 근거
- 2022 경남교육(5-3-1 현장지원 중심의 조직·정원의 효율적 운영)
□ 확대/강화 방향
2021년도 운영 방향

2022년도 운영 방향

학교통합지원 기반 조성
학교통합지원 업무 맞춤 운영
학교통합지원 평가 및 환류

협력적 통합지원 체계 마련
학교통합지원플랫폼 구축·운영
현장의 학교통합지원 체감도 향상

≫

□ 2022년 추진 과제
가. 협력적 통합지원 체계 마련
- 교육지원청과 학교 간 학교통합지원 협업 체계 구축
⇒ 학교통합지원 모니터링단 운영, 홈페이지 내 학교현장 소리함 운영
- 단일지원과 복합지원이 어우러지는 학교통합지원 전문역량 증진
- 행정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학교통합지원 운영 평가 및 환류

나. 학교통합지원플랫폼 구축 ․ 운영

- 교무행정팀-학교통합지원센터가 연계 협력하는 학교통합지원

- 학교 교육활동을 적시에 지원하는 원스톱 학교통합지원포털 구축 ․ 운영
다. 현장의 학교통합지원 체감도 향상
- 학교통합지원 영역과 내용의 선택과 집중으로 교사의 교육활동 전념 지원

- 학교통합지원 유형별 맞춤식 교육활동 지원 강화 사업 발굴 ․ 운영
-

(統通)한 학교 꼭 맞춤형 지원으로 학교가 체감하는 학교통합지원

⇒ 찾아가는 섬마을 학교 지원 프로그램 운영, 교직원 적응 및 성장 프로그램 운영
□ 통영교육의 변화
- 협력적 통합지원 체계 마련으로 학교 지원 중심의 교육행정력 향상
- 원스톱 학교통합지원플랫폼 구축·운영으로 학교안팎의 촘촘한 학교지원 구현
- 교육활동 지원에 집중·강화하여 학교 현장의 학교통합지원 체감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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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사업】아이좋아희망드림센터 운영
□ 근거
- 2022 경남교육(5-1-1 교육본질 중심 학교 운영 기반 조성)
□ 확대/강화 방향
구분
지원체제
참가 대상
주제
예산

2021년도 운영 방향
-

도교육청 중심
지역학생 및 학부모
경남 교육현안 중심
43,693천원

2022년도 운영 방향
-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중심
지역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 등
지역별 교육현안 중심
53,050천원

□ 2022년 추진 과제
가.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치유 및 치료서비스 지원 확대 운영
나. 교육지원청 및 협약병원 운영담당자 간 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사업의
체계적 운영 및 서비스 이용 대상자 사례관리 철저
□ 통영교육의 변화
가. 교육지원청 및 협약병원 운영담당자 간 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사업의
체계적 운영 및 서비스 이용 대상자 사례관리
나. 정신건강 증진 강화 사업과 연계 운영하여 아이좋아 서비스 이용
종료로 인한 치료 중단 예방 및 치료의 지속성과 효과성 증진

【다듬을 사업】지역특색사업 ‘토영마실’ 프로그램 운영
□ 근거
- 2022 경남교육(1-1-1 미래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 2022 경남교육(4-2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학교 만들기)
□ 다듬을 내용
구분

2021년도 운영 방향

2022년도 운영 방향

운영방법 - 학교로 찾아가는 강좌운영 예 산
- 25,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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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중심의 문화예술․환경 교육
학교로 찾아가는 강좌 병행
섬마을 탐방활동 추가
5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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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추진 과제
가. 전문가와 함께 통영의 곳곳을 알고 느끼며, 고장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생동감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 운영
나. 지역 문화․예술 전문가로 교육공동체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
다. 통영의 특색을 이해할 수 있는 섬마을 탐방 프로그램 운영
라. 통영사랑 학생 동아리 공모․지원
□ 통영교육의 변화
- 학생들의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자긍심 함양
- 아름다운 생태환경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삶의 방법 모색

【다듬을 사업】적극적인 폐교재산 활용 추진
□ 근거
- 2022 경남교육(5-5-2 학생교육을 지원하는 효율적인 재정 관리)
□ 다듬을 내용
구분

2021년도 운영 방향

2022년도 운영 방향

업무

- 지자체와 연계한 폐교 매각 추진
- 대부 및 자체활용 계획 적극 추진

- 지자체와 연계한 폐교 활용사업 발굴
- 자체활용 계획 추진

□ 2022년 추진 과제
가. 폐교재산 대부 추진
- 한산초 비진분교(대부자: 내항마을)
나. 폐교재산 자체활용 추진
- 충렬초 대평분교(단설유치원 설립 추진)
다. 지자체와 연계한 폐교재산 활용사업 발굴
- 산양초 미남분교(대부자: 통영시 또는 미남마을)
□ 통영교육의 변화
가. 적극적인 폐교재산 관리를 통한 교육환경 여건 개선
나. 폐교재산을 활용한 지역발전 및 주민 정주 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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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교육지원청
I. 일반 현황
1. 직원 현황
교육전문직원
구분

기록

일반직

장학관 장학사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2

11

2

8

22

10

현원

2

11

2

9

12

11

연구

6

사

상담 특수
교사 교사

교육
공무

계

직

1

3

6

19

84

1

3

6

19

82

2. 조직

교 육 장

교육지원과

초
등
교
육
담
당

중
등
교
육
담
당

평
생
체
육
담
당

학교통합

행정지원과

보
건
급
식
담
당

행
정
지
원
담
당

교
육
재
정
담
당

교
육
협
력
담
당

지원센터

시
설
지
원
담
당

전
산
정
보
담
당

교육
활동
·
학교
폭력
지원
담당

행정
·
시설
활동
지원
담당

※ 교육지원청: 3과 11담당
※ 소속기관: 경상남도교육청 사천도서관, 경상남도교육청 삼천포도서관, 경상남도
교육청 삼천포학생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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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추/진/성/과
【신설 사업】기후위기대응 사천 환경교육특구 운영
□ 사업 개요
- 교육지원청의 선제 대응을 통한 전 학교의 기후위기대응 체제 구축
- 마을과 학교의 협력을 통한 기후위기 심각성 인식 및 실천력 제고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기후생태 보존 활동 및 학교교육과정 지원
- 기후 및 환경교육 네트워크 공고화를 통한 학교환경교육 내실화 지원

□ 추진 성과
- 지원청과 유관기관 협력의 녹색커튼 조성
·내용: 사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모 선정, 지원청 외벽활용 녹색식물식재
·효과: 지원청과 지자체의 선제적 모범, 에너지 절감 및 탄소중립 실천
- 유관기관 협력 기후위기 공동대응력 제고
·내용: 학교담당자, 교육지원청 관계자, 지역유관기관 참여‘에코톡톡’협의회
·효과: 기후위기에 관한 지역공동체의 노력 강화, 기후 심각성 공유
- 기후생태 마을교육과정 운영
·내용: 갯벌, 원예, 숲치유, 치유농업, 텃밭, 학교정원, 지속가능발전교육 등
·참가 및 장소: 관내 초·중학생 180여명, 연중, 각학교 및 관내 지역
- 기후위기대응 마을학교 운영
·내용: 해양정화, 비건식생활, 지속가능발전 마을조성 힐링원예 등
·참가 및 장소: 관내 초·중학생 300여명, 주말, 가족 및 사제동행 참가
-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 지원
·내용 및 참가: 기후위기 실천교사단 조직 운영(초·중·고 교사 7명),
환경특구공모사업 운영(녹색커튼 3개 기관, 녹색학교 10개교), 생태환경
동아리 운영(초·중·고 10개 동아리), 초록학교 운영(초·중·고 15 개
교), 2021 UEA(도시환경협약) 여수정상회의 청소년 포럼 참가(사천중
환경동아리 학생 6명), 사업별 성과 공유를 통한 지역공동대응력 강화

052 ■

경남교육

- 52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강조한 사업】민·관·학 연계 문화예술사업 활성화
□ 사업 개요
- 사천학생뮤지컬단 운영: 사천 관내 초,중학생 50명으로 구성
-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종합예술교육 지원으로 문화예술교육 체험 기회 확대
- 사천행복교육지구 연계한 학생뮤지컬 지도 인력풀 지원 기반 구축
□ 추진 성과
가. 2021. 사천학생뮤지컬단 운영(115,500천원)
- 2020년 12월 사천학생뮤지컬단 단원 모집
(초,중학생 오디션 참가 학생 107명)
- 8월 방학중 3주간의 집중 연습 및 리허설 실시
- 2021.11.2.(화)~11.3.(수), 작품명- 「전설을 찾아서」, 총 6회 공연
관내 초,중학생 4회, 일반인 2회 관람
나. 사천행복교육지구 연계 학교 연극 수업 지원
- 뮤지컬단 지도강사를 강사로 활용하여 관내 초,중학교 연극수업 지원
-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하여 연극 및 뮤지컬 수업 지원 후 학교별 동영상 제작
- 교원예술연구동아리「사천뮤지컬교육연구회」운영으로 지도 교사 역량
함양 및 인력풀 구축 기반 조성(2,000천원)
다. 민․관․학 연계 문화예술지원 MOU체결로 종합예술교육 지원
- 사천시 「사천꿈날개」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 지역 기업체인 KAI(한국항공우주산업(주)), 한국남동발전, 고성그린파워와
2021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MOU체결
- KAI 후원을 받은 초록어린이 재단에서 지역문화예술단체「꿈꾸는 달팽
이」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어린이 뮤지컬 교실 운영(5교 7개반)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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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 사업】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메이커 교육
□ 사업 개요
- 사천 미래교육지원센터 메이커 심화 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메이커 교실(드론·로봇) 운영
- 메이커 학생 자율동아리 및 교사 메이커교육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한 평 집짓기 프로젝트 운영
□ 추진 성과
- 메이커 심화프로그램(초등 4학년부터 중학생 대상) 8회 운영
- 가족과 함께하는 메이커교실 연 2회 실시
- 찾아가는 메이커교실(드론·로봇) 7기 초24교, 중6교 418명 참여
- 메이커교육 학생 및 교사 동아리(각 5개팀) 운영 및 지원
- 메이커교육 지도 전문적 역량을 갖춘 강사풀(38명) 구성
-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한 평 집짓기 프로젝트 초5개교 운영

□ 개선 및 활용방안
- 사천미래교육지원센터 메이커심화프로그램 지속적 보완 및 프로그램
홍보 리플렛 제작
- 관심있는 인근 지역 초·중학생 메이커프로그램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거점 미래교육지원센터 역할 강화
-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내 메이커스페이스와 연계한 메이커 프로그램
다양화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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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 사업】학교통합지원센터 운영
□ 사업 개요
구 분

2020년

2021년

조직

행정지원과 학교지원담당

학교통합지원센터로 조직 운영 (1과 2담당)

업무영역

행정.시설분야

지원방향

행정업무지원 중심

·교육활동 분야(학교폭력, 방과후학교, 초등돌봄, 교육복지 등)
·문제해결형, 업무경감형, 지역맞춤형 지원
학교 현장 맞춤식 통합지원(교육활동지원 강화)

□ 추진 성과
가. 문제해결형 지원 강화
- 질의 응답부터 심층적 지원까지 책임지는 학교업무지원콜센터운영(830-1713)
- 학교위기사안발생시 바로지원팀 신속 출동 및 지원
나. 업무경감형 지원 강화
- 교육활동지원(755건)
사업명

주요지원내용

방과후학교 순회강사채용 지원, 강사 서류 DB 자료 등록, 연수, 방과후학교실무원 지원 등
초등돌봄교실 예산, 인건비, 교부금 및 통계 업무 지원, 운영지원, 돌봄전담사 연수 및 컨설팅 등
복지사각지대 학생발굴.지원, 지역연계 및 사례발굴 등
교육복지
(지원학생수 389명/대응투자액 21,002천원)

-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심리.정서 지원(3,276건)
사업명
학교폭력예방

WEE센터운영

주요지원내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사안접수 125건, 심의건수 52건), 학교폭력 관
련 조사 및 사안처리 지원 등
학생 정신건강증진 자문프로그램 운영(28명), 치료비 지원(30명), 사천아이좋
아희망드림센터 병원 연계 및 치유지원(100명, 624회), 학업중단숙려제 프로
그램 운영 등

- 행정활동 및 학교시설지원(323건)
사업명

주요지원내용

계약제교원
기간제교원 인력풀 서류관리, 지원 및 호봉획정 지원(111건)
교직원필수연수지원 교직원 필수연수 대상 강사인력풀 관리 및 지원(7교, 과정별 7명)
-수목전정, 배수로청소, 모래장 소독, 장비 및 차량 대여, 불용정보화기기 관리, 집기 이동,
학교시설·보수지원
냉난방필터 청소 등(관내 유·초·중·고 31개교, 85.5일 지원)

다. 지역맞춤형 업무지원 강화
- 신박한 교실(과학실, 도서실) 컨설팅, 학교 자체발주 소규모공사 설
계용역 지원, 문서나르미 운영(월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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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듬은 사업】민원 서비스 질 향상 청사 지하층 공간 재구조화
□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2021년 1월 ~ 2021년 8월
- 위치 및 면적: 사천교육지원청 지하층, 180㎡
- 총예산: 215,894천원 [공사: 191,561천원, 내부집기: 24,333천원]
□ 추진 경과
- 지하층 공간 재구조화 의견수렴 협의(1차~3차): 2021. 1월
- 지하층 공간 재구조화 설계: 2021. 2월 ~ 2021. 4월
- 지하층 공간 재구조화 공사: 2021. 6월 ~ 2021. 8월
- 지하층 공간 재구조화 준공: 2021.8.16.
□ 추진 성과
- 미활용 지하층 공간 재구조화 『채움늘』구축
⇨ 회의실(1실), 다모임실(1실), 북카페(1실), 창고(3실)
- 방문 민원인 상담 공간 제공으로 민원 서비스 질 개선
- 직원 쉼터 공간 확보에 따른 근무 여건 개선 및 복지 증대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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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추/진/계/획
【신설 사업】‘마음톡톡’관계회복지원단 구성·운영
□ 근거
- 2022 경남교육(2-2-3 학교폭력예방 대응 역량 강화)
□
-

사업 추진 필요성
사천지역 관내 학교폭력사안 발생 증가
학교 내 피·가해 간 관계회복을 위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 부족
학교폭력사안 발생 이후 피․가해 학생 및 학부모들 간의 감정싸움으로
피․가해 간 관계회복 및 갈등 중재를 위한 관계회복 프로그램 필요

□ 2022년 추진 과제
가. 관계회복지원단「마음톡톡(가칭)」운영
- 지역 내 회복적 생활교육 전문가 활용(5∼6명 구성)
- 학교폭력 사안 접수 후 필요시 단위학교 관계회복 프로그램 안내
- 관계회복지원단에 의한 갈등조정 및 관계회복 프로그램 실시
- 지원 과정 및 절차
학교폭력

관계회복

관계회복

관계회복

사안 접수
학교폭력

프로그램 안내
당사자

프로그램 신청
당사자

프로그램 운영
회복적 화해

사안 접수

학생(학부모)관계회

학생(보호자)

조정 프로그램

복 프로그램 안내

희망시 관계회복

운영

활동 결과 보고
프로그램 종료 후
활동 보고서 제출

프로그램 신청

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 피․가해 간 관계회복 지원
- 관리자 및 학교폭력 담당자의 대응 및 관계회복 역량 강화
- 사안조사 과정의 변화를 통한 피․가해학생 회복적 대화모임 활성화
□ 사천교육의 변화
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단위학교 중심의 관계회복 역량 강화
나. 학교장 자체 해결 증가를 통한 학교의 교육적 해결기능 강화
다. 학교폭력 당사자들의 보복행위 및 재발률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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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사업】AI 빅데이터 플랫폼(아이톡톡)을 활용한 ‘교실 수업’대전환
□ 근거
- 2022 경남교육(1-1 미래역량 중심의 수업혁신)
□ 확대/강화 방향
구분

2021년도 운영 방향

2022년도 운영 방향

지원체제

- 학교 중심

- 학교 및 교육지원청 중심

사업내용

- 학생 1인 1 스마트단말기 사전조사
- 미래교육과 수업혁신을 위한 교육공동체 대상
- 학교교육 공감대 확산을 위한 학교로
심화 연수, 학생 1인 1 스마트단말기 보급
찾아 가는 맞춤형 교원 대상 연수 - 초, 중등 온라인 누리교실 강좌, 특화
- 미래형 학교 형태인 학교 밖 온라
프로그램 심화 확대
인 누리교실 운영
- 기초학력 지원체제 구축 강화

□ 2022년 추진 과제[사업]
사업명

주요 추진 방향
-

교육주체 역량
강화 연수

미래형 학교
학교밖 누리교실

-

학교 밖 학습
심층 지원

-

아이톡톡 스마트단말기 활용 교육주체 역량 강화연수 실시
방법: 교육 주체별 집중 연수 운영
대상: 교육전문직, 학교교원, 학교관리자, 교사, 학부모 대상
주제: AI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함께 만드는 수업혁신과 미래교육
내용: 교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고 운영하는 학생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AI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누리교실)
방법: AI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누리교실 플랫폼 재구조화⇨
학교수요 조사⇨학교 또는 교사가 요청하는 선생님 채용⇨찾아가는 프로
그램 지원(실시간 쌍방향 수업)
2022년 중등, 다문화 학생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기초 및 심화 수준별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 운영
현황: 2021년 온라인 누리교실 운영(2022.1.17.자)
⇨48개 강좌, 813차시, 28교 신청, 59명 교사 지원
⇨강좌별 15명이내 소규모 운영, 누적수강인원 12,951명
학교 밖 온ㆍ오프라인 누리교실 운영 확대를 통한 기초학력 보장 및 교육 회복 활성화
통합적 기초학력 진단을 통한 맞춤형 지원 및 개별 이력 관리
단위학교 3단계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 및 운영 3단계: 수업 내 책임교육을
통한 학습 더딤 예방⇨학교내 다중지원팀 중심 통합적 기초학력 지원⇨
학교 밖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연계 심층 지원(기초학력지원단 구성, 교원
연수, 1:1 컨설팅 지원 등)

□ 사천교육의 변화
- 아이톡톡을 활용한 온라인 누리교실 플랫폼 재구조화를 통한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는 학생 참여형 수업혁신 실천
- 아이톡톡 기반 수업혁신 풍토 조성 및 교육공동체의 학교 교육 참여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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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사업】더 이상 늦출 수 없는‘탄소중립’공동실천
□ 근거
- 2022 경남교육(1-3-1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 2022 경남교육(1-3-2 도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교육)
□ 확대/강화 방향
구분

2021년도 운영 방향

2022년도 운영 방향

참여대상

- 초,중학교, 마을학교

- 유,초,중,고등학교,마을학교

사업내용

- 체험, 환경보존활동

- 학교교육과정 및 마을교육과정 확대

기관연계

- 관내 7개 기관 참여

- 관내 10개 기관 참여

지원예산

- 189,600천원
※ 최종집행예산

- 자유학년제, 행복교육지구, 기후환경교육
예산 연계 운영

□ 2022년 추진 과제
사업명
사천그린누리
기후행동첼린지 릴레이
사천그린누리
마을교육과정 확대 운영
사천행복교육지구 연계
생태마을학교 확대 운영
탄소중립 녹색커튼
조성 및 환경학습지원

주요 추진 내용
·내용: 관내 전 학교 기후위기대응을위한 실천운동
·방법: 학교 순서 지정⇨기간 내 실천⇨홍보
·내용: 우리지역 환경보존, 탄소중립 실천 교육과정 운영
·방법: 희망교신청⇨예산교부⇨마을교사연수,학교협력수업
·내용: 사천지역 기후, 생태 보존 수업, 마을교사 역량강화
·방법: 마을학교 선정⇨마을교사 에코톡톡, 마을학교 운영
·내용: 에너지 절감, 탄소중립 실천
·방법: 지자체 공모⇨녹색식물식재⇨학교생태학습 지원

사천그린누리
탄소중립 실천대회

·내용: 지원청 주도의 기후위기 공동대응력 구축
·방법: 전 교직원 매월 탄소배출량 체크, 매월 기후천사 선정

유관기관 네트워크
확대 및 내실화

·내용: 유관기관 상설협의체 구성 및 운영, 기후위기 공동대응
·방법: 공동대응노력을 위한 유관기관 워크숍, 캠페인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자유학년제 환경교육 지원

·내용: 관내 중학교 1학년 대상, 기후위기대응, ESD교육
·방법: 희망교신청⇨예산교부⇨기후전문강사학교협력수업

□ 사천교육의 변화
- 생태환경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실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천 강화
- 민·관·학의 기후심각성 인식 및 위기 공동대응을 통한 환경생태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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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사업】학교와 마을을 잇는 꿈채움 마을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근거
- 2022 경남교육(1-5 참여와 협력의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 2022 경남교육(역점과제 3. 참여와 협력의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 확대/강화 방향
구분
참여 주체

2021년도 운영 방향

2022년도 운영 방향

- 교사와 지역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 - 마을교사, 학부모, 교사, 지역 전문가 중심
교육과정 추진단 TF
의 마을교육공동체

- 마을교육과정 개발 마을교육공동체 조직
- 지역화 교육과정 지도를 위한 - 마을의 생태와 역사를 담은 마을교육과정
활동 내용
및 지도자료 개발
지도자료 개발
- 마을교육공동체 연계 마을교육과정 운영
적용 대상 - 초등 3-4학년 사회과 지역화 단원
예산

- 52,000천원

- 관내 초·중·고 학생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 62,300천원

□ 2022년 추진 과제
가. 꿈채움 마을교육과정을 개발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조직
- 마을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다양한 주체 중심의 지역협의체 구성
- 마을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3개)
나. 마을의 생태와 역사를 담은 꿈채움 마을교육과정 및 지도자료 개발
- 마을의 생태와 역사를 담은 마을교육과정 및 지도자료 개발(권역별, 주제별)
- 기관 및 학교에 자료집 및 활동자료 배부 및 홍보
다. 마을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꿈채움 마을교육과정 운영
- 마을교육과정을 운영의 협의를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아카데미 운영
- 마을교육과정 협력수업 지원을 위한 마을교사의 역량강화 및 운영 예산 지원
□ 사천교육의 변화
가. 다양한 교육주체의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의 참여로 학생에게 다채롭고
풍부한 배움의 기회 제공
나. 학생의 삶과 앎이 일치하는 교육과정 지원으로 마을교육생태계 확장
및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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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사업】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직업체험 활성화
□ 근거
- 2022 경남교육(1-10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
□ 확대/강화 방향
구분

2021년도 운영 방향

2022년도 운영 방향

대상

- 지역 중학교 학생 및 교직원

- 지역 중·고 학생 및 교직원,
교육지원청 등

내용

- 중학교 진로·직업체험교육

- 중학교 진로·직업체험교육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취업 지원

주제

- 진로 탐색을 위한 진로체험

-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직업체험

예산

- 5,000천원

- 31,025천원(증26,025천원)

□ 2022년 추진 과제
가. 중학교 학생, 학부모 및 교원대상 직업계고 홍보
- 직업계고 이해를 위한 중학교 3학년 담임 협의회(1회 이상)
- 직업계고 이해를 위한 학생 및 학부모 홍보(중학교별 각 1회 이상)
나. 중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직업체험 기회 확대
- 자유학년제를 활용한 지역의 기업(한국항공우주산업)과 연계한 항공
체험캠프(10회 이상)
- 학업 취약시기를 활용한 직업계고 전공 체험(3회 이상)
- 중3 자기개발시기를 활용한 직업계고 직업체험캠프(4교)
- 자유학년제를 활용한 창업교육캠프(2교)
- 지역 진로 ․ 직업 체험처 발굴 및 관리

다. 교육지원청·직업계고 및 유관기관, 기업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 사천지역 고졸 지역인재 취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 지역 기업과의 협업 기반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
□ 사천교육의 변화
가.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직업체험을 통한 다양한 진로설계 능력 강화
나. 지역의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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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듬을 사업】맞춤형 지원 중심의 학교통합지원센터 운영
□ 근거
- 2022 경남교육(5-1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
□ 다듬을 내용
구분

2021년

지원체제

- 지원청 중심

추진 방향

- 업무경감형 지원사업

예산

- 84,680천원

2022년
- 지원청 및 학교(교무행정팀)와 연계한
통합지원
- 협력적 통합지원체계 마련
- 지원플랫폼 구축으로 학교통합지원
- 사천지역 꼭 맞춤형 지원사업 강화
- 100,200천원

□ 2022년 추진 과제
가. [협업체계] 학교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학교통합지원 협업 체계 구축
- 교육지원청 내 학교통합지원팀 및 지역 내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 센터 내 업무담당자 전문적 역량 강화(연수 및 소통 다모임 활성)
나. [플랫폼] 교무행정팀과 학교통합지원센터가 연계 협력하는 학교통합지원
- (교육활동업무) 교원의 교육활동 중 지원이 필요한 업무 직접 통합지원
- (교무행정업무) 교육지원청 내 담당 부서와 연계·협업 지원
다. [맞춤지원] 현장의 학교통합지원 체감도 향상을 위한 맞춤식 지원 강화
- (문제해결형) 업무별 상시지원→바로콜 운영, 특별사안지원→바로지원팀 운영
- (업무경감형) 시행규칙 업무 외 교육활동 지원 강화 사업 발굴·운영
- (지역맞춤형) 우리 지역 꼭 맞춤형 지원사업 운영(학생 사회봉사활동
기관 매칭 지원, 단위학교 시설공사 설계 및 준공검사 지원 확대 등)

□ 사천교육의 변화
가. 협력적 통합지원 체계 마련으로 학교 지원 중심 교육행정력 향상
나. 지원플랫폼 구축으로 학교안팎의 촘촘한 학교지원 구현
다. 맞춤식 교육활동 지원강화로 학교 현장의 학교통합지원 체감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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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듬을 사업】「사천꿈날개」사업 연계 종합예술교육 지원
□ 근거
-2022 경남교육(1-11 누구나 즐기는 문화예술교육)
□ 다듬을 내용
구분

2021년

2022년

지원체제

- 교육지원청 중심

- 교육지원청과 시청, 거점학교 중심 운영

참가 대상

- 사천 초, 중학생 중심

- 사천 초, 중학생 및 교직원 중심

- 사천 학생뮤지컬단 단원의
공연 중심 운영
- 일반학생은 관람 위주

- 사천 학생뮤지컬단 외에 학생들이 관람
자에서 참여하는 활동으로 전환을 시도
- 행복교육지구의 마을학교 및 동아리에
뮤지컬 분야를 포함하여 운영함으로써
학생과 교사들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하
여 예술 인재 육성 기반 조성

- 85,000천원

- 112,000천원

주요활동

예산

□ 2022년 추진 과제
가. 꿈을 향한 무한 도전! 사천학생뮤지컬단 운영
- 사천시 꿈날개사업 예산 확대 지원, 한국남동발전 및 고성그린파워 후원
- 사천 관내 초3~중3학년 학생 단원 44명 선발 및 매주 토요일 수업 및 연습
- 사천 초,중학생 및 일반인 대상 공연 4회 운영, 인근 지역 공연 1회
나. 사천뮤지컬단 연구회(MUSICA) 운영
- 예술 전문교사 양성 및 예술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동아리 운영
- 사천학생 뮤지컬단 운영에 참여하여 학생들의 안전관리 및 인성지도
다. 행복교육지구 마을공동체 운영과 연계한 학교 연극수업 및 영화제작 지원
- 학교 연극수업 및 뮤지컬수업 지원, 청소년영화제작 동아리 지원
- KAI와 초록어린이재단 후원 등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뮤지컬’운영

□ 사천교육의 변화
가. 학교 교육과정 문화예술분야 지원으로 수업 혁신
나. 학생동아리 및 교사 연구회 운영으로 종합예술 인재 육성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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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듬을 사업】지역과 상생하는 폐교재산 활용 추진
□ 근거
- 2022 경남교육(5-5-2 학생교육을 지원하는 효율적인 재정 관리)
□ 다듬을 내용
구분

2021년

2022년

지원체제

- 교육지원청 중심

-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 지역 중심

추진방향

- 자체활용 및 지자체와 연계
한 매각 활성화
- 폐교재산 환경 정비
-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지자체와 연계한
대부 또는 매각의 지속 추진
지역사회와 상생가능한 매각 추진
대부 및 자체활용 계획 적극 추진

□ 2022년 추진 과제
가. 자체활용 및 재개교 가능성이 없는 미활용 폐교재산(5개교) 적극적
인 매각 및 대부 추진
- 지자체 및 지역민과 연계한 지역상생 방안 강구
나. 미활용 폐교재산의 건전한 활용을 위한 자체활용 추진 계획
- 사천지역 특색과제인‘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메이커교육’추진을 위
한 드론 교육장으로 자체활용하여 진로교육의 장 및 미래교육의 기
반 구축
다. 미활용 폐교의 매각 또는 대부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지역주민과의
소통 및 홍보 전개
□ 사천교육의 변화
가. 폐교재산의 다양한 활용으로 지역과 연계한 교육 장소 제공
나. 폐지학교 매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교육재정 수입 증대 기여
다. 폐지학교 적극적인 관리로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

064 ■

경남교육

- 64 -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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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추진 성과

067

1. 【신설 사업】 초등 학교 밖 누리교실 및 누리샘 운영

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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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교육지원청
I. 일반 현황
1. 직원 현황
교육전문직원

일반직

기록
교육
상담 특수
구분
연구
공무
교사 교사
장학관 장학사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사
직

계

정원

5

21

1

4

20

41

25

현원

5

21

1

4

18

40

18

7

1

5

10

22

155

1

5

10

22

152

2. 조직

교 육 장

교육지원국

초

중

등

등

생

교

교

체

육

육

육

과

과

평

과

행정지원국

학
교
통
합
지
원
센
터

행

교

교

정

육

육

지

재

시

원

정

설

과

과

과

※ 교육지원청: 2국 7과 26담당
※ 소속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김해학생체육관, 경상남도교육청 진영도서관, 경상남
도교육청 김해지혜의바다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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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추/진/성/과
【신설 사업】초등 학교 밖 누리교실 및 누리샘 운영
□ 사업 개요
영역
학교 밖
누리교실

누리샘

구분

2021년도 운영

운영주체
운영기간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2021. 11. ~ 2021. 12.
온라인 플랫폼(실시간 쌍방향 수업, 동영상 수업 콘텐츠)
오프라인 누리교실(교원자격 소지 강사, 마을교사)
교과보충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
442,150천원
교육지원청 및 해당학교
2021.6.~2021.12.(2021년도 한시적 운영)
주 20시간 / 주 40시간 2개 유형의 인력지원
기초학력 보충 지도ㆍ상담이 필요한 학생
1,004,850천원

지원유형
지원대상
예산
운영주제
운영기간
지원유형
지원대상
예산

□ 추진 성과
- (학교 밖 온라인 누리교실) 누리교실 플랫폼 지원 : 210강좌, 3,512차시
구분
김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
동영상 수업 콘텐츠
강좌 수
총 차시
강좌 수
총 차시
42
799
168
2,713
교과 프로그램 34강좌 교과 프로그램 141강좌
기타 프로그램 8강좌 기타 프로그램 27강좌

온라인 누리교실
강좌 수 총 차시
210

3,512

- (학교 밖 오프라인 누리교실) 찾아가는 누리교실 지원
구분
김해
구분
김해

배치 학교
8교
희망 학교
10교

교원자격 소지 강사
배치 강사
협력 수업
13명
220차시
마을교사
희망 프로그램 수
17개

방과후 수업
88차시
마을교사 수
14명

- (초등 누리샘) 온라인튜터 운영 지원
·초 26교, 주 40시간 단위 59.5명 / 중 9교, 주 40시간 단위 22명 지원
·학교 현장 모니터링 실시를 통한 초등 누리샘 운영의 내실화(연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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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사업】김해 수업혁신네트워크 운영
□ 사업 개요
- 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과 학교의 교육 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
- 초등 수업혁신네트워크 운영(6개 영역, 총 59명)
- 중등 수업혁신네트워크 운영(8개 영역, 총 51명)
- 예산: 11,492천원
□ 추진 성과
- 초ㆍ중등 상ㆍ하반기 수업혁신네트워크 협의회 실시(영역별 2회)
- 초등 수업혁신네트워크 지원단 역량 강화 연수(8월, 12시간, 지원단 44명 이수)
- 초등 수업혁신네트워크 연중 학교로 찾아가는 컨설팅 지원(상․하 71회)
- 중등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특수분야 연수기관 운영(중 29교, 34개 단체 운영)
- 중등 수업혁신네트워크 연수 강사비 지원(중 5교, 고 3교, 총 21명)
- 초등 수업혁신네트워크와 함께하는 현장 사례 나눔(11~12월, 172명, 대면토크)

【강조한 사업】기초학력 지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 사업 개요
구분
지원인력
지원대상
학습회기
예산

2020년도 운영
학습코칭단 4명
40명
학생별 20회기 이내
56,000천원

2021년도 운영
학습코칭단 5명
97명
학생별 20회기 이상
71,100천원

□ 추진 성과
- 학습코칭단 채용(3월)→지원대상 학생 추천(3월)→대상학생 진단검사 및
기초상담(4월)→학습코칭(5월)→찾아가는 현장 모니터링(5월, 11월, 초 8교)
- 기초학력 향상 교원 역량강화 원격 직무연수 운영(6~7월, 초등교사 177명, 4,200천원)
- 김해학습종합클리닉센터 학습코칭단 협의회(2회)
- 하반기 기초학력 향상 찾아가는 현장 모니터링(11월, 초 3교)
- 김해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학습코칭단 사업 반성회(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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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 사업】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지원
□ 사업 개요
- 코로나19 국내 첫 환자가 보고된 후(2020. 1. 20.)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
되는 상황으로 위기단계 상향(2020. 2. 23. 경계 → 심각)
- 코로나19 상황실 운영 및 일일 상황 모니터링
- 등교수업 이후 코나19 확산 방지 및 선제적·안정적 방역 체계 구축 및
방역 물품·예산 지원
□ 추진 성과
순

제목

내용

지원학교

1

1학기 학교
방역 활동
인건비 지원

감염병 예방을 위한
1학기 방역 활동 지원

163교
(유,초,중,고,특수
학교)

2,040,600

2

2학기 학교
방역 활동
인건비 지원

감염병 예방을 위한
2학기 방역 활동 지원

208교
(유,초,중,고,특수
학교)

2,062,200

3

신설학교
열화상카메라
구입비 지원

신설 학교 열화상카메라
구입비(100명 이상 학교 1대)

1교
(신설 학교)

7,800

4

보건인력
인건비 지원

보건교사 미배치교 및
과대학교 보건인력 지원

41교
(희망 학교)

178,760

5

신학기
방역 물품
(소독티슈) 지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티슈 지원

209교
(유,초,중,고,특수
학교)

57,068

6

유치원 및 초등
저학년 교직원
투명마스크
지원

유치원 및 초등 저학년
학생 수업 참여도 및
집중도 향상을 위한
투명마스크 지원

151교
(유,초,특수학교)

7,151

7

하절기 학생 및
교직원
비말차단용(KFAD) 마스크
지원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하절기 마스크 지원

209교
(유,초,중,고,특수
학교)

147,496

8

2학기
방역물품(소독
티슈 외 3종)
지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물품 지원

209교
(유,초,중,고,특수
학교)

15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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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 사업】소통과 공감의 다문화 이해 교육
□ 사업 개요
- 다문화교육 이해 연수 및 체험활동을 통한 역량 강화
- 한국어학급 증설로 다문화 학생의 원활한 공교육 진입 유도
- 김해지역 다문화 관련 단체와 연계한 학생지원
□ 추진 성과
- 초·중학교 교원 다문화 이해 연수 운영
·‘2021.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직무연수’운영(10월~11월, 초·중9개교 교직원)
- 김해 바르게 알기 체험활동 운영
·‘2021. 행복한 동행, 찾아가는 다문화 학생 체험 캠프’운영(7월~9월,
초․중 8개교 다문화 학생 및 교원 230명 참여)
· 김해 역사 및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체험 중심의 캠프 운영
- 다문화 학생의 원활한 공교육 진입 유도를 위한 맞춤형 지원
·‘다문화 교육 특별(한국어)학급’지원(3월~ 12월, 초․중 9교 16학급)
구분

2020년도 운영

2021년도 운영

학교(급)수

7교(14학급)

9교(16학급)

학생수

215명

189명

예산

390,000천원

390,000천원

비고
․ 2019년까지 유입 학생이 많음
․ 2020~2021년 코로나로 인해 유입 인구가 적음
․ 특별(한국어)학급은 2년 과정임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 운영
구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10교 13명(33,000천원)

맞춤형 교육비 지원

34교 361명(216,000천원)

이중언어 강사 지원

8교(9,600천원)

MOU 협약 등

비고

6교 10명(18,000천원)
55교 447명(267,000천원) 1인당 600천원
7교(7,200천원)

다문화 통번역지원(4기관) 다가치교육지원단(6기관)

· 다문화 교육 동부거점센터(김해합성초)와 함께하는 컨설팅 지원
구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현장 컨설팅

2회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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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 사업】초등학교 광역 통학구역 지정·운영
□ 사업 개요
- 김해 북부·진영지역 초등학교의 과대·과밀 해소 및 동·읍지역 학교와
면지역 소규모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 학생 수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지역 소규모 학교의 적정규모
학교 운영으로 공교육 정상화
- 면지역 소규모학교 교육과정을 선호하는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부여에
따른 교육수요자 요구 충족
□ 추진 성과
- 2022학년도 광역 통학구역 대상 학교 확대 운영 지정 완료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전출학교

전입학교

전출학교

전입학교

진영금병초
진영중앙초

(창원)신등초

진영금병초
진영중앙초

(창원)신등초
(창원)우암초

김해신명초
김해구지초
화정초

생림초, 안명초
용산초, 이북초
이작초

김해신명초
김해구지초
화정초, 삼계초

생림초, 안명초
용산초, 이북초
이작초, 금동초

·진영지역 과대․과밀해소 및 작은학교 선택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요구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진영금병초, 진영중앙초의 광역 통학구역을 기존
(창원)신등초 1교에서 (창원)우암초 추가 확대 운영 확정
·금동초등학교의 광역 통학구역 지정 요구에 따른 위원회 검토 후 김해
북부지역 4개 과대 학교(김해신명초, 김해구지초, 화정초, 삼계초) 학생
금동초등학교 전입으로 교육 수요자 선택권 확대
- 2021학년도 광역 통학구역 운영 결과 보고회 실시(4,12월, 2회)
·작은학교 교장 5명, 교육장외 지원청 관계자 10명(총 15명)
·광역 통학구역 운영에 따른 통학 편의 지원 확대 및 운영 방안 모색
·학교 시설 현대화 및 교육환경 여건이 개선되도록 지원 검토
·광역 통학구역 운영 활성화 및 학생 유입을 위한 특색교육과정 운영
결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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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추/진/계/획
【신설 사업】삶과 자연이 하나되는 김해 ECO STREAM 환경교육
□ 근거
- 경남교육청‘환경교육 활성화 5개년 계획’(2020.10.)
- 2022 김해교육 (1-3-1 환경교육 특구 운영)
□ 사업 추진 필요성
- 2022 경남교육 정책 현안 생태환경교육 대전환의 내실 있는 운영
- 김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학생, 학부모 및 교사가 참여하는 기후
환경 지킴이 실천 운동 확산
□ 2022년 추진 과제
가. 예산: 96,000천원(예정)
나. 주요 추진 내용
구분
교육과정
연계

⇩

환경을

만남

생태를

앎

실천적

삶

연대적

돌봄
⇩

지속적
미래

추진 내용
▶교육과정 연계 생태환경 이해교육
▶에-플 다이어트 실천 교육
▶학교 안팎을 활용한 생태환경 교육

교육자원
학교 교육과정
연계

▶김해 ECO STREAM 교육 서포터즈 운영
-교사 지원단, 학생 동아리
-청렴 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해반천 환경정화
해반천벨트(도심하천)
▶김해 ECO STREAM 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
-아이톡톡 에드위드 온라인 오픈 콘텐츠 제작 보급
율하천벨트(도심하천)
▶김해 ECO STREAM MAPPING(생태환경지도)
-서식 어류, 조류, 수질, 오염 및 위험요소 등 포함
대청천벨트(도심하천)
▶김해 ECO STREAM 돌봄 캠페인
-지구 내 학교, 학교교사 지원단, 학생동아리,
환경단체 네트워크 지역사회 등 참여
화포천 벨트 (습지) / 대포천 벨트 (하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김해 환경 진로프로그램 학생 동아리 운영

단위학교
학생동아리

□ 김해교육의 변화
가. 학교 환경교육과정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중심 생태환경교육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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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사업】지역 사회와 연계한 무계행복마을학교 신설·운영
□ 근거
- 2022 김해교육 (1-5-2 행복마을학교 운영)
□ 사업 추진 필요성
- 교육청과 지역 사회의 협력을 통한 미래형 배움터 행복마을학교 구축
- 청소년과 지역민이 함께 배우고 만들어 가는 마을교육공동체 실현
□ 2022년 추진 과제
가. 예산: 220,000천원
나. 학생 주도 행복마을프로젝트 운영(초5~고3 학생, 제빵실 외 3실)
- 과정: 프로젝트 발의→내용 협의→과정 계획→팀 구성→수행→결과 발표 및 나눔
- 운영 프로젝트: 메이커 교육, 드론 교육, 제과제빵, 공예, 영상 제작 등
다. 청소년 자치배움터 운영(초5~고3 학생)
- 운영 프로젝트: 청소년 의회, 청소년 마을 기자단, 청소년 봉사단, 청소년 문화기획단
라. 지역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역 주민, 주1회, 연중)
- 프로그램: 3D프린팅, 우쿨렐레, 어반스케쳐스 등
□ 김해교육의 변화
가. 학교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신설 사업】초·중등 지역화 교재 제작·활용
□ 근거

- 2022 경남교육(2-6-1 우리 삶으로 이어가는 역사교육)
□ 사업 추진 필요성
- 수업 보조교재 제공을 통한 초등 3학년 사회과 교육과정(우리 고장) 운영 내실화
- 지역의 특색, 문화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 교육 및 지역사랑 고취

□ 2022년 추진 과제
가. 예산: 96,000천원(43,000천원_자체, 50,000천원_지자체)
나. 초등 지역화 학습 도움자료 제작․활용(초 3, 6,300부, 63,000천원)
다. 중등「김해역사 눈높이 교재」교육자료 제작․활용(중 1, 1,675부, 30,000천원)
라. 교재 활용 연수(2월, 초 3학년 담임교사 / 8월, 중 1학년 관련 교과 교사)
마. 활용 우수 사례 수업 공유 및 나눔(초․중, 10월)
□ 김해교육의 변화
가. 지역에 대한 관심도 향상으로 지역사랑 마음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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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사업】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블렌디드 수업 내실화
□ 근거
- 2022 경남교육(1-1-2 모든 학교 배움중심수업 실천)
□ 확대/강화 방향
- 지식중심 교육에서 배움을 즐기는 역량 중심 미래교육으로 변화
- 미래형 학생 맞춤형 수업 혁신
□ 2022년 추진 과제
가. 블렌디드 수업을 위한 지원 체제 구축
-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1인 1기 보급: 태블릿PC, 노트북(초․중․고)
- 스마트단말기 통합관리센터: 기기AS 및 양품화, 기기 관리 전환 및 지원
나. 블렌디드 수업 활성화
- 학교 밖 전문적학습공동체 공모․운영(3~4월, 3팀, 팀별 2,000천원)
·공모․선정→대표단 협의회→연구활동 운영→사례 나눔 및 성과 공유
·자체 역량 강화 연수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소통 강화
- 수업 지원단 구성(4월)→협의회(연 2회)→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운영(연중)
- 교원 역량 강화 연수(8월, 초․중등 교사 200여명, 온․오프라인)
·수업 콘텐츠 제작․공유(VLLO 동영상, 미리캔버스 온라인 PPT, VR콘텐츠 제작 등)
- 블렌디드 수업 나눔 한마당 운영(11월, 온․오프라인 수업사례 공유)
□ 김해교육의 변화
가. 블렌디드 수업 환경 구축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학습 기회 확대
나. 블렌디드 수업 설계 및 플랫폼 활용 능력 신장을 통한 교원의 미래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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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사업】학교 밖 누리교실 확대 운영
□ 근거
- 2022 경남교육(1-1-3 기초학력 보장으로 학습격차 해소)
□ 확대/강화 방향
구분

2021년도 운영 방향

지원대상

지원방법

2022년도 운영 방향
-초ㆍ중 학생
-초등 학생
-교육취약계층별 특화 수업 개설
(다문화 학생, 기초학력 지원
대상 학생 등)
-온라인 누리교실 플랫폼 운영 -온라인 누리교실 플랫폼 재구조화
(강좌 확대, 프로그램 범주화)
-오프라인 누리교실 운영
-오프라인 누리교실 운영의 자율권
(교원자격소지강사, 마을교사에 제한) 확대(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

□ 2022년 추진 과제
가. 온라인 누리교실 추진 내용
시기
2월

3월

대상
추진 내용
중학생
대상 학년 및 지원 교과, 교원 수요 조사
중등 교원
초중
․ 교원 실시간 쌍방향 수업, 동영상 수업 콘텐츠 제작 참여 교사 공모
초중
․ 학생 실시간 쌍방향 수업, 동영상 수업 콘텐츠 참여 학생 신청
지원단

온라인 누리교실 지원단 구성 및 강좌별 매칭

8월

운영 교원 온라인 누리교실 참여 교사 역량강화 연수(1회)

연중

지원단 지원단을 통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 모니터링 및 동영상
운영 교원 수업콘텐츠 질 점검

연2회

지원단

온라인 누리교실 지원단 협의회 실시

나. 교육취약계층(다문화, 기초학력지원대상)을 위한 특화 수업(실시간
쌍방향수업 강사와 학생간 1:1 매칭)
다.‘찾아가는 선생님’오프라인 누리교실 운영(지원청,학교 중 선택 운영)
□ 김해교육의 변화
가. 지역과 시공을 초월한 온라인 개별 맞춤형 학습 제공으로 학습결손
및 교육격차 해소
나.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 제고 및 사교육비 경감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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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사업】회복적 생활교육 강화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활동
□ 근거
- 2022 김해교육(2-2-2 존중하고 배려하는 생활교육, 2-2-3 학교폭력 예방 대응 역량 강화)
□ 확대/강화 방향
구분
운영 대상

2021년도 운영
- 초ㆍ중ㆍ고ㆍ특수학생 및 교사

운영 중점

- 학교폭력 사안 바로지원팀 운영
- 교원의 학생생활교육 전문성강화

예산

- 3,000천원

-

2022년도 운영
초ㆍ중ㆍ고ㆍ특수 학생 및 교사
관계회복지원단 구성·운영
학교폭력 사안 학교장 자체해결 역량 강화
교원의 학생생활교육 전문성강화
21.196천원

□ 2022년 추진 과제
가. 관계회복지원단 구성ㆍ운영
- 조정ㆍ자문위원을 포함한 12~20명 내외의 관계회복지원단 구성
-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교 폭력 예방 지원
구분

프로그램

운영 내용

찾아가는
- 갈등발생 시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사전 학교폭력예방 ·2021학년도 학교폭력 다수 발생 학교 분석→학교 맞춤형 교사 대상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연수→갈등 대응 역량 강화→학교폭력 예방
길라잡이 운영
갈등
ONE-STOP
- 갈등 발생부터 학교장 자체 종결까지 ONE-STOP 지원
발생 프로그램 운영 ·갈등 발생→조기 개입→갈등조정→관계회복→학교장 자체 종결
- 사후 지속적인 관계회복 모니터링 및 학교생활 적응 지원
관계회복
·학교 요청 및 지원청 모니터링→찾아가는 맞춤형 관계 회복
사후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지원→가․피해 학생의 원활하고 행복한 학교생활 지원
평가 및 환류

-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를 통한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평가 및 환류

나. 관계회복 중심의 갈등조정 프로그램 홍보(연중)
다. 교원의 회복적생활교육 역량강화 직무연수 운영(전 학교 담당자, 2회)
- 학급 내 갈등 발생 초기에 개입하여 심각한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능력 향상
- 민주적 소통과 의사결정 방식 배우기 및 공동체와 존중의 약속 만들기
□ 김해교육의 변화
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관계 회복 지원으로 단위
학교의 교육적 해결 역량 강화
나. 처벌중심의 생활지도 방법 대신 회복중심의 지도 역량 강화
- 77 -

■ 077

배움이 즐거운 학교·함께 가꾸는 경남교육

【강조 사업】학교통합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근거
- 2022 김해교육 (5-1-1 교육본질 중심 학교 운영 기반 조성)
□ 강화 방향
구분
운영 대상 운영 중점 예산
-

2021년도 운영
공립 유ㆍ초ㆍ중ㆍ고
학교통합지원 기반 조성
학교통합지원 업무 맞춤 운영
학교통합지원 평가 및 환류
253,450천원

-

2022년도 운영
공립 유ㆍ초ㆍ중ㆍ고
협력적 통합지원 체계 마련
학교통합지원플랫폼 운영 지원
현장의 학교통합지원 체감도 향상
327,212천원

□ 2022년 추진 과제
가. 협력적 학교통합지원 체계 마련
- 부서간 협업 체계 구축(1회, 부서별 팀장 및 업무 담당자 대상)
- 학교통합지원 모니터링단 구성․운영(10명 내외, 연중)
- 담당자 연수 및 다모임 운영(6회)
나. 도교육청 연계 원스톱 학교통합지원 플랫폼 운영 지원(연중)
다. 현장의 학교통합지원 체감도 향상
유형별
프로그램

운영 내용
- 학교통합지원 콜센터 운영
(상시지원) 교육활동, 학교폭력예방, 행정활동, 학교시설유지 등

문제해결형

(전화, 홈페이지, 업무메일, 공문 등 요청에 따른 지원)

(특별지원) 학교 교육활동 위기 상황 발생 시 바로지원팀 운영
(학교요청 시 검토 후 즉시 맞춤형 통합 지원)

∙
업무경감형 ∙
∙
∙
∙
지역맞춤형
∙

학교통합지원 유형별 맞춤식 교육활동 지원
학교 교무행정팀과 연계한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업무 지원
지역사회 연계 사회안전망 구축 및 지원
계약제교원 채용 관리 지원 및 교직원 법정 의무교육 강사 인력풀 관리
학교시설 유지보수 지원
학생사안(학교폭력,아동학대,자살 등) 처리 관련 행정업무 지원
학생사안 처리를 위한 역량강화 연수 운영(관리자 및 담당자, 3회)
관계회복지원단 운영(20명 내외),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지원
학교폭력 관계회복 ONE STOP 지원(상시), 홍보 및 모니터링

□ 김해교육의 변화
가. 학교 맞춤형 지원 체제 구축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학교문화 조성
나. 학교지원중심 교육지원청 기능 강화를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
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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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사업】배움과 체험으로 가야얼을 잇는 김해인 양성
□ 근거
- 2022 김해교육. [특색과제 1] 배움과 체험으로 가야얼을 잇는 김해인 양성
□ 확대/강화 방향
구분
참가대상

2021년
- 교육지원청 및 학생‧교직원 등

추진내용

- 교육과정 연계 운영
- 체험활동

예산

- 11,000천원

-

2022년
교육지원청 및 학생‧교직원 등
교육과정 연계 운영
지역화 교재 활용
체험활동
전문가 협의체 구축
21,800천원

□ 2022년 추진 과제
가. 가야역사 이해교육
- 지역화 교재 활용 내고장 이해교육 내실화(초 3, 중 1 학생)
- 교육과정 연계 가야사 수업 도움자료‘가야를 만나다’제작․활용
-‘우리동네 문화재 이야기’박물관 체험 학습 운영(김해박물관 연계)
나. 가야문화 체험 활동
- 학교별 특성에 맞는 가야문화 체험 활동 전개(전 학교, 연중)
- 진로 체험 연계 가야 역사 탐방 프로그램 운영(중학생, 1회)
- 학교별 가야 누리단 학생 동아리 구성․운영(중학생, 5개 동아리)
다. 가야얼 계승 지원 체계 구축
- 김해역사 체험 교원 연수 실시(연 2회)
- 김해역사 계승 전문가 협의회 구성․운영(교원 및 일반전문가)
· 가야얼 지도자료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체험활동 및 연수 운영 자문 등
-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가야 누리길 걷기 운영
□ 김해교육의 변화
가. 삶과 연결된 지역사 교육 활성화
나. 생활 속 실천으로 역사의식 함양 및 역사 교원 역량 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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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교육지원청
I. 일반 현황
1. 직원 현황
교육전문직원

구분

일반직

기록 상담 특수 교육
장학사
장학관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사 교사 교사 공무직
(인턴)

정원

2

8

2

7

22

9

현원

2

8(1)

2

8

16

8

5

계

1

4

5

14

74

1

4

5

14

73

2. 조직

교 육 장

교육지원과

초
등
교
육
담
당

중
등
교
육
담
당

평
생
체
육
담
당

학교통합

행정지원과

보
건
급
식
담
당

행
정
지
원
담
당

교
육
재
정
담
당

교
육
협
력
담
당

전
산
정
보
담
당

지원센터

시
설
지
원
담
당

교
육
활
동
·
학
교
폭
력
지
원

행
정
·
시
설
활
동
지
원

※ 교육지원청: 3과 11담당
※ 소속기관: 경상남도교육청 밀양도서관, 경상남도교육청 하남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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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추/진/성/과
【신설 사업】밀양행복마을학교[햇살학교] 운영
□ 사업 개요
밀양행복마을학교(햇살학교)는 ‘밀양을 통한, 밀양에 관한, 밀양을 위한 교육’으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밀양행복마을학교
학교-지역사회의 협력으로 상생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목표로 하여 밀양의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적 인프라를 연결하여 밀양 마을교육의 플랫폼으로 미래역량을 기르는 햇살교육과정을 운영

가. 밀양행복마을학교 기반 조성 및 운영
- 위치 : 구) 청학서점, 밀양시 남천강변로 55-3 (내일동 94-2)
- 면적 : 지상 3층, 210.6㎡(교실 및 사무공간 포함)
- 2021. 4. 2.(금) 개관식 이후 다양한 체험형, 연결형, 공공형 프로그램 운영

나. 밀양행복마을학교 교육과정 운영(17개 프로그램, 2,700여명 참여(중복인원 포함))
- 학생 학부모와 함께하는 체험형 프로그램
• 햇살학교 맛보기(마크라메, 웹툰, 캐리커쳐, 캄포도마 만들기)

• 내 아이와 함께 하는 햇살학교(가죽 폰케이스, 보드, 커피인문학, 진학특강)
• 햇살학교와 함께 효도해효(孝)(카네이션 꽃풍선, 마크라메 카네이션)

• 오감만족 슬기로운 체험생활(블루베리 체험, 치즈 체험, 공연관람)

• 토요프로그램(웹툰 기초, 심화, 독서토론, 목공), 방과후 웹툰교실

-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는 연결형 프로그램
• 교육과정 연결형(코딩, 웹툰, 보드게임): 학급단위로 프로그램 참여

• 주제 연결형(푸른 지구 만들기, 가을 어쩌다 그림책)

• 여름방학 놀면 뭐하니?(웹툰, 일러스트, 코딩, 제과제빵, 네일)

- 공공형 프로그램: 학생, 학부모, 시민의 전시, 공연 공간 제공
□ 추진 성과
- (교육 생태계 확장)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플랫폼을 제공
- (만족도 제고) 학생, 학부모, 지역민, 마을활동가의 교육기회 확대로 만족도 향상
※ 2021.12. 행복교육지구 만족도 조사 [설문응답자 794명, 만족이상 9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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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사업】찾아가는 창의체험형 수학 누리교실
(찾아가는 하브루타 수학 누리교실, 찾아가는 창의 수학 누리교실)
□ 사업 개요
가. 도교육청 누리교실 특별프로그램 예산을 신청하여 창의력 프로그램
운영 강사 지원 및 교구 구입
나. 하브루타 수학 교구, 창의력 수학 교구를 활용하여 수학에 대한 이
해향상 및 응용 체험교육 실시
다. 돌봄교실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2차시(40분 수업)활용하여 학생 수준
을 고려한 맞춤형 체험프로그램 운영
라. 하브루타 및 창의수학 지도 강사가 교육지원청 구입 교구를 가지고
학생들 수준에 맞추어 직접 만지고,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수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돌봄교실 학생들이 또 다른 수학 창의
력 수업을 기대함
마. 1차 창의체험형 수학 누리교실 프로그램 운영(26개 돌봄교실)
- 찾아가는 하브루타 수학 누리교실 운영: 강사 3명, 30차시 운영
- 찾아가는 창의 수학 누리교실 운영: 강사 4명, 44차시 운영
바. 2차 창의체험형 수학누리교실 운영
- 13개 돌봄교실 2개 프로그램 52차시 신청 및 운영
- 교육지원과 누리교실 담당자 및 돌봄교실 담당자 합동 컨설팅 운영

□ 추진 성과
가. 돌봄교실 참여 학생들의 창의력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나. 수학에 대한 즐거운 경험의 제공을 통한 수학과목에 대한 호기심 향상
다.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한 창의력 및 복합적 사고 능력 증진
라. 보육 위주의 돌봄교실에 강사, 교구가 함께 하는 체험중심의 수학
프로그램 제공으로 학생, 돌봄전담사의 만족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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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사업】행복한 성장지원을 위한“우리동네 네트워크”구축
□ 사업 개요
[우리동네 네트워크]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우리마을 기관(개인)의 연계협력을 통한 교육취약계층학생
에게는 개인성장지원, 지역은 재능기부로 함께 성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가. 구축기: 지역자원 수집, 사업 설명 및 홍보, 발굴 및 활동 제안
나. 발전기: 네트워크 지원 활성화, 모니터링 및 관계망 유지‧확대
다. 도약기: 지역형 지원방안 모색, 지역 내 빈틈없는 네트워크 체제 가동
우리동네 네트워크
구축기
∘계획 수립(3월)
∘홍보(보도자료, 홈페이지,
찾아가는 설명회 운영 등)

우리동네 네트워크
발전기

우리동네 네트워크
도약기

∘지원현황 모니터링
∘기관 2곳 협약체결(4-6월)
∘교육복지 동아리 학생들이
∘개인 4곳 협약체결(6-8월)
⇨
⇨ 만든 물품 협약기관 전달
∘관내 초‧중‧고 학생 선정 및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120명)
감사장 전달 및 언론보도

□ 추진 성과
협약기관명

세부내용

지원내용

비고

1호점(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지역사회 통합사례관리 지원

협의회 10회

2호점(어린이재단경남본부)

학생 주거 및 공부방 개선 지원

4가정 지원

68,000천원

3호점(다비치 안경점)

월 5명씩 안경 무료지원

30명지원

(9월~현재)

4호점(1001 안경점)

월 5명씩 안경 무료지원

30명지원

(9월~현재)

5호점(헤어붐 미용실)

월 5명씩 헤어컷 무료지원

30명지원

(9월~현재)

6호점(제일치과의원)

월 5명씩 충치치료 무료지원

30명지원

(9월~현재)

가. 지역사회가 마을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함
나. 교육지원청 중심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다. 교육복지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학생의 위기 예방
➡ 우리마을 아이들이 ‘받는 행복에서 주는 행복’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복지의 선순환

086 ■

경남교육

- 86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신설 사업】학교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효자손 지원 사업」
□ 사업 개요
사람의 손이 잘 닿지 않는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효자손처럼 학교에서 업체 의
뢰하기에는 소규모이고,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전문적 기술이 부족해서 수리나
개선이 어려운 일을 지원하는 사업

가. 수요자 중심 지원을 위한 소규모 시설 보수
- 학교 현장방문을 통한 의견수렴으로 방치된 소규모 시설물 우선 보수
- 지원현황: 공립 유·초·중·고(25개교)
※ 보도블럭 정비, 타일 보수, 부분 도색, 용접 등 9종
나. 야외 교육활동 공간 최적화 지원을 위한 운동장 관리기 운용
- 코로나19로 야외 교육활동이 감소 되어 관리가 잘되지 않은 운동장의
잡초·잔돌 등 제거로 대면 야외 교육활동 지원
- 지원현황: 공립 유·초·중·고(11개교)
다. 교육과정을 고려한 냉난방기 필터 청소 지원
- 2021. 2학기 전면등교에 따른 선제적·적극적 지원으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권 확보
- 지원현황: 공립 유·초·중·고(18개교, 850대)
□ 추진 성과
- (만족도 제고) 수요자 중심 적기 지원 및 행정업무 경감
※ 2021.12. 교직원 만족도 조사[설문응답자: 교당 3명(90명), 만족 이상 97.2%]
- (공익성 및 책무성 강화) 사회적 기업과의 계약 및 업무협약 체결
- (예산 절감) 공종별 일괄 발주 및 직접지원으로 학교별 공사 대비 예산절감
사업명
예산절감액

소규모 시설
보수 지원
천원

운동장 관리기
운용 사업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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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지원
천원

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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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 사업】또다른 미래교육이 있는 곳, 작은학교 활성화
□ 사업 개요
가. 학교․지원청․유관기관․지역과 연계하여 작은학교의 현실 공유 및 인식 제고
나. 작은학교의 여건과 특색에 맞는 특색과제 발굴
다. 지속가능한 작은학교 지원을 통한 작은학교 교육력 강화
□ 추진 성과
가. 작은 학교 지원 TF 구성 및 운영
- (1단계) 작은 학교 교감 및 업무담당자 총 15명, 3회(5,7,12월)
- (2단계) 각과 과장 및 해당 학교장, 읍면장, 지역민 등 총 18명, 1회(5월)
나. 100人‧100分 작은 학교 활성화 대토론회 개최
- 패널 5명, 교육공동체 95명, 6.17.(목)
다.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연수 및 컨설팅
- 상주초․신등초 업무담당자 초청 연수 및 컨설팅, 7.12.(월)
- 산동초, 상남초, 숭진초 현장컨설팅, 9.8.(수) ~ 9.14.(화)
라. 초등광역통학구역 확대실시 및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 고시
- (초) 동‧읍‧면지구 큰학교 6개교에서 60명 이하 학교 11개교로의 일방향
전입학(2021.10.1.시행)
- (중) 산외초 졸업생(괴곡 등 5개 마을 제외)은 제16학교군, 동강중학구,
홍제중학구 선택 지원(2022.3.1.시행)
마. 지원청․시청 업무협약: 작은 학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0.20.(수)
바. 공동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간담회 및 연수
- (학교장 간담회) 특색 교육과정 운영 등 작은 학교 활성화 방안(11월)
- (교사 연수) 작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연수(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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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듬은 사업】‘밀양 얼’함양 교육 사업
□ 사업 개요
가.‘밀양의 독립운동의 성지’이미지 제고와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밀양 얼’중기 계획 수립
나. 지역과 연계한 교육사업을 통한 ‘밀양 얼’특색교육 실천
□ 추진 성과
가. 자유학년제, 진로교육을 위한 ‘밀양 얼’길 개발 및 학생 참여
- 독립의길, 선비의 길, 표충의 길, 미래의 길 등 4개 길 개발,
- 12교 1,000명 활용
나.‘밀양을 울리다’ 학교종 소리 교체
- 밀양아리랑, 독립군가를 학교종소리 음원 개발(미리벌초 관현악단)
- 전 학교 2021.경술국치일 계기교육, 학교종소리로 활용
다. 2021년 밀양 독립운동사 아카데미 특수분야 직무연수 실시(7회차)
- 경남교원 23명, 15시간 특수분야 직무연수 실시
-‘독립운동의 결정적 10장면’등 강의 및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라. 밀양 독립운동사 연구회 창립
- 경남 초, 중, 고 교원 20명(공모)
- 계기교육 자료 개발, 밀양 얼 길 개발, 밀양 청소년의열단 지도
마. 2021년 경술국치일 특별 계기교육
- 학교장 계기교육 실시
- 초ㆍ중등 교육자료 10종 개발ㆍ보급(밀양 독립운동사연구회)
-‘독립군의 후예 독립군 아리랑을 부르다’유튜브 실시간 수업 공개
(미리벌 중학교, 2학년 음악과)
- 밀양 관내 전 학교 조기 게양, 검은리본 달기, 급식 계기교육 실시
- 기념포스터 제작 및 관내 전 교육기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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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추/진/계/획
【신설 사업】밀양이음교육
(교육과정-방과후학교-전문적학습공동체, 밀양교육을 잇다!)
밀양이음교육은 소규모 학교 간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으로 이음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캠퍼스형 방과후학교를 통한 학교와 학교, 수업과 방과후를
잇는 소규모학교 교육생태계 확장 사업입니다.
□ 근거
가. 2022 밀양교육(1-1-2 모든 학교 배움중심수업 실천)
나. 2022 밀양교육(4-3-1 특기․적성을 살리는 방과후학교 운영)
□ 사업 추진 필요성
가. 학생 수 감소와 소규모 학교의 증가로 학생․교사․학교의 교육이음을
통한 교육회복
나. 다양한 방과후 교육과정 지원으로 학생 선택형 교육 기반 구축 및
학부모교육 만족도 제고
□ 2022년 추진 과제
학교와 학교를 잇다
수업과 방과후를 잇다
밀양이음 교육과정

밀양이음

+ 전문적 학습공동체

캠퍼스형 방과후학교

온라인

오프라인

전문적

수업이음

수업이음

학습공동체

‘아이톡톡’

현장체험활동,

수업이음

지역탐방활동,

(소규모-소규모

체육활동,

소규모-대규모)

발표회 등

소규모학교교사
동학년 협의회
운영 등

가온
누리
학교

빛솔

옷고시

라온

학교

학교

학교

4차

창의력

산업

(하브

(드론

루타

등)

등)

예술

스포츠

(전통,

(신체

음악등)

활동)

□ 밀양교육의 변화
가. 학교와 학교, 학교와 지역을 연결하여 미래교육 생태계 기반구축, 학
생의 앎과 삶이 일치하는 교육과정 운영
나. 지역의 인적․물적․자연환경을 활용한 다양하고 특색있는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학생선택형 교육기반 구축 및 학교 교육의 기능 보완․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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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사업】밀양 다문화 어울림 체험학습 운영
□ 근거
가. 2022 경남교육(2-5-5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문화교육 및 국제화교육)
□ 사업 추진 필요성
가. 관내 다문화 학생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다문화 교육 인식 제고
나. 다문화 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하는 다문화 통합 교육 실시
다. 다문화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진로 교육 지원
□ 2022년 추진 과제
가. 다문화 어울림 담당교원 연수
교육현장의 다문화교육 수요 및 요구 수준 상승에 따라 교사(담임, 교과
담당 등)와 학부모 간의 교육정보 공유를 통한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 일시 및 장소: 2022. 5. 27.(금), 밀양교육지원청 3층 대강당
- 대상: 초.중.고등학교 다문화 담당교원 41명
나. 다문화 어울림 체험학습
(1차)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사회적 기업과 연계한 다문화 가족
힐링 캠프 운영
(2차)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하는
맞춤형 진로 교육 실시로 다양한 직업정보 제공 및 진로 탐색 지원
- 일시: (1차) 2022. 5. 14.(토) ~ 5.15.(일) 1박 2일
- 장소: (1차) 밀양 가족형 캠핑장

(2차) 2022. 8. 6.(토)

(2차) 밀양 교육기부 진로체험 기관

- 대상
(1차) 다문화 학생을 포함한 다문화 가족 40명
(2차) 다문화 학생 20명, 다문화 학생이 지정하는 일반학생 20명
□ 밀양교육의 변화
가. 다문화 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어울림 체험활동 실시로 건강한 가족
관계 개선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교육환경 구축
나. 다문화 담당교원 연수로 인한 다문화 인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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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사업】밀양의 폐교를 기록하다!
□ 근거
가. 2022 경남교육(5-8-3 교육역사문화 기록관리체계 구축)
나. 2022 밀양교육(5-7-3 교육역사문화 기록관리체계 구축)
□ 사업 추진 필요성
가. 잊혀 가는 폐교의 역사를 다시 조명하고, 기록물의 집중 수집 및 보관
나. 졸업생과 지역주민들에게 학교의 추억과 향수를 되살리는 기회 제공
□ 2022년 추진 과제
가. 폐교역사기록물 수집 및 정리
- TF를 구성하여 수집 및 활동, 제작 방향 등 협의
- 14개 관리학교에서 관리 중인 33개 폐교 기록물을 발굴하고, 목록화
- 폐교 건물과 졸업생, 근무했던 교직원을 대상으로 촬영 및 인터뷰, 관련 기록
물 기증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록물 추가 수집
- 수집된 기록물을 스캔하고 정리하여 결과물 취합
나. 동영상 제작 및 탑재
- 수집된 기록물을 활용하여 폐교 홍보 동영상 시안 구성
- TF 협의 결과 결정된 테마와 시안을 기초로 동영상 제작 의뢰 및 동영상 제작
- 밀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탑재 및 기증자 초청 행사
□ 밀양교육의 변화
가. 수집 및 정리 활동으로 밀양 폐교역사기록물의 체계화
나. 밀양 폐교사(史)에 대한 관심 향상 및 홍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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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사업】밀양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용 활성화
□ 근거
가. 2022 경남교육(3-4-3 질 높은 학교급식 운영)
□ 확대/강화 방향
구분

시범 운영

전면 시행

대상학교

시범 운영학교 10교

전 급식학교(43교)

운영기간

2021. 9월 ~ 2022. 2월 (6개월)

2022. 3월 ~

취급품목

농·수·가공품(축산물제외)

농·수·축·가공품(전품목)

계약방법

학교급식지원센터시스템(SIMS)을 이용한 수의계약

□ 2022년 추진 과제
추진 과제

내 용

협조 기관

1. 협의체 구성·운영

- 신선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
공급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

전 학교,
밀양시(센터)

- 낙찰률 상승,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한
급식 질 향상 도모
2. 우수식재료비 지원
- 2023년부터 급식인원수 300인 이상 학교
우수식재료비 220원→320원 인상 요청

밀양시
(6차산업과)

- (표준식단개발 TF) 식단의 다양성과
학교별 선호도를 고려한 식단 개발
- (시장조사 TF)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3. 각종 TF 운영 관리
위한 시장조사
- (식재료규격 TF) 효율적인 식재료 관
리를 위한 표준규격 정비

영양(교)사

□ 밀양교육의 변화
가. 지역 공공(학교)급식과 로컬푸드를 연계한 통합적인 먹거리 순환체계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나. 지역 로컬푸드 활성화 및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 학생,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급식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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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사업】문화와 삶이 하나되는‘밀양 얼’교육
□ 근거
가. 추진 근거: 2022. 밀양교육 기본계획:‘특색과제’
나. 목적: 밀양얼 교육을 통한 밀양사랑, 역사의식 고취
□ 사업 추진 필요성
가.‘밀양의 독립운동의 성지’이미지 제고와 향토사랑 및 역사의식 고취
□ 2022년 추진 과제
가. 석정 순국 80주년 기념‘밀양교육가족 밀양 3.13 만세운동 기념식’,석정
생애 뮤지컬‘광야’발표
- 일시/장소: 2022. 3. 14.(월) 14시~ / 아리랑센터 대공연장
- 참석: 밀양 교육가족 500명
- 뮤지컬 제작: 밀양영화고 학생, 밀양 학생 연합 오케스트라
나. 밀양 청소년의열단 동아리 운영
- 대상: 밀양 고교생 20명
- 내용: 발대식, 워크숍, 동아리별 주제활동, 사적지 탐방 등 1년 활동
다. 밀양 독립운동사 전국 연수
- 대상: 전국 2회, 밀양-안동 교류연수 2회 연 4회 160명 참가
- 내용: 밀양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관련강의 등 15시간 특수분야 직무연수
라. 밀양 독립운동연구회 운영: 경남 초,중등 교사 20명
마. 독립운동사 관련 계기교육
- 대상: 밀양 관내 전 교육기관
- 계기교육일: 7.27 휴전 협정일,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
바. 학교 계기교육 담당자 연수: 전 학교 담당자 41명(전반기)
□ 밀양교육의 변화
가. 밀양의‘독립운동의 성지’로서의 이미지 제고
나. 밀양 향토사랑, 나라사랑의식ㆍ역사의식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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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사업】교육의 본질 회복을 돕는「효자손 지원 사업 2.0」
□ 근거
가. 2022. 학교 업무경감 및 효율화 특교사업 교육지원청 기능 강화 사업 계획서
□ 확대/강화 방향
사업내용

2021년

소규모 시설 보수 지원

- 단기간 사업 진행
- 사회적 기업과 업무협약

운동장 관리 지원
교육과정 연계 지원

2022년

- 연중 지원
- 지원사업 추가 발굴 및 사회적 기
업과 업무추진
- 관리기 1대 운용
- 관리기 2대 운용
- 센터에서 직접 운용
- 차량 임차 및 인력 지원
- 냉난방기 필터 청소 지원
- 냉난방기 필터 청소 지원
(여름, 겨울방학 기간)
- 교실 재배치(일반교실, 특별교실 등)

□ 2022년 추진 과제
가. 안전한 학교 시설 관리를 위한 소규모 시설 보수 지원[강화/확대]
- 학교현장 방문을 통한 수요조사로 맞춤형 지원
- 사회적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지원사업 추가 발굴
나. 실외 교육 활동 보장을 위한 운동장 관리기 운용[확대]
- 2021년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교육경비 확보(13,000천원)
- 운동장 관리기 1대 추가 구입하여 2대 운용
- 효율적 지원을 위해 차량 임차·인력 채용 등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
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원으로 학생 맞이 준비 학교 환경 조성[확대]
- 냉난방기 필터 청소 지원: 개학 전 실시(2회 - 1월, 8월)
- 신학기 교실 재배치 지원: 일반교실, 특별교실 등
□ 밀양교육의 변화
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으로 교육의 본질 회복 지원
나. 지원 규모 및 시기 확대로 인한 학교의 만족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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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듬을 사업】마을교사와 함께 정서 및 관계 탄력성 회복 지원
□ 근거
가. 2022. 경남교육 1-5. 참여와 협력의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나. 2022. 경남교육 2-2. 삶의 가치를 높이는 인성교육
□ 다듬을 내용
가. 맞춤형 회복적 생활교육 운영
- 2019~2021. 밀양행복교육지구 회복적 생활교육 마을교사 인력풀 활동
구분

회복적 생활교육 입문과정(2019)

회복적 생활교육 심화실습과정(2019)

이수자 수

22

9

- 마을교사 10여 명이 회복적 학급, 신뢰 서클 만들기 학급 활동을 지원
※ 2020. 13개 학급 대상 신뢰 서클 협력수업(6차시) 진행(300여명 참여)
※ 2021. 12개 학급 대상 신뢰 서클 협력수업(8차시) 진행(250여명 참여)

나. 비폭력 대화 마을교사 양성
- 밀양행복교육지구-밀양거점학부모지원센터 연계 비폭력 대화 기본과정
(NVC1 과정, 18시간) 이수
- 현재 마을교사 공부모임을 통해 비폭력 대화 마을교사 양성
□ 2022년 추진 과제
가. 밀양행복교육지구 마을교사 양성과정의 일환으로 추가 심화과정 연
수 개설을 통해 마을교사 역량 강화
- NVC2, 스마일키퍼스 연수 등 관계 회복 활동 연수 지원
나. 마을교사 협력수업 및 회복적 생활교육 협력 수업을 통해 학생 정서
회복 지원 수업 확대: 24학급 운영 예정
- 회복적 학급 신뢰서클 만들기 협력 수업 운영(6차시 기준)
- 소규모 학교의 경우 전교생 및 학년군 단위로 통합하여 운영
□ 밀양교육의 변화
가. 마음․관계 탄력성을 회복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정서 지원
나. 다양한 교육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학생의 온전한 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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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교육지원청
I. 일반 현황
1. 직원 현황
교육전문직원
구분

일반직

장학사
장학관
4급
(인턴)

5급

6급

7급

8급

정원

2

13

3

12

24

15

현원

2

13(1)

3

11

23

5

기록 상담 특수 교육
9급 연구사 교사 교사 공무직

9

계

1

5

11

18

104

1

5

11

18

101

2. 조직

교 육 장

교육지원과

평생체육과

초

중

창

평

체

등

등

의

생

육

교

교

과

교

육

육

학

육

담

담

담

담

담

당

당

당

당

당

청

보
건

급
식

소
년

담
당

학교통합
지원센터

행정지원과

담
당

행 전 교 교 시 시
정 산 육 육 설
지
지 정 협 재
원
원 보 력 정
1
담 담 담 담 담

설
지
원
2
담

당 당 당 당 당 당

교
육
활
동
지
원
담
당

학
교
폭
력
지
원
담
당

행
정
시
설
활
동
지
원
담
당

※ 교육지원청: 4과 16담당
※ 소속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거제도서관, 경상남도교육청 거제학동학생야영수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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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추/진/성/과
【신설 사업】기후위기 대응교육, 거제 환경교육 특구 운영
□ 사업 목적
-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존을 이어가는 미래지향적 환경교육 실천
- 상생․공유의 철학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환경의 비전 제시
□ 추진 성과
- 환경교육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거제시청, 2021년 1월 체결 완료
- 해양환경동아리 운영
·관내 초․중․고 25개 동아리 운영, 동아리별 1,000천원~1,500천원 지원
- 지구를 위한 작은 발걸음 “플라노 포인트 적립 활동” 실시
·플라스틱을 일상에서 줄여나가면서 포인트 적립하는 활동
·30개 학급의 학생과 담임, 학부모 참여

- 환경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 ․ 관리자 연수 시행
·교사: 원격직무연수 30시간 운영, 4~5월 실시, 300여 명
·관리자: 개별 비대면 현장 체험형 연수 시행, 6월 170여 명 실시
- 지구를 살리는 애플 다이어트 적극적으로 추진: 연중, 관내 전 학교
- 학부모 그린멘토를 활용한 환경 감수성 올리기 연수 시행
·관내 학부모 대상, 1회 10월 실시

【신설 사업】학교와 마을이 함께 여는 행복교육지구 구축
□ 근거
- 2021 경남교육(1-4-1 행복교육지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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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 필요성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마을학교 프로그램 발굴과 역사, 문화,
생태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 발굴로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움
□ 2021년 추진 과제
- 행복교육지구 기반 조성(4대 추진과제별 5개 네트워크 운영)
- 행복한 학급 공동체 운영(학교 내, 학교 밖 전문적학습공동체 지원)
- 지역위탁형, 학교협력형, 학생중심 마을학교 운영
-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마을교육활동가 및 마을교사 인력풀
□ 거제교육의 변화
-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공동체 구성
- 학교와 학부모, 지역민이 지역교육의 주체로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
는데 기여

【신설 사업】거제진로교육지원센터 구축
□ 사업 개요
- 꿈길 운영을 통한 신규 체험처 발굴, 수준별 프로그램 정비를 위한 컨설팅
- 교육청․지자체․학교 등 지역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진로교육공동체 운영
- 자유학년제 및 진로 학교 연계 활동 운영지원
- 진로교육지원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진로 교육 내실화
□ 추진 성과
- 진로체험처 신규 발굴(14개소, 총 77개 체험처 관리 운영),
진로체험처 프로그램 신규등록(70개, 총 201개 프로그램 관리 운영),
수준별 진로 체험 프로그램 컨설팅 및 안전점검(27개소 실시)
- 지역협력체계 구축 네트워크 협의회 개최(3회, 학교장, 교감단, 진로교
사), 미래교육협의회 구성 및 협의회(3회, 27명 참여), 진로교육지원센

터 ․ 지자체 ․ 교육청 협의회(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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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학년제 및 진로 학교 연계활동 전문직업인 특강 및 토크(2회, 15
명 참여), 찾아가는 전문직업인 특강(20회, 총 3,782명 참여), 진로활동
캠프(28회, 총 3,985명 참여), 진로 체험 버스(4회, 총 97명 참여)
- 센터 특화프로그램 창의융합 진로체험‘퓨처트리’(5회, 총 96회 참
여), 2021년 거제사랑, 진로 한마당(17회, 총 2,143명 참여)

【신설 사업】2021. 경남 초‧중학생 종합체육대회 개최
□ 사업 개요
- 대회명칭: 2021. 경상남도 초․중학생종합체육대회
- 대회기간: 2021. 10월~12월 초
- 개 최 지: 거제시(일부종목 타시군)
- 주

최: 경상남도교육청

- 주

관: 경상남도체육회,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경상남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

- 후

원: 경상남도, 거제시

- 종

별: 초등학교부, 중학교부(시부, 군부)

- 경기종목 수
종목 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남
여
남
여

정식종목

시범종목

19
17
32
25

3(역도,볼링,레슬링)
2(역도,볼링)

- 대회 운영방식
·대회 참가학교는 선수단 안전, 감염병 예방을 최우선으로 참가
·종목별 경기 진행은 각 종목 가맹단체(협회 또는 연맹)에서 주관
·경기 장소 및 시기를 종목별로 분산‧개최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며 안전하게 대회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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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성과
- 숨은 체육 영재 발굴을 통한 우수 선수 육성으로 경남교육의 위상을
높임
- 스포츠 경기 참여를 통한 학생 건강 증진 및 올바른 인성 함양

【강조한 사업】청렴한 교육문화 조성
□ 사업 개요
- 외부청렴도 향상 노력
- 내부청렴도 개선 방안
- 거제 청렴 정책 홍보와 활용
□ 추진 성과
- 거제교육지원청 발주 시설공사 현장 청렴꾸러미(마스크 외) 전달 및
격려 방문(8교, 9개 현장)
- 부패취약분야(공사) 교육장 감사 편지 상반기(12곳), 하반기(8곳) 2회
발송
- 학교로 찾아가는 청렴공감협의회 실시(35교)
-‘즐거운직장만들기’일환으로 교육지원청 전직원(80여명), 소그룹(4명)
무작위 추첨하여 소통과 공감의‘알고싶어YOU’실시
- 청렴정책 추진실적 공유 및 청렴거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청렴공감
전시회 개최(청렴콘텐츠 수상작 외 25점 전시)
- 국민권익위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경상남도교육청 종합청렴도 2등급(2020년 대비 2등급 상승)
·경상남도교육청 외부청렴도 2등급(2020년 대비 2등급 상승)
·경상남도교육청 내부청렴도 2등급(2020년 대비 1등급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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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 사업】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 및 학교통합지원센터 설치
1.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
□ 사업 개요
- 교육본질 중심 학교 운영 기반 조성
- 교육본질에 전념하는 교육환경 구축
- 협력적 업무혁신 문화조성을 위한 교무행정팀(초등) 안정적 정착 지원
□ 추진 성과
-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 T/F팀 구성 및 운영(회의 2회)
- 도교육청과 함께하는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 컨설팅 참여(4회)
- 교무행정원 역량 강화 연수(5일)
- 신규 교무행정원 업무지원단 구성 및 운영(멘토-멘티 5명)

2. 학교통합지원센터 설치
□ 사업 개요
- 학교행정 대전환을 위한 학교지원 중심의 교육지원청 역할 변화 요구
- 학교 교육활동 전념 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통합지원센터 구성·운영
□ 추진 성과
- 2021.3.~12.(10개월간) 5,145건 지원
·【교육활동 지원】교육활동,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지원 1,283건
·【학교폭력 지원】학교폭력 예방·사안 처리, 회복적 조정 지원, 학
생 정서안정 지원 3,348건
·【행정활동 지원】계약제교원 채용, 행정업무 지원 297건
·【시설활동 지원】놀이기구 소독, 수목 전정, 장비 대여 등 2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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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통합지원센터 월․분야별 지원현황
영역
월
3
4
5
6
7
8
9
10
11
12
계

교육활동지원

학교폭력예방지원 행정활동지원 학교시설지원
교육 방과후 돌봄 기타 학교폭 Wee 기타 계약제 행정업 시설
장비 계
유지
활동 학교 교실
력예방 센터
교원 무지원 보수 대여
0
2
0
0
0
1
24
44
18
9
98

9
9
60
86
64
34
56
79
81
65
543

15
17
15
70
97
62
65
5
82
162
590

5
1
7
7
11
8
2
6
3
2
52

65
71
68
61
66
101
82
50
35
47
646

86
134
108
347
213
258
377
423
378
364
2,688

5
0
8
1
0
0
0
0
0
0
14

50
30
13
29
37
30
16
21
24
26
276

0
1
1
1
6
0
4
5
3
0
21

23
14
35
19
20
18
14
19
21
19
202

3
2
5
2
1
1
1
0
0
0
15

261
281
320
623
515
513
641
652
645
694
5,145

- 학교통합지원센터 만족도 조사 결과

·가장 도움 되는 점 ➠ 학교 업무경감(29.1%), 예산 절감 및 행정업무
경감(22.4%)

·만족도 순서 ➠ 학교폭력예방(19.2%), 지역맞춤 현장지원(18.8%), 행정
활동(18.5%),

교육활동(18.3%),

학교시설지원(15.5%),

바로지원(9.7%)

·지역맞춤형 사업 만족도 순서 ➠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33.3%), 도와줄
거제~ 간편 통합콜센터운영(21.5%)

·회복적 조정 프로그램 만족도 ➠ 89%
·혁신사업 등 현장 지원 만족도

➠ 93.45%(전년 대비 6.75% 상승)

【다듬은 사업】모든 학교 배움중심 수업 실천
□ 사업 개요
- 배움중심수업, 전문적학습공동체, 교육과정재구성 등 사례 중심의2021.
초‧중등 수업나눔 한마당 운영
- 수업혁신 전문적 학습공동체 컨설팅 및 수업혁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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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성과
- 2021. 초‧중등 수업나눔 한마당 운영(19강좌, 200여명 참가)
- 배움중심수업 운영 지원
·배움중심 나눔중심학교 맞춤형 컨설팅(중등 2교, 2회)
·학생 삶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연수 운영(관리자 30명, 교사 60명)
·교사수준 교육과정 운영 연수(교사 40명)
·관리자 퍼실리테이터 연수 운영(관리자 41명)
- 수업혁신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
·수업혁신 전문적 학습 공동체 연수 운영(중․고 29교, 2회)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결과 사례 나눔

【다듬은 사업】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 사업 개요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따른 기관별 협조체계 안정화
- 학교 감염병 관리 강화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 교내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교육지원청의 신속 대응 및 지원
□ 추진 성과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교내 선별진료소 운영 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현장 직접 지원하여 학교 구성원의 혼란 방지
- 교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등) 및 방역
인력 인건비(40천원/1인/1일) 지원
- 관계기관 협조체계 강화를 위한 협의회 실시(2회)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담당자 연수 실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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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추/진/계/획
【강조 사업】거제진로교육지원센터 역할 강화
□ 근거
- 경남교육 2022(1-10-1. 자기주도적 진로교육 활성화)
□ 확대/강화 방향
구분

2021년

2022년

- 교육지원청 ․ 지자체 ․ 진로교육지원센터

지원체제

-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참가 대상

- 지역 학생 및 교직원

주제

- 경남 교육현안 중심

- 교육지원청 ․ 지자체 ․ 학교 교육현안 중심

예산

- 310,000천원

- 310,000천원(지자체 190,000천원
도교육청 120,000천원)

- 지역 학생 및 교직원, 교육지원청․ 진로
교육지원센터

□ 2022년 추진 과제
가. 꿈길 운영 및 관리 강화
- 꿈길운영: 체험처 프로그램 컨설팅 및 관내 신규 체험처 발굴 확대
- 지역협력체계 구축: 진로체험지원단, 미래교육협의회, 진로교사 협의
회 등 교육지원청 ․ 지자체 ․ 학교 ․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유기적 네트

워크 구축 강화
나. 학교연계활동 집중 지원
- 학교 교육 프로그램(자유학년제 및 진로탐색 교육 활동 운영지원)
- 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진로활동 지원
-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연계 과학․진로캠프 운영(2022년 8월 예정)
다. 진로교육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 교원 연수 및 진로체험 멘토단, 체험처 프로그램 컨설턴트 연수 운영
□ 거제교육의 변화
가. 학생의 꿈과 끼를 발견하여 미래를 개척하는 자기 주도적 진로 설계 지원
나. 진로교육센터 활성화를 통한 다양하고 내실있는 진로탐색의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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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사업】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폐교재산 활용 및 관리
□ 근거
- 2022 경남교육(5-5-5 학생교육을 지원하는 효율적인 재정 관리)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4조
□ 확대/강화 방향
구분

2021년도 운영 방향

2022년도 운영 방향

운영 주체

- 교육지원청 중심

- 지자체,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중심

추진 방향

- 자체 활용 및 보존 계획
없는 폐교의 대부, 매각
추진

- 지자체, 지역주민, 교육지원청이
협업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폐교 활용

□ 2022년 추진 과제
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폐교 활용 방안 모색
나. 지역의 특색있는 관광과 연계한 누구나 찾아가는 힐링 공간
다. 지역발전을 위한 소득 창출
라. 협의회, 설명회 등을 통한 지자체와 지역주민 적극적 홍보
□ 거제교육의 변화
가.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미활용 폐교의 건전한 활용
나. 폐교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의 중심적 역할 수행
□ 폐교 현황(총괄)
폐교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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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용(6)

유상(9)

무상(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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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활용 현황
재산현황(㎡)

폐지
년도

폐교명

소재지

1

1996.3.1.

명사초등
여차분교

남부면
여차길 12-6

입목죽 미활용
10주

매각/
대부

2

일운초등
일운면
입목죽
1998.9.1. 구조라분교
구조라로2길24-1 8,457 909.01 15주 미활용

대부

3

1996.3.1.

장목초등
황포분교

장목면
황포4길6-1

5,378 690.71

미활용

대부

4

1998.9.1.

구)숭덕
초등

둔덕면
녹산2길 30-1

8,704 1,389

미활용

대부

5

1999.9.1.

6

1999.9.1.

일운초등
망월분교
동부초등
가배분교

토지 건물

기타

4,973

활용
현황

활용

순

비고

계획

2022. 대부
예정

이전대부자
무단점유 중

일운면
대부/
2022. 부분
미활용 부분매각
거제대로1761 5,769 668.92
매각 예정
동부면
6,096 924.86 입목죽
63주 미활용 대부
거제남서로2232

【강조 사업】초․중학교 광역학구제 확대 운영
□ 근거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학생 전입 확대 방안)
- 경남교육 2022(4-2-1. 학교․지역 맞춤형 학습복지 지원)
- 경남교육 2022(4-2-2. 저마다의 빛깔을 갖는 작은 학교 지원)
□ 대상학교 현황
2021년
학생수

2022년
학생수

송정초

45명

49명

거제수월초, 제산초

학부모 통학

숭덕초

52명

53명

기성초

통학차량

외포초

69명

76명

거제용소초, 국산초, 내곡초, 수월초,
아주초, 옥포초, 제산초, 진목초

학부모 통학

창호초

45명

39명

거제고현초, 거제중앙초, 중곡초,
삼룡초, 상동초

학부모 통학

상동초

1,841명

1,985명

거제고현초, 거제양정초, 계룡초,
삼룡초, 송정초, 창호초

학부모 통학

둔덕중

29명

48명

17학교군, 18학교군

자체통학

외포중

31명

42명

17학교군, 18학교군

자체통학

장목중

19명

45명

17학교군, 18학교군

자체통학

대상학교

작은학교
살리기

과밀해소

중학교군

확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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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강화 방향
구분
기 준

2021년도 운영 방향

2022년도 운영 방향
- 과대․과밀학교 해소
- 작은학교 광역 통학구역 확대

- 과대․과밀학교 해소

대상학교

- 초등학교

- 초 ․ 중학교

추진방향

- 한시적 운영 시행

- 점진적인 운영 확대

□ 2022년 추진 과제
가. 중학교 재배정․전학 시에도 광역 통학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학교 선택권 부여
나. 광역 통학구역 확대에 따른 통학 여건 개선 및 통학 편의 지원
□ 거제교육의 변화
가. 작은 학교 교육력 강화를 통한 학습권 보장
나.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부여에 따른 교육수요자가 찾아오는 학교 조성

【다듬을 사업】거제 얼~쑤 좋다! 거제얼교육
□ 근거
- 2022 경남교육(2-6-1 우리 삶으로 이어가는 역사교육)
□ 사업 정비 필요성
- 지역의 뿌리와 역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삶과 연결하는
지역 특색사업 성격 변화 필요성
- 우리 지역만의 인적․물적․자연 자원과 토박이말을 살려 쓰고자 노력하
는 교육의 필요성 증대
□ 2022년 추진 과제
가. 지역의 뿌리를 찾고 역사를 이해하는“설화교육”운영(찾아가는 설
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거제설화 관련 도서구입비 지원)
나. 지역만의 자원을 활용한 특색교육 실현(해녀문화 체험교육 실시, 거
제얼교육 실천동아리 공모 운영)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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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 속에서 함께하는 거제얼교육(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지역문화예
술 공연지원사업 실시,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섬다
님길 걷기 프로그램 실시)
라. 거제얼교육을 교육과정 속에서 실천하는 방안 탐구(거제얼교육 공모
전 실시, 거제의 이야기와 토박이말 등을 글, 그림, 사진 등으로 만
들어 작품 공모)
추진내용

세부과제
거제얼교육
실천동아리
공모
지역문화예술
공연지원사업
가을마음채움
음악회

해녀문화
체험교육

지역의
뿌리를
찾아가는
거제설화교육
섬다님길
걷기
프로그램
거제얼교육
공모전

교육지원청

• 동아리활동으로 지역 속에서 지역의 정신과 얼 계승
• 초 8교, 중 5교, 고 2교 총 15교 공모. 교당
1,000천원 교부
• 소외된 계층을 포용하는 “포용정신”의 거제얼
계승
•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공연을
통해 지역 문화 보급(10월/ 3회 공연)
• 관내 다문화, 저소득층 학생 중 희망자+담임교사
• 유네스코가 지정한 한국 해녀 문화 체험
• 해녀문화체험, 해녀복 입기, 해녀와의 만남 등
사라져가는 해녀 문화를 체험하고 싶은 학교 공모
선정
• 대상: 관내 초, 중, 고 중 희망교 대상
• 일정: 연중
• 거제의 탄생과 이야기를 만나서 지역의 뿌리를 알고
이해하는 교육
• 거제 설화를 담은 도서구입비 지원
• 찾아가는 설화교육 프로그램 지원(강사 파견)
• 연중/ 희망교
• 거제교육을 이끄는 교사를 위한 거제얼교육
• 바다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창의정신의 정신계승
• 대상: 관내 초,중,고 교원 중 희망자
• 일정: 총 3회
• 지역과 마을의 역사와 현실을 영상과 사진으로 남김
• 사라져가는 토박이말로 거제교육 표현하기
• 대상: 관내 초, 중, 고 학생 및 교사 중 희망자
• 일정: 연 1회 (6월 말까지 공모작 접수)

학교
▹공모 신청 많이
하도록 협조
▹저소득층, 다문화
학생 추천

▹공모교 신청
▹한국해녀문화전승
보존회 협조
▹설화 도서구입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5교 지원
▹교원 참여 독려
▹교사대상 거제얼
교육 홍보 협조
▹공모신청 많이
하도록 홍보 협조

□ 거제교육의 변화
가. 지역사랑이 바탕이 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세계 민주시민 교육
의 발판 마련
나. 지역의 역사교육을 통한 진정한 마을 교육 공동체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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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교육지원청
I. 일반 현황
1. 직원 현황
교육전문직원
구분

장학관

장학사
4급
(인턴)

일반직
5급

6급

7급

8급

정원

4

14

2

14

30

18

현원

4

14(1)

2

11

25

16

기록
교육
상담 특수
연구
공무
교사 교사
9급
사
직

7

계

1

5

12

22

122

1

5

12

22

119

2. 조직

교 육 장

교육지원과

학생건강과

행정지원과

교육재정과

초 중 유 체 진 보 급 행 학 평 전 예 경 시
설
등 등 아 육 로
정 생 생 산
건 식
산 리 지
교 교 특 영 예
지 배 교 정
원
육 육 수 재 술
원 치 육 보
담 담
담 담 1
담 담 담 담 담
담 담 담 담
담
당 당 당 당 당 당 당 당 당 당 당 당 당 당

시
설
지
원
2
담
당

학교통합
지원센터

교
육
활
동
지
원
담
당

학
교
폭
력
예
방
지
원
담
당

행
정
・
시
설
활
동
지
원
담
당

※ 교육지원청: 5과 18담당
※ 소속기관: 경상남도교육청 양산도서관

- 115 -

■ 115

배움이 즐거운 학교·함께 가꾸는 경남교육

2021년 추/진/성/과

【신설 사업】신설학교 설립 추진
□ 학교 설립 개요
연도
2021

2022

학교명

개교

학급수(특,유)

학생수(명)

물금유치원

2021. 3.

18(3,15)

332

회야초등학교

2021. 3.

40(1,3)

1,175

동면유치원

2022. 3.

15(3,12)

256

동면초등학교

2022. 9.

44(2,0)

1,370

비고

□ 추진 성과
- 유아 적정 배치 및 공립유치원 취원율 확대
- 공공주택 건립 및 택지개발로 인해 급격히 늘어나는 학생 적정 배치

【강조한 사업】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미래교육
□ 사업 개요
구분

2020년도 운영

2021년도 운영

- 미래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유관기관
협조

체결
- 내고장 대학에서 알려주는 온택트
미래직업탐방(고3 대상)

역량강화

- 내고장 대학에서 알려주는 온택트
미래직업탐방(고1~고3 대상 확대)
- 양산특활학교 1교 신설 운영

- 양산특활학교 운영

미래교육

- 실무담당자 협의회 실시

- 미래교육 콘텐츠활용 교육활동 공모
학교 운영(10교, 100,000천원)

- 미래교육 콘텐츠활용 교육활동 공모
학교 운영(10교, 100,000천원)
- 학교 관리자 중심 미래교육 독서
아카데미 운영(7,600천원)

미래교육

- 미래교육지원센터 구축

- 체험수업, 토요배움터, 방과후 프로
젝트 운영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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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성과
가. 미래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관별 협조체제 강화
- 유관기관별 미래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조사항 논의
- (시청)특활학교 운영, (영산대, 동원과기대) 내고장 대학에서 알려주는
미래직업탐방 운영(코로나19로 인하여 온택트로 운영), ((사)미주교
육문화진흥원)메이커스페이스 체험 기반 마련
나. 학교 미래교육 역량강화 지원활동 강화
- 미래교육 콘텐츠 활용 교육활동 공모학교 운영(3년차)
- 미래교육을 논하는 학교 관리자 중심 미래교육 독서 아카데미 운영
- 미래교육지원센터 운영으로 최첨단 장비 활용 체험프로그램 운영

【강조한 사업】인문학의 길‘ 양산愛 배우리랏다’
□ 사업 개요
구분

대상

예산

인문소양교육지원단 구성 및 운영

관내 교원

양산 인문학기행 가이드북
도란도란 양산 다님길 발간 및 보급

관내 초, 중

15,000천원

양산 가족 톡톡 영상공모전 운영

관내 초, 중

180천원

양산 가족 인문학 캠프

관내 초, 중학생 가족

30,000천원

□ 추진 성과
- 인문소양교육지원단 구성 및 운영(초,중,고 교원 13명)
- 양산 인문학기행 가이드북 도란도란 양산 다님길 발간(4월, 4000부)
- 양산 가족 톡톡 영상 공모전 운영(8월, 초등 24편, 중등 4편 응모)
- 양산 가족 인문학 캠프(10월 6회 운영, 프로그램별 5가족, 총 30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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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 사업】소통·참여·공유 안전 양산 스쿨존 구축
□ 사업 개요
- 학생 친화적인 교통안전 캠페인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송 및 스마트키링
제작 및 보급
- 관계기관 협업 안전 스쿨존 거버넌스 협의회 운영
-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및 통학로 안전 점검
- 초등학교 승하차구역 설치 사업 지원
□ 추진 성과
- 교통안전 캠페인송(‘교통안전 Go! Go! Go!’) 및 스마트키링 1,000개
제작 및 보급
- 관계기관(양산경찰서, 양산시청, 양산녹색어머니회) 협업 지역교통안전
협의체로 ‘안전 스쿨존 거버넌스’협의회 운영(2회)
⦁상반기 취약교통안전시설 개선 요청(18교) 및 개선
⦁하반기 취약교통안전시설 개선 요청(12교) 및 개선
- 유관기관(양산시청, 양산경찰서, 양산녹색어머니회 등)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6회)
- 학교 구내 초등학교 승하차구역 설치사업 지원(중부초 외 2교)
* 2021.10.21.자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른 학교부지 외 승하차구역
설치 희망학교(유치원 8원, 초등학교 14교) 수요조사 취합 및 양산경찰서
신청서 제출

【다듬은 사업】누구나 즐기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사업 개요
- 신나는 학교생활의 ‘양산 신학기송’ 뮤직비디오 제작 및 보급
- 지역 연계 양산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하는 특색있는 합창단 운영 지원
- 노래, 뮤비, 관현악이 함께 하는 ‘융합예술축제’ 개최
□ 추진 성과
- 신나는 학교생활의‘양산 신학기송’ 뮤직비디오 제작 및 보급
: 초등학교 12개교 참여 360명 참여
- 지역 연계 양산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하는 특색있는 합창단 운영 지원
: 양산소년소녀합창단 운영(2021.3.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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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에 대응한 양산 학생 관현악축제 실시(2021.11.25.~11.26.)
: 무관중 공연(초등 10교, 중학 2교, 고등 1교 참여), 공연녹화 편집
하여 유튜브에 탑재하여 관람(양산 관내 초․중․고에 안내)

【다듬은 사업】양산행복마을학교 운영 활성화
□ 사업 개요
- 학교연계수업을 통한 다양한 체험 및 진로교육 지원
- 실험적 창작 공작소(메이커스페이스) 교육 지원
- 학교 밖 방과후 학교 운영
- 미래교육 네트워크 형성
□ 추진 성과
- 학교연계수업 및 창작공작소(메이커 스페이스) 학생 교육
14개 종목 45개 학교 285학급 7,047명 참여
- 학교연계수업 및 창작공작소(메이커 스페이스) 학부모 교육
14교 235명 참여
- 학교 밖 방과후 학교 11개 종목 311명 참여
- 미래교육 네트워크 기반마련을 위한 교원역량강 연수 운영, 20명 15시간

【다듬은 사업】알自배기 학교맞춤형 계약교실 운영
□ 사업 개요
- 학교 계약업무 담당자의 업무능력 향상 및 업무부담 완화
- 계약분야 수준별 맞춤형 연수 실시 및 멘토링(Mentoring) 활동
□ 추진 성과
- 계약분야 강의식 연수 총 6회 실시(대면 1회, 비대면 5회)
- 3~4명으로 구성된 그룹별 멘토링활동으로 저경력자·신규자 실무능력
배양 및 계약업무 상담·소통(8개 그룹, 멘토 8명, 멘티 17명)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실시간 온라인 연수 활성화(‘아이톡톡’활용)
- 계약의 투명성 확보 및 청렴문화 조성
- 119 -

■ 119

배움이 즐거운 학교·함께 가꾸는 경남교육

2022년 추/진/계/획
【신설 사업】신설학교 설립 추진
□ 학교 설립 추진(예정)
연도별

학교명

개교(예정)

학급수(특,유)

학생수(명)

비고
‘21.11.착공

2023

(가칭)사송1중학교

2023. 3.

31(1)

952

2024

(가칭)사송2초등학교

2024. 3.

38(1,3)

935

(가칭)사송3유치원

2025. 3.

15(3)

256

(가칭)사송초·중통합학교

2025. 3.

초 31(1)
중 16(1)

초 851
중 424

(가칭)증산중학교

2025. 3.

31(1)

846

2025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추진 중

※ (가칭)증산중학교는 신설 추진 중이라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웅상·덕계 지역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은 다각적인 방안으로 추진 검토
□ 추진 과제
- 단설유치원의 원활한 시설 사업 및 개원 업무 추진
- 초·중학교 원활한 시설 사업 및 개교 업무 추진
- 자체 및 중앙 투자 심사 의뢰
□ 양산교육의 변화
-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및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 공공주택 건립 및 택지개발로 인하여 급격히 늘어난 학생 적정 배치

【신설 사업】내 지역 꼭 맞춤 지원 ‘깨끗한 교육환경 조성’
□ 근거
- 2022 양산교육(5-1-1 교육본질 중심 학교 운영 기반 조성)
□ 사업 추진 필요성
- 학교 내 조형물 및 우천통로 등의 심각한 오염으로 교육환경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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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장 스탠드 및 계단 등에 미세먼지로 학생 건강 유해환경 노출
□ 추진 과제
- 고압세척기 활용하여 학교내 조형물 및 우천통로 세척
- 운동장 스탠드 및 계단 등 물청소로 미세먼지 제거
□ 양산교육의 변화
- 학교 내 조형물 및 우천통로 청소로 깨끗한 교육환경 조성
- 운동장 스탠드 및 계단 등 미세먼지 제거로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강조 사업】생태전환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 근거
- 2022 양산교육(1-3-1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 확대/강화 방향
구분

2021년도 운영 방향

2022년도 운영 방향

유관기관
협력
교육활동

-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 학교환경수업 실시
업무협약 체결
(양산시청, 양산YMCA, (사)미주교육문화진흥원,
양산행복마을학교 협력)
- 생태체험활동 실시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협력)
- 예산: 15,400천원

환경교육
역량강화
연수운영

- 교원 연수 실시
- 예산: 1,850천원

- 학교장 연수, 교원 연수, 학부모 연수 실시
- 예산: 10,560천원

□ 추진 과제
가. 유관기관과 함께 하는 학교환경수업 운영 강화
- 마을교사와 함께 하는 채식․환경운동가 수업 실시
- 기후위기대응 미래교육 메이킹 수업 ‘I′m 그린리더’실시
- 초등학교 대상 미래세대 녹색환경학교 운영
- 121 -

■ 121

배움이 즐거운 학교·함께 가꾸는 경남교육

- 중․고등학생 대상 환경을 살리는 청소년 지구시민교육 실시
나.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 지원 강화
- 생태리더십 신장을 위한 학교장 연수 및 환경교육 역량강화 교원 연수 운영
- 학부모 그린멘토단 활용 환경실천 역량강화 학부모 연수 운영
-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환경생태 연극 관람, 학교텃밭
가꾸기, 교육과정 운영,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등)
□ 양산교육의 변화
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실천 중심의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나. 교육공동체의 환경교육 역량강화로 학교특색에 맞는 생태전환교육
기반 조성

【강조 사업】양산 미래교육 아카데미 운영
□ 근거
- 2022 양산교육(1-7-1 책 읽는 즐거움을 찾는 독서교육)
□ 확대/강화 방향
구분

2021년도 운영 방향

2022년도 운영 방향

운영기간

- 2021.4.~11.

- 2022.4.~11.

운영대상

- 초·중·고·특수학교 교장, 교감, 행정실장, 교육지원청 교육전문직원

운영방법

- 희망별로 5인 미만으로 자율적 구성
- 운영 대상의 학교급, 학교별, 직급별 다양한 구성
- 협의회 방식 및 시기 자율적 운영

주제

- 미래교육

- 미래교육 및 환경교육

예산

- 7,600천원

- 9,150천원

□ 추진 과제
가. 다양한 직급별, 학교급별 관리자의 팀구성
- 희망에 따른 팀 구성으로 자유로운 토론 활성화
- 미래교육 독서활동 후 활발한 소통과 사고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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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래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리자 역량 강화
- 미래교육 비전과 교육현장 우수사례 공유
□ 양산교육의 변화
가. 지속가능한 미래교육 체제 구축 기반 마련
나. 미래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리자의 인문학적 창의력 및 리더십 향상

【강조 사업】소통·공감·협력을 통한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 근거
- 2022 경남교육(3-1-2 안전한 등하굣길, 건강한 학교공간 구축)
□ 사업 추진 필요성
- 급속한 도시화에 비해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미흡
-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
□ 추진 과제
가.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교육공동체 공감대 형성
- 민관 협력의 교통안전 캠페인 및 통학로 안전 점검
나. 안전아이로(路)를 통한 학생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 통학로 내 위험 요인 점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통환경 개선
다.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체제 구축
- 아이들의 통학 안전을 위한 지역 교통안전 협의체 운영 확대
□ 양산교육의 변화
가. 소통과 공감으로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등하굣길
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통한 학부모의 교육 신뢰도 제고
다. 아이들의 통학 안전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체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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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듬을 사업】‘꿈을쏘다’ 양산진로페스티벌 운영
□ 근거
- 2022 양산교육(1-10-1 자기주도적 진로교육 활성화)
□ 강화 방향
- 코로나-19 대응 효율적인 온․오프라인 양산진로페스티벌 운영 체제
구축 강화
- 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능력 향상
- 교육공동체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한 양산진로페스티벌 행사 운영
□ 추진 과제
- 진로탐색․진로설정․진로설계 관련 진로체험프로그램 구안 및 운영
: 메타버스 활용 온라인 진학설명회, 창업아이디어 발표, 꿈의무대 및
내 꿈을 보여드림, 드림스케치, 진로공감토크콘서트 등
- 학교교육과정 연계 강화: 진로집중주간 운영
-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실시간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영상을
송출 스트리밍 활성화 방안 탐색
- 방송 시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학교 일과운영시간과 일치시키는 방안
모색
□ 양산교육의 변화
- 학생참여중심의 진로교육 활성화를 통한 자기주도적 진로탐색 및 설계
능력 함양
- 비대면 교육환경에서도 가능한 학생 참여 중심 진로교육활동 기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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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교육지원청
I. 일반 현황
1. 직원 현황
교육전문직원

일반직

기록
교육
상담 특수
구분
연구
공무
교사 교사
장학관 장학사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사
직

계

정원

2

6

1

7

12

10

현원

2

6

1

8

12

2

1
7

2

3

12

56

2

3

12

55

2. 조직

교 육 장

교육지원과

행정지원과

초

중

평

보

등

등

생

건

교

교

체

급

육

육

육

식

담

담

담

담

당

당

당

당

학
교
교
육
지
원
센
터

행

교

교

시

정

육

육

설

지

재

협

지

원

정

력

원

담

담

담

담

당

당

당

당

※ 교육지원청: 2과 9담당
※ 소속기관: 경상남도교육청 의령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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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추/진/성/과
【신설 사업】미래형 학교 환경개선 사업 운영
□ 사업 개요
- (의령고) 학교단위 공간혁신사업

․ 사업명: 의령고 학교단위 공간혁신사업 신축공사

․ 사업규모: 연면적 4,873.17㎡(지상3층), 총사업비 - 126억
- (의령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 사업명: 의령초 별관동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공사

․ 사업규모: 연면적 1,130.98㎡(지상3층), 총사업비 - 30.5억
□ 추진 성과
- (의령고) 학교단위 공간혁신사업

․ 2021. 1. 20. ~ 2021. 10. 10. 사용자 참여 설계용역
․ 2021. 12. 15. 공사 계약

․ 2021. 12. 20. ~ 2023. 3. 14. 공사 시행
- (의령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 2021. 6. 21. ~ 10. 18.(4개월) 사용자 참여 사전기획연구용역
․ 2021. 9. 개축심의

․ 2021. 1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강조한 사업】교실수업 대전환을 위한 지원체제 확립
□ 사업 개요
구분
지원체제

2020년도 운영

2021년도 운영

- 교육지원청→학교

- 학교 및 어울림 학교군 중심

운영 플랫폼 - 다양한 플랫폼 활용

- 아이톡톡 중점 활용

지원 방향

- 컨설팅 및 연수 중심

- 학교 요구에 따른 맞춤형 지원

-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 미래역량을 키우는 학생 참여・협력형
배움중심수업 강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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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성과
- 경남대학교 사범대학과 업무협약 통한 삶과 이어지는 배움중심수업 지원
․ 디자인싱킹 기반 프로젝트 수업 운영 교원 역량 강화 연수(초・중 14교, 22명)
․ 디자인싱킹 학생 캠프 운영 지원(초 4교, 75명)

- 지역 유관기관 연계 기초학력 향상 지원

․ 기초학력부진 학생 원인 진단 검사 지원(초・중 14교, 96명)

․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공부습관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초・중 7교, 65명, 14회기)

- 아이톡톡 활용 학생 참여・협력형 배움중심수업 지원(전 학교, 279명, 10회)
-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컨설팅 운영(전 초・중・고 21교, 학기별 1회)

【강조한 사업】의병정신 계승 함양 교육
□ 사업 개요
구분

2020년도 운영

2021년도 운영

지원체제

- 교육지원청 중심

- 교육지원청 중심

참가 대상

- 초등학교 10교 초등학생 중심

- 초등학교 13교 초등 학생 중심
- 지역 학생, 교직원, 지역민

주제

- 지역 교육현안 중심

- 지역 교육현안 중심

예산

- 19,867천원

- 14,170천원

□ 추진 성과
- 역사 유적 및 독립운동가 바로 알기 교육 위한‘의병의 후예 프로젝트 영상’개발 보급
․ 1편: 붉은 홍(紅)편(홍의장군 곽재우 장군의 활동 및 의병 유적지 소개)

․ 2편: 흰 백(白)편(백산 안희제 선생 활동 및 항일 운동 유적지 소개)

- 의병 정신 함양을 위한 호국 의병 소년단 운영(초 13교, 연중)
- 내 고장 홍보를 위한 의령사랑 위키어린이 기자단 운영(초 6교, 연중)
- 3학년 지역화 연계 ‘함께 배우는 의령이야기’자료 개발 보급(초 13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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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듬은 사업】작은학교를 더 행복하게, 의령어울림교육
□ 사업 개요
- 내실 있는 배움 실현을 위한 작은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 예술적 소양 및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학교예술교육 지원
□ 추진 성과
- 작은학교 어울림 교육과정 운영(초 11교, 중 2교)

․ 어울림 학교군별 전문적학습공동체 조직 및 운영(4개)

․ 어울림 학교군별 공동교육과정 운영(학교군별 3회, 총 12회)
아이톡톡 활용 온라인 학년군별 교육활동

다인수를 필요로 하는 오프라인 예․체능 활동, SW교육, 문화예술활동

․ 작은학교 어울림 교육과정 운영 사례집 발간(2021.12.)
- 의령두레예술단 운영(초 13교, 중 3교)

․ 권역별 및 학교별 연합 6개 예술 동아리 운영

․ 지역민과 함께하는‘사랑나눔음악회’개최(2021.11.)

의령군민회관 무대 공연 및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

관내 15개교(초 13교, 중 1교, 고 1교), 142명 공연 참가

【다듬은 사업】작은학교 살리기
□ 사업 개요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공모 운영
- 학생 모집 온라인 설명회 및 임대주택 건립·빈집정비사업 추진
- 작은학교 중점지원사업 학교 운영
□ 추진 성과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추진

․ 대의초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추진위원회 회의(3회)

․ 의령군, 교육지원청, 학교, 대의면, 지역민, 총동창회로 구성(13명)

․ LH 임대주택 건립(10세대, 커뮤니티 공간 등), 빈집 4세대 정비(4세대 이주)
․ 대의초 학생 모집 온라인 설명회 개최(2021. 8.)

- 작은학교 중점지원사업 1개교 운영(화정초, 1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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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추/진/계/획
【신설 사업】의령 행복교육지구 운영
□ 근거
- 2022 경남교육(1-5-1 행복교육지구 운영)
- 2022 의령교육(역점과제 3. 참여와 협력의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 사업 추진 필요성
- 마을과 함께 행복 교육을 실천하는 교육 혁신의 주체로의 성장
- 지역의 교육 자원 발굴 및 학교와 연계한 의령 특색사업 추진
- 마을학교와 마을교사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교육생태계 확장 및 기반 조성
-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 행복교육네트워크, 행복한
학습공동체 문화 조성을 통한 공교육 혁신
□ 2022년 추진 과제
추진 과제

추진 내용

모두가 하나되는
행복교육지구 기반 조성

-

의령 행복교육지구 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의령 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
행복교육지구 설명회 및 홍보
회복적·비폭력 학교 공동체 운영(공모): 2개교

작지만 알찬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

행복교육네트워크 운영: 4권역 네트워크
행복한 학습공동체 지원(공모): 교직원 및 지역민 구성 5팀
마을교육과정 운영(공모): 4개교
의령 체험 프로그램: 의령 3얼 계승 연계

함께 성장하는
마을학교 운영

-

학생 중심 마을학교 운영(공모): 동아리 9팀
지역중심 마을학교 운영(공모): 10개
학교협력형 마을학교 운영(공모): 4개교
지역사회 마을교사 양성 및 축제 운영

소통하고 공감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 마을교육 공동체 토론회 운영
- 마을교육공동체 아카데미 운영

□ 의령교육의 변화
가. 행복교육지구 신설 운영으로 교육청-지자체-지역사회 교육 협력 모델
구축으로 교육자치 실현
나.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는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의
행복교육지구 확대로 경남교육의 역점과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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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사업】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 문화 확산
□ 근거
- 2022 경남교육(5-2-1 청렴한 교육문화 조성)
□ 확대/강화 방향
구분
참가 대상

2021년도 운영 방향
-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 등
- 부패취약분야 청렴 챗봇 운영
· 부패취약분야 업무 매뉴얼 제공,
실시간 채팅으로 신속한 민원 처리
- 청렴 홍보 활동 강화

추진실적

· 청렴캐릭터제작 및 청렴 자체
홍보채널 개설
- 의령군 청렴클러스터 업무협약
· 유관기관(6개) 업무협약으로 청렴 우수
사례공유 및 정책 상호 추진

예산

- 3,127천원

2022년도 운영 방향
-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 유관기관 등
- 표준화된 업체 계약서류 제공
·홈페이지 청렴사랑방 및 챗봇 탑재
- 의령군 청렴클러스터 청렴활동 활성화
· 나눔 장터, 봉사활동, 캠페인 합동 운영
- 청내 ‘청미래 쉼터[케렌시아방]’운영
· 직원・업체 갈등 해소 및 소통 공간
- 다함께 참여하는 ‘청렴의 달’ 운영
· 청렴 사진 공모전, 학교 청렴 릴레이
- 다양한 청렴 홍보 활동 강화
· 청렴편지쓰기, 청렴전시회 개최
- 14,502천원

□ 2022년 추진 과제
가. 청렴한 계약업무 처리를 위한 표준화된 업체 계약서류 제공
- 우리교육지원청 청렴사랑방 및 챗봇에 업체용 원클릭 계약서류 탑재
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의령군 청렴클러스터 청렴 활동 활성화
- 나눔장터, 청렴부스, 청렴봉사활동 및 캠페인 연합 운영
다. 다함께 참여하는 청렴 홍보 활동 강화‘청렴의 달’운영
- 지역민・학생・학부모 참여 청렴 사진 공모전, 청렴전시회 개최, 학교 청렴 릴레이
□ 의령교육의 변화
가.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부패행위 사전 차단 및 민주적 조직문화 구현
나. 교육공동체 및 지역민과 함께하는 청렴 정책 추진으로 행복한 경남교육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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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사업】삶과 이어지는 생태환경교육
□ 근거
- 2022 경남교육(1-3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교육 강화)
- 2022 의령교육(특색과제. 삶과 이어지는 생태환경교육)
□ 확대/강화 방향
구분

2021년도 운영 방향

2022년도 운영 방향

운영 대상

- 전 학교 및 교육지원청

- 전 학교 및 교육지원청
- 교육협력 유관기관

운영 방법

- 에플 다이어트 기관별 실천
- 환경 주간 운영

- 생태환경교육 기반 조성
- 학교교육과정 연계 생태환경교육 운영

예산

- 3,459천원

□ 2022년 추진 과제
가. 생태환경교육 기반 조성
- 교육공동체 생태환경교육 역량 강화(실기․실습 중심 연수 진행)
- 지자체 등 지역기관과 협업체제 구축
- 지역 생태환경교육 체험처 발굴(지자체 협력 사업)
나. 학교교육과정 연계 생태환경교육 운영
- 디자인싱킹 기반 프로젝트 학습 운영(초․중 18교, 3시간 이상)
- 학교단위 환경동아리 활성화(권장)
- 청소년 정책 제안 및 학교 간 성과 공유(연중, 1회 이상)
□ 의령교육의 변화
가. 생태환경교육 연수 운영으로 교직원 생태환경 실천 역량 강화
나.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태환경교육 활성화
다.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태환경교육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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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듬을 사업】교실수업 대전환을 위한 지원체제 강화
□ 근거
- 2022 경남교육(1-1-2 모든 학교 배움중심수업 실천)
- 2022 의령교육(1-1-2 모든 학교 배움중심수업 실천)
□ 다듬을 내용
구분

2021년도 운영 방향

2022년도 운영 방향

지원 체제

- 학교 및 권역별 학교군

- 권역별 학교군 및 교육지원청

참가 대상

- 학교군 내 교직원 및 학생

- 관내 전 교직원 및 학생, 장학사

- 전문적학습공동체 현장 지원단 조직 - 전문적학습공동체 연계 배움중심수업
및 컨설팅 실시
운영 내용

역량강화 연수 지원

- 디자인싱킹 프로젝트 수업 역량 - 디자인싱킹 프로젝트 수업 현장 정착
강화 지원
- 학교별 수업 나눔 운영

예산

- 어울림 학교군별 수업 나눔 활성화
- 8,940천원

□ 2022년 추진 과제
가. 배움중심수업 정착을 위한 연수 및 수업 나눔 활성화
- 미래핵심역량 중심 수업 혁신을 위한 단위학교 맞춤형 연수 지원
- 어울림 학교군별 일상 수업 나눔 활성화
나. 디자인싱킹 프로젝트 수업 현장 정착 지원
- 교육과정 연계 디자인싱킹 기반 생태환경 프로젝트 운영
- 디자인싱킹 프로젝트를 활용한 작은학교 어울림 교육과정 운영
- 배움과 삶을 연결하는 프로젝트 수업 운영 사례 나눔
□ 의령교육의 변화
가. 배움중심수업 역량 강화 및 실천을 통한 수업 혁신
나. 배움중심수업 및 일상 수업 나눔으로 교사・학생 공동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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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듬을 사업】작지만 알찬 어울림 교육과정
□ 근거
- 2022 경남교육(1-1 미래역량 중심의 수업혁신)
- 2022 의령교육(특색과제. 작은학교를 더 행복하게 의령어울림교육)
□ 다듬을 내용
구분

2021년도 운영 방향

2022년도 운영 방향

지원 체제

- 학교 및 어울림 학교군

- 어울림 학교군 및 교육지원청

참가 대상

- 학교군 내 교직원 및 학생

- 관내 전 교직원 및 학생, 장학사

- 학교군별 어울림 전문적 학습 - 학교군별 연계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내용

공동체 운영

- 어울림 공동교육과정 운영

- 어울림 공동교육과정 운영
-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운영

예산

- 26,000천원

- 스마트 단말기 및 아이톡톡 온라인
콘텐츠 활용 확대
- 27,600천원

□ 2022년 추진 과제
가. 어울림 학교군별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 어울림 학교군별 작은학교 맞춤형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지원
- 어울림 학교군별 공동 수업설계 및 수업 나눔 활성화
나. 특색있는 작은학교 어울림 공동교육과정 운영
- 지역 실정에 맞춘 디자인싱킹 프로젝트 학습 자료 개발·보급
- 다인수 학습이 효과적인 학습 과제 및 수업 자료 개발
- 아이톡톡 온라인 콘텐츠 및 스마트 단말기 활용 수업 확대
□ 의령교육의 변화
가. 작은 학교 학생 학습 경험 확대 및 사회성 발달 지원
나. 특색있는 작은학교 교육과정 운영 사례 발굴 및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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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듬을 사업】미래형 학교 환경개선 사업 운영 강화
□ 근거
- 2022 경남교육(1-2-3 경남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운영)
□ 다듬을 내용
구분

2021년도 운영 방향

2022년도 운영 방향

지원체제

- 시설 중심

- 사용자 교육과정 중심

참가 대상

- 교직원 중심

- 학생 및 교직원, 지역사회 중심

주제

- 학교-교육청 중심
협업체계

- 학교-교육청-학부모-지역사회
협업체계 강화

예산

- 1,653,000천원(의령고)

- 9,000,000천원(의령고)
* 그린스마트(의령초)는 추경예산 편성예정

□ 2022년 추진 과제
가. (의령고) 학교단위 공간혁신사업
-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안전한 공사 시행: 21년 12월 ~ 23년 3월
- 교교학점제 대비 고려, 교직원·학생 및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공간 조성
나. (의령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 학교 특성 고려, 교직원·학생 및 지역사회 만족하는 공간
특화 설계용역 시행: 4월 ~ 10월(7개월)
-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미래형 교육체제 스마트기반 계획
- 협업체계 강화: 미래학교 추진단-교육지원청-학교-학생 및 학부모
□ 의령교육의 변화
가.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공간 조성으로 미래교육 및 고교학점제 대응
나. 모든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 및 온·오프라인 학습이 가능한
유연한 학습환경과 휴식·놀이가 균형을 이루는 삶 중심의 공간 변화
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생태환경을 체득하는 교육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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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교육지원청
I. 일반 현황
1. 직원 현황
교육전문직원
구분

장학사
장학관
4급
(인턴)

일반직
5급

6급

7급

8급

정원

2

6

1

7

18

9

현원

2

6(1)

1

7

19

4

기록 상담 특수 교육
9급 연구사 교사 교사 공무직

2

계

1

3

6

15

68

1

3

6

14

65

2. 조직

교 육 장

교육지원과

행정지원과

초

중

평

보

등

등

생

건

교

교

체

급

육

육

육

식

담

담

담

담

당

당

당

당

학
교
교
육
지
원
센
터

행

교

교

시

정

육

육

설

지

재

협

지

원

정

력

원

담

담

담

담

당

당

당

당

※ 교육지원청: 2과 9담당
※ 소속기관: 경상남도교육청 함안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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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추/진/성/과
【신설 사업】꿈과 비전을 찾아가는 학년전환기 캠프 운영
□ 사업 개요
- 고등학생이 갖춰야 할 필요한 역량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전환 내용 탐색
-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전환하는 단계에서 습득해야 할 진로개발역량 함양
-‘내 머릿속 고등학교’, ‘나를 알고 친구도 알자’, ‘고등학교 달라도
너무 달라’, ‘멋진 나!, 멋진 고등학생’등 4차시 프로그램으로 구성
□ 추진 성과
- 학기 말 자기계발 시기에 맞춰 진행한 프로그램으로 학생 참여도 및
만족도 극대화(99.8%)
- 예비 고등학생의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두려움 극복 및 적응력 강화
- 고등학교 정보 습득과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도 증진
-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세부적 차이 이해로 새로운 환경에 대한 마인드 정립
- 운영 대상 및 소요예산: 4개교 학생 262명, 4,950천원

【신설 사업】2021. 환경교육특구 운영
□ 사업 개요
- 지역 특색과제와 연계한 환경교육 특구 운영으로 환경교육 기반 조성
- 미래교육으로서 환경교육의 패러다임을 실천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토대 마련
- 함안의 환경적 특수성(늪지 등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환경교육 실천으로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환경교육 및 습지․생태교육 활성화
□ 추진 성과
가. 습지‧생태 환경교육 기반 마련
- 환경교육특구 T/F팀 운영(초․중 교원 8명, 습지생태교육자료 개발)
- 습지전문가와 함께하는 함안 늪지 탐방, 우포생태교육원 방문(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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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대상 환경교육 연수 운영

∘ 기후위기 대응 환경감수성 역량 강화 연수(6월, 환경업무담당교사)

∘ 습지 현장 탐방 연수(9월, 환경업무담당 및 희망교사, 대표습지 3곳)
나. 습지․생태 환경교육 활동 전개
- 푸른 지구 만들기 주간 및 에․플 다이어트 운영(6.1.~6.10., 전 학교․교육지원청)
- 환경 교육과정(초․중 12개교, 24,000천원) 및 환경 동아리 운영(초․중 4개교, 4,000천원)
- 지역특색과제 연계 운영
(아라 얼 짱 교육연극, 함안잼잼수업탐구공동체, 함안영재교육원)
- 습지‧생태체험 안내자료『습지생태계의 보물창고, 함안』개발 및 보급
(관내 전 초․중학교, 3,500부)
- 함안군청과 연계한 초․중학생 습지․생태체험학습 운영
(10.12.~11.19., 초․중 14개교, 819명, 대평늪․질날늪․뜬늪 등)
다. 습지․생태 환경교육 공감 확산
- 군청 연계 늪지 환경 개선 및 습지생태교육 토대 마련
- 환경교육 우수활동 공유(톡톡나눔터/기후환경교육/함안 환경교육특구)
- 함안잼잼수업탐구 교사 공동체를 활용한 환경 교육과정 우수모델 확산

【신설 사업】캠퍼스형 방과후학교 운영
□ 사업 개요
- (대상 및 기간) 3.1.~12.31.(10개월간, 관내 초4~중3학년, 학부모)
- (목적)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및 농어촌
소규모 학교 지원을 통한 교육력 강화와 도농격차 해소
- (내용) 대학생 멘토링제와 연계하여 방학 중 창의진로 함양을 위한 캠프형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 및 자기주도학습, 스피치리더십교실, e-스포츠,
메타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운영비) 교육비특별회계: 9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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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성과
가. 대학생 멘토링제와 연계한 방학 중 온라인 창의력 진로 캠프 운영
- 수혜인원: 초4~초6학년(81명), 중1~중3학년(50명), 학부모(48명)
- 아이톡톡 유프리즘을 활용한 온라인 방과후학교 운영 모델 마련
- 농어촌 지역 학생의 다양한 프로그램 경험으로 도농격차 해소
- 만족도: 대학생멘토링제 98%, 프로그램 및 강사 만족도 96%
나. 학교로 찾아가는 블랜디드 러닝 방과후 가을 아카데미 운영
- 수혜인원: 초4~초6학년(172명), 중1~중3학년(182명), 학부모(50명)
- 자기주도학습교실, 스피치리더십교실 등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 주말을 활용한 e-스포츠아카데미, 메타버스로 만나는 세상 등 4차 산업
혁명을 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천종호 판사, 나태주 시인을 초청한 진로특강 및 인문학적 감수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만족도: 자기주도학습교실(100%), 스피치리더십교실(100%), 메타버스로 만나는 세상(97%)
다. 학생중심의 캠퍼스형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농어촌 지역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도농격차 해소 계기가 됨

【강조한 사업】아라 얼 짱! 교육연극 프로그램 운영
□ 사업 개요
구분

2020년도 운영

2021년도 운영

발표방식

- 학교별 개별 발표

-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중계

참가대상

- 함안 관내 초등학교 16개교

- 함안 관내 초등학교 8개교

주 제

- 학교별 자율 주제 선정

예 산

- 4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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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다모임을 통한 주제 선정
(환경과 청렴 관련 주제 선정)
- 30,65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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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는 코로나19로 교육지원청 주관 발표회 미개최
- 2021학년도는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로 관내 전 초등학교에서 실시간 관람
□ 추진 성과
- 지역 유관기관인 함안 연극단체와의 연계 지원으로 실제적 아라 얼
교육을 실현
- 아라 얼을 근간으로 한 연극교육 운영으로 함안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진 지역 인재 육성
- 실시간 생중계를 통한 발표회로 교육공동체의 만족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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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추/진/계/획
【신설 사업】함․안․애 행복교육지구 운영
□ 근거
- 2022 경남교육(1-5-1 행복교육지구 운영)
- 2022 함안교육(역점과제 3. 삶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 사업 추진 필요성
- 학교와 마을의 행복한 동행을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기반 조성
- 함안지역의 교육 자원을 발굴하여 학교와 연계한 함안의 특색사업 추진
- 마을학교와 마을교사 인프라 구축을 통한 학교 교육활동 지원 및 지역
균형 발전 도모
- 미래교육 관련 핵심 키워드 ‘지역성’을 중심으로 한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으로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을 사랑하는 미래인재 양성
□ 2022년 추진 과제
추진 과제

세부 추진 내용
▫함안행복교육지구 추진위원회 구성
-함안행복교육지구 추진위원회(10명~15명 내외) 및 구성 및 운영

[추진과제1]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함안행복교육지구
기반 조성

▫함안행복교육지구 실무추진단 구성

-교원, 학부모, 지역민,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 및 운영

▫함안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함안행복교육지구 실무 운영

▫함안행복교육지구 홍보

-함안행복교육지구 사업 설명회 및 지역사회 홍보

▫평화로운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교직원, 지역민이 함께하는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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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과제

세부 추진 내용

▫함안 행복교육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가야, 칠원 2개 지구 권역별 행복교육 네트워크 구성 사례 공유 및 워크숍 개최

▫행복한 학습 공동체 운영 및 지원
[추진과제2]
함안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문화 지원

-학교 내 행복한 학습 공동체 공모 및 운영(관내 교직원 6팀 내외 팀당 5,000천원)
-학교 밖 학부모, 지역민 학습공동체 공모 및 운영(6팀 내외 팀당 5,000천원)

▫마을교육과정 운영학교 공모 및 지정 운영(3개교, 교당 10,000천원)

▫관리자 교육정책 파트너십 연수 운영

-행복학교 및 행복교육지구 이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장, 교감 연수 운영

▫마을교육과정 운영

-마을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
-마을교육과정 개발 연구회 운영(초 2팀, 중 1팀)
-마을교사를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관내 초중학교 6개교 내외)

▫함․안․애 행복교육지구 마을교사 양성 및 운영

-학부모 및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마을교사 모집 및 양성 인력풀 구축
[추진과제3]
아라가야 품 안!
함께 성장하는
마을학교 운영

-마을교사 연 1회 15시간 이상 마을교사 양성 연수 운영

▫학생중심 마을학교 운영

-학생 자율동아리 운영(15팀 내외, 팀당 3,000천원)

▫지역중심 마을학교 운영

-우리동네 마을학교 운영(10개 내외)
-학교협력형 마을학교 운영(3곳 내외 마을학교 선정 및 운영)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과정 운영

-마을과 함께하는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작은 학교 살리기

▫함안사랑 아라가야 투어 운영
[추진과제4]
함안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문화 지원

-초 3학년, 중 1학년 대상 함안사랑 아라가야 투어 운영

▫함․안․애 행복교육지구 사례나눔 발표회 운영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추진 방향 공유(상․하반기 각 1회)

▫함․안․애 컨설팅단 운영

-행복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대한 질 관리

▫함․안․애 행복교육지구 성과나눔 어울림 축제 개최
-운영 결과 나눔과 공유를 통한 학생중심 축제 개최(12월)

□ 함안교육의 변화
- 교육청-지자체-지역사회의 교육 협력을 통한 교육자치 실현
-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으로
경남교육의 역점과제(참여와 협력의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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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사업】학교 환경위생관리업무 지원 사업
□ 근거
- 2022 경남교육(5-1-2 학교 지원 중심 교육청 업무방식 개선)
-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 사업 추진 필요성
- 단위학교의 공통적·반복적 업무에 대한 교육지원청 지원으로 학교의
교육활동 전념 문화 조성
- 환경위생관리업무 기피 현상 개선 및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 완화
□ 2022년 추진 과제
가. 추진기간: 3월 ~ 12월
나. 대상: 관내 공립유·초·중·고등학교
다. 주요내용: 교육지원청의 학교 환경위생관리업무(먹는물 수질검사, 저수조
청소, 교내 소독) 일괄 지원
- 각급 학교 기초자료 조사 및 지원 계획 수립
- 먹는 물 수질검사, 저수조 청소, 교내 소독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 지원 계획 및 세부 일정 각급 학교 안내
- 수질검사 결과 NEIS 입력 및 검사결과 공개
- 사업완료 후 용역비 지급 및 집행결과 보고
□ 함안교육의 변화
- 환경위생관리 업무지원을 통한 단위학교 내 업무경감 및 업무기피 현상 개선
- 학교 구성원간 갈등 해소를 통해 교육활동 전념 문화 조성
- 실질적 학교 업무 지원 체제 마련으로 학교 교육력 및 경남교육 신뢰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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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사업】함안잼잼수업탐구 교사공동체 운영
□ 근거
- 2022 경남교육(1-1-5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 2022 함안교육(1-1-5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 확대/강화 방향
구 분

2021년도 운영 방향

지원체제
참가 대상
주제

-

공동체 수

-

예산
공개 방식

-

2022년도 운영 방향

학교단위 전문적학습공동체 중심
함안 관내 초등학교 교원
- 환경 관련 수업 및 아이톡톡 활용
환경 및 자율주제
- 미래교육 주제 포함
6개
- 8개
9,000천원
- 16,000천원
(공동체별 1,500천원)
(공동체별 2,000천원)
- 학교단위 수업 공개 2회(블랜디드 러닝 포함)
학교단위 수업 공개 2회 수업공개방 탑재
- 저경력교사 의무 참관으로 우수사례 공유

※ 함안잼잼수업탐구 교사공동체와 함안 환경교육특구 공동운영으로 교육과정 우수모델 개발

□ 2022년 추진 과제
가.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함안형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 함안잼잼수업탐구 교사공동체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수업공개로
블랜디드 러닝 수업 모델 확산 및 교원 역량 강화
- 학생들에게 보급된 스마트기기와 아이톡톡 자료 활용을 통한 정보처리
역량 강화
나. 환경교육특구 확산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 함께 실천하는 환경 관련 수업을 위한 함안잼잼수업탐구 교사공동체
수업 나눔 운영
□ 함안교육의 변화
- 수업 및 평가 중심의 교실수업 대전환을 위한 원격수업 지원체제 구축
- 환경문제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공통된 관심으로 미래교육으로서의
환경교육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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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사업】함안도서관 신축 이전 사업
□ 근거
-「도서관법」 제1조, 제4조,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2022 경남교육「1-7 행복한 책 읽기」
□ 확대/강화 방향
가. 함안도서관 신축 이전 사업 개요
- 위치: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211-11번지 외 5필지(구. 함안IC 부지)
- 사업기간: 2019. 7월 ~ 2022. 11월 ※ 사업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규모 및 면적: 대지면적 4,300

건축연면적

지하 층 지상 층

- 총사업비: 9,327,404천원(교육비특별회계 8,327,404천원, 함안군 1,000,000천원)
나. 함안도서관 신축 이전 사업 추진
- 함안군의 문화·지식의 아이콘이 될 수 있는 정보센터 및 복합문화공간 구축
- 신축 건물 자동화 시스템 및 방송 장비 구축
- 노후화된 사무용 기기 및 필수가전 교체
- 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한 인테리어 및 가구 및 집기류 구입
□ 2022년 추진 과제
가. 함안도서관 신축 이전 사업 추진
- 함안도서관 건축 공사 완료: 2022. 8월 예정
- 함안도서관 인테리어 공사 완료: 2022. 11월 예정
- 도서관 자동화시스템 구축 및 비품 구입: 2022. 10~11월
나. 함안도서관 신축 이전 개관식 추진
- 함안도서관 신축 이전 개관 준비: 2022. 10~11월
- 함안도서관 신축 이전 개관식 추진: 2022. 11월 말 예정
□ 함안교육의 변화
- 어린이, 청소년 미래교육 지원 및 함안군민의 정보 격차 해소와 문화
수준 향상에 기여
- 공간 특성을 살린 ICT 기기 및 인테리어, 가구, 집기 구입 등 쾌적한
독서환경 조성으로 경남교육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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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듬을 사업】독서, 체험활동을 연결하는 지역기반 통일교육
□ 근거
- 2022 함안교육(1-7 행복한 책 읽기)
- 2022 함안교육(2-6 역사교육 및 평화․통일 교육 내실화)
□ 다듬을 내용
구분

2021년

2022년

지원체제 - 교육지원청 중심

- 이태준 선생 기념사업회와 협업
- 독서교육, 자유학년제 및 통일교육과 연계한

사업영역 - 독서교육 활성화
주제

- 자유 주제의 독서교육

예산

- 5,400천원

체계적인 나라사랑교육
- 지역 독립운동가 바로 알기, 기념관 체험
그리고 독서감상문을 잇는 역사 체험, 독서교육
- 5,400천원

□ 2022년 추진 절차
지역 독립운동가 전기 읽기

나라사랑 안보체험학교

독후감 경진대회

이태준 기념관 체험

□ 2022년 추진 과제
가. 지역 독립운동가 바로 알기
- 대암 이태준 선생 전기 도서 배부(4월)
- 비경쟁 독서토론과 연계한 독서․토론 교육 운영(5월~6월)
나. 나라사랑 안보체험학교 운영
- 나라사랑 안보체험학교(제5870부대 5대대 병영체험)
- 병영체험 후 독립기념관 체험 과정 운영
다. 대암 이태준 서거 100주기 독후감 경진대회 운영
- 독서와 체험활동을 연결하는 독후감 경진대회 운영(11월)
□ 함안교육의 변화
-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 기반의 애향심 및 애국심 고취
- 독서로 인식하고 체험으로 체감하는 감성 통일교육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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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교육지원청
I. 일반 현황
1. 직원 현황
교육전문직원
구분

장학사
4급
(인턴)

장학관

일반직
5급

6급

7급

8급

정원

2

6

1

8

15

10

현원

2

6(1)

1

7

15

6

기록
교육
상담 특수
연구
공무
교사 교사
9급
사
직

5

계

1

2

6

12

63

1

2

6

12

63

2. 조직

교 육 장
교육지원과

초

중

등

등

교

교

육

육

담

담

당

당

학
교
교
육
지
원
센
터

행정지원과

평

보

행

교

교

시

전

생

건

정

육

육

설

산

체

급

지

재

협

지

정

육

식

원

정

력

원

보

담

담

담

담

담

담

담

당

당

당

당

당

당

당

※ 교육지원청: 2과 10담당
※ 소속기관: 경상남도교육청 창녕도서관, 경상남도교육청 남지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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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추/진/성/과
【신설 사업】창녕행복교육지구 운영
□ 사업 개요
- 학교와 마을의 행복한 동행을 위해 운영된 창녕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들어 가는 마을교육과정 운영, 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학습공동체 운영 및 행복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공교육 혁신
- 학교·지역사회(마을)·교육지원청·지자체가 협력한 지역특색교육 실현
및 마을학교 및 안심배움터를 통한 교육활동 지원 및 지역균형 발전 도모
□ 추진 성과
가. 행복교육지구 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
- 행복교육지구 운영위원회(20명) 및 실무추진단(8명) 구성 및 운영
- 행복교육지구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2020.9.) 및 조례 제정(2020.12.28.)
- 창녕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6명) 및 창녕행복교육지구 홈페이지 구축·운영
나. 마을과 학교가 연계된 교육활동 전개 (창녕행복교육지원센터 중심 지원)
- 마을교사와 함께하는 마을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자유학년제 연계 지원
(초15교, 중10교, 고3교 강사비 26,210천원 및 재료비 8,899천원)
- 학교협력형마을학교(2교), 마을교육과정운영학교(8교) 지정 및 운영
- 행복교육지구 꿈키움 학생동아리 활동 지원(중·고15팀, 각5,000천원)
-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공동체(연구회) 지원(교원15팀, 학부모2팀, 지역민2팀)
다. 참여와 협력의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 마을교사 인력풀 구성(82명) 및 마을교사 역량강화연수 개최(연2회)
- 마을학교(7개소) 및 안심배움터(4개소)를 통한 학생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
- 운영 공유(토론)회(6∼7월, 2일간, 100명), 창녕향교 문화유산 나들이 운영
(9∼12월, 608명), 집콕놀이(체험 키트 배부) 운영(10월, 400명), 토요
가족 힐링 일일체험(10∼12월, 269명), 성과나눔축제(12월, 420명)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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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사업】창녕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시범사업 운영
□ 사업 개요
구 분
총사업비

주 요 현 황
3,300백만원(균특 1,650, 도비 495, 군비 1,155)

운영주체

지상 1층(부지 6,018㎡, 건축 연면적 1,200㎡)
- 사무실(299.5㎡), 저온창고(900.5㎡)
창녕군 직영, 물류 대행

인ㆍ허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소분업(창녕군농업기술센터)

시범학교
운영기간

8교(초 5교, 중 1교, 고 2교)
2021. 12. 1. ~ 2022. 2. 28.(3개월)

사업규모

비 고
2020. 10월 착공
2021. 11월 준공
창녕군 도천면
신제로 357-13
학교급식
전 품목 취급

□ 추진 성과
가. 교육지원청·학교·창녕군 간‘공공(급식)사업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명회’등 사업 운영 협의회 및 협업 추진(4월~계속)
- 급식업무담당자(영양교사·영양사·업무담당자) 대상 사업설명회(5.31.)
- 학교별·조별 영양(교)사 T/F팀(3팀) 구성 및 추진 협의회(6.10. / 6.29.)
- 학교장 및 행정실장 대상 사업설명회(2회: 7.6. / 8.4.)
- 영양교사·영양사 T/F팀(4팀) 협의회 운영(6~10월)
구 분

(1차)
(2차)
식품 표준코드팀 식품 표준코드팀

식재료품목
표준화팀

가격실무팀

구성인원

28명(6개조)

10명

14명

10명

운영기간

6.29.~7.30.

8.2.~9.15.

8.2.~9.24.

10월~사업종료시

나. 창녕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시범학교 8교 선정(10.19.)
- 영양(교)사 및 계약담당자 시범학교 업무 협의회(11.2.)
- 시범학교 수발주시스템(SIMS) 사용 사전 교육(11.3.) 및 추가 교육(11.19.)
- 공공급식 식재료 가격결정 실무협의회(11.12.)
다. 창녕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개소식(11.23.)
라. 창녕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시범학교 운영(12.1.~2022.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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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 사업】마을교사와 함께하는 마을교육과정연계 자유학년제 운영
□ 사업 개요
- 지역사회의 인적자원(마을교사 인력풀) 활용을 통한 자유학년제 수업지원
마을교사
요청시수
(차시)

마을교사
인원(명)

연번

학교명

1학년
학생수(명)

1

부곡중학교

5

8

4

2

창녕중학교

90

96

3

목공예, 인문학, 경제교육

3

남지중학교

69

32

1

코딩

4

남지여자중학교

37

58

4

5

대성중학교

17

15

4

6

성산중학교

12

23

3

7

신창여자중학교

46

68

6

8

창녕여자중학교

44

138

12

민화, 요가, 가야금, 오카리나

9

창녕옥야중학교

2

4

1

내안의 시인을 만나다

320

442

38

합계

수업 내용
습지생태교육, 공예수업
천연비누만들기, 힐링집단상담

업사이클링, 한국무용
현대무용, 농장체험
힐링집단상담, 바느질
블루베리쨈만들기, 요리
민화, 블루베리쨈만들기
보드게임을 활용한 창의놀이
발레, 경제교육, 감성교육
힐링집단상담, 방향제, 칼림바

□ 추진 성과
- 관내 9개 중학교, 1학년 320명 대상, 마을교사 38명이 참여하여 습지생태교육,
공예수업, 경제교육 등 교과연계지도 및 자유학기 활동 지원 인프라 구축
- 마을교사 인력풀 활용을 통한 자유학년제 수업의 다양화 및 삶과 연계된
교육과정 운영
- 지역 특색을 반영한 새로운 협력적 배움 중심 교육 실천 및 교육 신뢰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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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 사업】환경교육 특구 운영(습지·생태교육)
□ 사업 개요
- 기후위기·환경재난 시대에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시민 양성’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안 환경교육 및 습지·생태교육 활성화 기반 구축
- 교육지원청-지자체-단위학교 모두 자연생태 및 환경문제를 교육 핵심
으로 삼아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하는 지역연계 실천동력 마련
- 창녕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상생과 공존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습지·생태
교육의 체계적 추진 및 미래를 이끌어 갈 환경 인재 육성
□ 추진 성과
가. 습지·생태교육 기반 조성
- 습지·생태 교육 활성화 T/F팀 구성 및 운영
(교원, 우포생태교육원 담당자, 지자체 관계자, 기타 유관기관 인사 및 지역전문가)
- 습지·생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창녕교육지원청, 창녕군청, 창녕경찰서 3개 기관 MOU 유지 및 협력 운영)
나. 실천중심 및 교육과정 속 습지·생태 탐구 교육 운영
- 습지·생태 환경교육 교수 학습 자료:「교육과정과 함께하는 습지·
생태 환경교육」발간, 보급 및 교육현장 내 적용
- 중학교 자유학년제 연계 반일제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우포생태교육원 협조)
- 습지·생태환경 관련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관내 전 초,중학교 대상
운영비 교당 100만원~150만원 교부) 및 환경체험학습 교실 운영
- 람사르 습지도시간 환경교육 국제교류 사업 협력: 습지도시 국제교류

중점학교(명덕초, 부곡초) 연구동아리 활동 참여 및 온라인 교류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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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 사업】학교 내 불법촬영 상시 점검 체계 구축 및 운영
□ 사업 개요
- 2021년 창녕군 관내 학교 불법촬영 점검 현황
점검 방법

점검 내용
▪ 월 1회 이상 학교 장비 활용 학교 내 화장실 자체 점검

상시 점검

▪ 외부 전문 업체(조은지엔씨), 에스원/경남지방경찰청(학교전담
경찰관) 위탁 점검
- 학교당 상반기 1회, 하반기 2회, 총 3회 불시 점검 실시

불시 점검

▪ 지역 유관기관 합동 점검
- 기간: 2021.9.13. ~ 9.30.
- 대상: 관내 3개 학교 교육장 현장 지휘 점검
- 합동점검반: 창녕교육지원청, 창녕성·건강가정삼담소,
창녕경찰서, 창녕군학교운영위원회, 학생 대표
▪ 창녕맘 여성봉사회 연계 불시 점검
지역 맞춤형
점검

- 기간: 2021.11.8. ~ 2022.2.28.
- 대상: 관내 8~10개 학교(2022.1.26.현재 6개 학교 점검)
- 점검단: 창녕맘 여성봉사회(20명)
▪ 「불법촬영카메라 안심 점검 요구제」 운영
-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일시, 장소에 점검 요구시 맞춤 점검 실시
- 점검기간: 2021.11월 ~ 2022.2월
- 신청대상: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육지원청
- 점검반: 창녕지역‘창녕맘 여성봉사회’점검반 운용

□ 추진 성과
-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상시 점검, 불시 점검 및 지역 맞춤형
점검 등 유형별 점검 체계 구축·운영
- 창녕군청, 창녕경찰서, 창녕성·건강가정삼담소, 창녕군학교운영위원회,
창녕맘 여성봉사회 등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강화
-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일시, 장소에 대한 점검 요구 및 제보시 점검을
실시하는「불법촬영카메라 안심 점검 요구제」운영으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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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추/진/계/획
【신설 사업】학교 안 마을배움터‘엄마품애(愛)’운영
□ 근거
- 2022 경남교육(4-2-2 저마다의 빛깔을 갖는 작은학교 지원)
- 2022 경남교육(역점과제 3. 참여와 협력의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 사업 추진 필요성
- 지역-학교-지자체의 연계로 작은학교와 마을의 상생방안을 찾고 작은학교
학생에 대한 특화된 개인 맞춤형 교육 실시
- 학교시설을 개방하여 학교 안에 마을배움터를 만듦으로써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안전한 배움의 공간 조성
□ 2022년 추진 과제
가. 학교 안 마을배움터는 학교 일과 종료 후 창녕교육지원청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는 시스템 구축
나. 학교수업 종료 후 학교시설을 활용한 학교 안 마을배움터 초등 1교
운영(추후 지속적 확대)
- 운영기간: 2022년 3월~, 16:30~19:30
- 운영대상: 15명 이내(1순위-해당학교 학생, 2순위-인근 학교 학생)
- 운영자를 공모 선정하여 학교 안 배움터 공간(도서실)에서 수업 운영
다. 마을교사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인원을 15명 이내로 제한하여 개인의 특성과 요구 파악
- 작은학교의 특성을 살린 학생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귀가는 부모님 동행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관리를 맡은 마을교사
차량으로 귀가 가능한 시스템 운영(마을교사 수당 지급 및 보험 가입)
□ 창녕교육의 변화
- 단순 돌봄의 기능이 아닌 학생 개인의 특성과 요구를 파악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력 제고 및 만족도 향상
- 학교시설을 활용한 마을배움터를 만듦으로써 마을교육공동체를 실현
하고 작은학교 살리기 대안 제시
- 159 -

■ 159

배움이 즐거운 학교·함께 가꾸는 경남교육

【강조 사업】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창녕 그린나래』운영
※ 그린나래: ‘그린 듯이 아름다운 날개’라는 뜻의 순우리말로 이 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신만의
그린나래로 꿈과 끼를 향한 날개짓을 시작할 수 있는 의욕(계기)을 주고자 함

□ 근거
- 2022 경남교육(1-1-3 기초학력 보장으로 학습격차 해소)
- 2022 창녕교육(역점과제 2. 마을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수업혁신)
□ 확대/강화 방향
구분

2021년도 운영 방향

지원대상

창녕 관내 초·중학생

지원 시수
및 운영

▪ 1:1 매칭을 통한 코칭
▪ 학생당 20회기 내외
▪ 방학 중 중단

체험학습

보완점

▪ 학습 및 상담 코칭 위주

2022년도 운영 방향
창녕 관내 초·중학생(학생 수 확대 예정)

▪
▪
▪
▪

1:1 매칭을 통한 코칭
학생당 20회기 내외(기본)
학생 개별 진단을 통한 추가 회기 편성
학교 여건 및 학생의 수준을 고려한 연속 코칭

▪ 마을교사(상담전문가) 활용 정서 치유 코칭
▪ 마을학교 연계 학생 맞춤형 체험프로그램 제공
(학생의 정서 치유 및 학습 동기 고취)

마을교사 및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학습 더딤 학생의 학습위기 및 정서
행동 문제 등의 총체적 진단 및 코칭(상담) 지원

□ 2022년 추진 과제
- 학습더딤 학생 대상 1:1 맞춤형 학습 및 상담 코칭 프로그램 운영

[창녕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지원 요청 학생 종합 검사
– 인성 및 성격검사, 지능검사 / 학습전략, 학습성향 검사
– 진로 및 학습 검사, 심리검사 등
◦학생 관리(관리 카드)

◦학습코칭, 1:1 개별 맞춤형(순회)상담 및 학습컨설팅, 연수 등
– 창녕 행복교육지구 마을교사 인력풀 및 마을학교 체험터 활용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종합적 지원

□ 창녕교육의 변화
- 학습더딤 학생에 대한 학습·정서·심리지원과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으로‘맞춤형 책임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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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사업】창녕행복교육지구 운영
□ 근거
-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5007호, 2021.7.29.]
- 2022 경남교육(1-5-1 행복교육지구 운영)
- 2022 창녕교육(역점과제 3. 행복교육지구 운영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 확대/강화 방향
구분

2021년도 운영 방향

2022년도 운영 방향

- 마을교사 인력풀 구성

- 마을학교 및 안심배움터 확대 운영

체제

및 마을학교 기반 조성
- 마을교사 연수 지원

(행복교육지구와 함께하는 작은학교 성장 지원)
- 마을교육활동가 양성 및 활동 지원

참가
대상

- 초·중학교 대상

지원

주제

- 초·중·고등학교 대상
(고등학교 자율활동(프로젝트 동아리) 지원 확대)
- 지역 특색에 맞는 마을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 중학교 자유학년제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마을교사 인력풀을
활용한 마을교육과정 운영 - 마을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한 프로젝트
및 체험학습 운영

□ 2022년 추진 과제
가. 지역민과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 지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학교(10개소) 및 안심배움터(4개소) 운영 확대
- 마을교사 역량강화연수 및 아카데미 지원(연4회) 및 마을교육활동가 양성
나.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지역 교육력 향상
- 지역민과의 협력을 통한 중학교 자유학년제 연계 마을교육과정 활성화
- 창녕교육의 발전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 운영 및 어울림 축제 개최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교원, 지역민 대상) 운영 및 지원
□ 창녕교육의 변화
- 마을교육공동체 필요성의 인식 확대와 행복교육지구 활성화
- 학교·지역사회(마을)·교육지원청·지자체가 협력한 지역특색교육 실현
- 마을과 학교의 협력을 통한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 및 공교육 신뢰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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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사업】기후위기 대응을 위한‘습지·생태’교육
□ 근거
- 2022 경남교육(1-3-1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 2022 창녕교육(특색과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습지생태’교육)
□ 확대/강화 방향
구분

2021년도 운영 방향

2022년도 운영 방향

지원체제

- 교육과정과 연계된 지속적 습지·생태환경교육 운영
- 초등학교 중심
- 학부모네트워크를 활용한 실천중심, 지속적 습지·
- 중학교 자유학년제 연계 확대 지원
생태환경교육 운영

참가 대상

- 초,중학교 대상(중학교 지원 확대)

주제

- 교육과정 연계 습지생태교육 전개
: 환경교육 시수 확보 및 편성 운영
- 중학교 자유학년제 연계 전일제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우포생태교육원 협조)

- 초, 중학교 대상(고등학교 권장), 학부모네트
워크 회원 외
- 중학교 자유학년제 연계 반일제 체험학습 프로
그램 운영 및 지원(우포생태교육원 협조)
- 학부모네트워크를 활용한 습지생태환경교육 운영
: 월별, 주제별 활동 운영
- 가족, 마을과 함께하는 습지·생태교육 실천 운동

□ 2022년 추진 과제
가. 습지·생태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 습지·생태교육 활성화 T/F팀 구성 및 MOU 확대 운영, 국제교류활동 적극 지원
나. 교육과정 연계 습지·생태교육 내실 운영
- 전 초,중학교 환경교육 연간 시수 확보 및 교육과정 내 편성 운영
- 중학교 자유학년제 습지·생태교육 체험프로그램 지원(우포생태교육원 연계)
- 관내 학부모네트워크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습지·생태교육 운영
-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연계: 마을학교 프로그램, 마을교사 활용한 환경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다. 습지·생태 체험 교육 전개
- 습지·생태 학생 동아리 운영, 지원 및 우포생태교육원 주관 다양한 체험활동 적극 지원
- 람사르 습지 도시 간 환경교육 국제교류 사업 협력(중국)
□ 창녕교육의 변화
- 기후위기·환경재난 시대에 학교에서 시작하는 생태전환교육을 통해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삶 준비
- 교육과정에 반영한 환경교육을 통해 실천 중심의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로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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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사업】창녕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본 사업 활성화
□ 근거
- 2022 경남교육(3-4-3 질 높은 학교급식 운영)
- 2022 창녕교육(3-4-3 질 높은 학교급식 운영)
□ 확대/강화 방향
구분
기

간

2021년도 시범사업 운영

2022년도 본 사업 추진

2021. 12. 1. ~ 2022. 2. 28.(3개월)

2022. 3. 1.~ 계속

8교 시범학교
(초 5교, 중 1교, 고 2교)

전 급식학교
(단설유·초·중·고)

운영대상

창녕군 직영 ⇨ 물류대행(부곡농업협동조합)

운영주체 및 형태
취급품목

학교급식 전품목 공급(양곡류, 농·축·수산물, 공산·가공품)
※ 창녕군 생산 농·축산물 및 가공품 우선 공급

□ 2022년 추진 과제
가. 지속적 영양(교)사 T/F팀(가격실무팀 등) 조별 협의회(계속)
-‘창녕군 공공급식 식재료 가격결정 실무협의회’월별 운영
- 식재료 규격 간소·표준화 및 식재료 관리의 효율성 제고
나. 학교급식(업무, 계약)담당자 관련 교육 및 각종 업무 지원
- 전체 급식학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수발주시스템(SIMS) 교육 등
- 학교-센터(군) 간 의견 및 개선사항 등 운영에 따른 중추적 역할
다. 지역산 식재료 확대 사용 등 학생·학부모·교직원 학교급식 홍보 강화
- 우수식재료비 지원단가 인상(2021년: 80원~100원 → 2022년: 300원)

□ 창녕교육의 변화
- 체계적인 식재료 공급관리로 안전하고 우수한 학교 식재료 공급체계
마련 및 안정적인 급식 운영 구축
- 학교급식과 로컬푸드를 연계한 통합적인 지역먹거리 선순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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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

■

일반 현황·························································

■

2021 추진 성과

167

1. 【신설 사업】 고성미래교육지원센터 삼락(三樂) 운영

168

2. 【신설 사업】 고성교육지원청 통합 관사 운영

169

3. 【강조한 사업】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교육인권 경영

169

4. 【강조한 사업】 고성 미래형 교육자치 행복배움 미래교육 운영

170

5. 【다듬은 사업】 고성의 인재로 성장하는 꿈펼침 진로·진학 교육

171

■

2022 추진 계획

1. 【신설 사업】 고성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운영

172

2. 【신설 사업】 학교 현장 맞춤형 ‘학교 정보화 업무 지원’

173

3. 【강조 사업】 고성미래교육지원센터 삼락(三樂) 운영

174

4. 【강조 사업】 저마다의 빛깔을 갖는 작은학교 지원

175

5. 【강조 사업】 학교통합지원 운영 내실화

176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고성교육지원청
I. 일반 현황
1. 직원 현황
교육전문직원
구분

일반직

장학관 장학사 4급

5급

6급

7급

8급

정원

2

7

1

6

14

12

현원

2

7

1

6

16

6

기록
교육
상담 특수
연구
공무
교사 교사
9급
사
직

3

계

1

2

6

16

67

1

2

6

16

66

2. 조직

교 육 장
교육지원과

초

중

등

등

교

교

육

육

담

담

당

당

학
교
교
육
지
원
센
터

행정지원과

평

보

행

교

전

교

시

생

건

정

육

산

육

설

체

급

지

협

정

재

지

육

식

원

력

보

정

원

담

담

담

담

담

담

담

당

당

당

당

당

당

당

※ 교육지원청: 2과 10담당
※ 소속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고성도서관

- 167 -

■ 167

배움이 즐거운 학교·함께 가꾸는 경남교육

2021년 추/진/성/과
【신설 사업】고성미래교육지원센터 삼락(三樂) 운영
□ 사업 개요
- 비전: 상상을 현실로! 삼락(三樂, 상상-도전-창조의 기쁨)
- 내용: 삼락 개관 및 첨단 미래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분야: 창의목공, 첨단목공, 발명메이커, 피지컬컴퓨팅, 드론
□ 추진 성과
가. 지역사회 협업을 통한 성공적 추진 기반 조성
- 2021. 4. 고성미래교육지원센터 삼락 강사 운영 업무협약(고성군)
- 2021. 4.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미래교육서포터즈 운영(학생, 교사)
- 2021. 7. 삼락 운영위원회 운영(고성군, 학교)
나. 삼락 개관: 2021. 6. 15.(화), 교육감, 고성군수 등 90여명 참석
- 폐교(삼락초)를 지역 거점형 첨단 미래교육센터로 리모델링 및 개관
다. 미래교육 프로그램 운영
운영일자

대상 및 인원

장소

비고

6. 21.~7. 13.

- 초·중 12교 학생 320여명
- 교원 등 40여명

삼락

센터로 찾아오는 프로그램 운영

9. 6.~9. 30. - 초·중 12교 학생 280여명

학교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

10. 5.~10. 29. - 초·중 11교 학생 300여명

삼락, 학교

11. 2.~12. 10.

- 초·중 13교 460여명
- 고성군 직원

삼락, 학교

센터로 찾아오는,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병행 운영

- 고성지역 맞춤형 메이커 교육 및 미래인재 육성 기반 구축
- 학생, 지역주민 모두의 미래교육 만족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거점형 미래교육지원센터 구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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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사업】고성교육지원청 통합 관사 운영
□ 사업 개요
- 농어촌지역 교직원 거주여건 개선을 위한 통합관사 운영
- 지상 3층 건물 1동(549.9㎡), 14실(원룸 13실, 투룸 1실)
□ 추진 성과
가. 통합관사 ‘에듀빌라’ 개소 및 입주
- 통합관사 개소: 2021. 2. 24.(수), 교육장, 입주자대표 등 20여명 참석
- 통합관사 입주: 2021. 3. 1.(월), 총 15명
급별

직종
교원 행정직

초

4

중

3

고

6

합계

13

2

2

성별

(단위: 명)

나이
근무 경력
20~25세 26~30세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

남

여

1

5

5

3

3

5

1

1

5

6

6

9

9

6

12

1

3

2

1

2

1

3

· 신규 및 저경력 교직원의 근무 환경 개선 기여
· 우수 교직원의 외부 유출을 피하여 고성교육의 교육력 제고
나. 통합관사의 민주적·효율적 운영
- 통합관사 입주자 협의회 실시(2회, 상·하반기)
· 참여와 소통을 통해 입주자가 주체가 되어 만족하는 통합관사 운영
- 입주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2021. 6. 21.(월) ~ 6. 25.(금)
· 설문조사 결과: 전체 입주자 중 93%(14명)가 통합관사 운영에 만족

【강조한 사업】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교육인권 경영
□ 사업 개요
- 교육공동체 인권이 함께 성장하는 사랑방(토론회) 개최
- 공부하는 학생선수 인권 존중 문화 조성
- 학생·학부모·교직원 상호 존중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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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성과
내용

운영일자

대상 및 인원

비고

경남(고성)교육
사랑방

11. 1.

교육감, 교육장,
학부모 41명

교육장 소통 간담회

4. 26. / 10. 15.

학부모대표 10명

권역별 학부모
자율 협의회

6. 23.~6. 28.

학부모 38명

민주적인 학부모
교육참여 자율 협의

학교운동부
모니터링

8. 26. / 10. 22.

운동부지도자,
학생선수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 모니터링

교육장과 함께하는
운동부 간담회

10. 14.

교육장,
운동부지도자 4명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폭력 예방 강화

초·중학교 학생
리더십 연수

11. 30.

교육장, 학생 16명

상호존중
학생자치 역량 강화

학부모
리더십 연수

7. 12.~7. 14.

학부모 38명

민주적 학부모 회의
운영 및 교육참여

학부모 학생맞춤형
고교학점제 연수

11. 24.~11. 25.

학부모 31명

학부모 교육참여
역량강화 및 활성화 지원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지역교육 의견 나눔

- 전년 대비 추진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오프라인(대면)으로 운영

【강조한 사업】고성 미래형 교육자치 행복배움 미래교육 운영
□ 사업 개요
-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창의력, 융합력, 협동정신, 세계시민정신 함양
- 미래교육자치협력기구 구축을 통한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생태계 확장
□ 추진 성과
가. 미래핵심역량 교실수업 실천을 위한 플랫폼‘스마트학교’구축 운영
- 미래교육지원플랫폼 ‘아이톡톡’ 이해 정책연수 운영
- 아이톡톡 지원단 운영 및 찾아가는 연수 실시(초9, 중3, 고3)
- 아이톡톡 사용자계정 활용 연수 운영(고성 관내 초, 중, 고 교당 1명)
- 빅데이터-AI플랫폼 ‘아이톡톡’ 기능개선(9. 1.자)에 따른 교원 연수 운영
- 비대면수업, 영상회의 등 교실수업 및 교육활동에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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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 지원
-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운영[영오초: 6가구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
총사업비 21억원(도 5억원, 군 11억원, 도교육청 5억원), 학생 11명 유입]
- 작은학교 중점지원사업 운영(율천초: 1천만원)
- 작은학교 살리기 TF팀 운영: 초등 작은학교 12개교 교원(교당 1명), 작은
학교 현황 및 문제점, 요청 사항 등 협의
- 광역통학구역 지정 운영: 5교(율천초, 철성초, 대흥초, 상리초, 방산초)

【다듬은 사업】고성의 인재로 성장하는 꿈펼침 진로·진학 교육
□ 사업 개요
- 진로·직업체험처 발굴 및 홍보를 통한 현장 지원형 관리체계 구축
- 학생 수요자중심 맞춤형 진로체험 및 진로·진학 설계 지원
□ 추진 성과
가. 고성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예산총액: 2억 2천만원(고성군 1억 1천만원, 교육청 1억 1천만원)
- 진로 및 직업 탐색을 위한 13개 프로그램 7,507명 참여
- 고성진로교육협의회 및 진로체험지원단 운영 활성화
- 꿈길 등록 관내 체험처 보유 36개 프로그램 학급·수준별 정비(전년 대비 33% 증가)
- 지역사회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체험처 멘토 65명)
- 관내 8개 중학교 진로체험 활동 지원(1천만원)
- 고성진로교육박람회(다양한 진로체험 부스 운영) 개최(참가자 1,742명)
나. 학생·학부모가 함께하는 진로·진학 교육 강화
- 학부모와 함께하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상설진로직업체험, 진로
(진학)상담, 진로(진학)교실,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 학습연계 학습유형검사를 통한 고등학생 진로체험 235명 참여
- 단위학교 진로교육 지원 컨설팅 및 고교학점제 등 전환기 프로그램 운영
- 연중 진로 북카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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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추/진/계/획
【신설 사업】고성‘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운영
□ 근거
- 2022 고성교육(1-5-2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운영)
□ 사업 추진 필요성
-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통한 지역 맞춤형 협력 표준 모델 구현
- 지역 역량 기반 미래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미래인재 육성과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혁신 확산
□ 2022년 추진 과제
가. 민·관·학 협력 기반 교육자치협력체계 구축
- 주민자치회 내 마을교육자치분과 구성 및 운영
- 교육협업과 지역상생을 위한 면단위 민·관·학 마을교육협의체 운영
- 교육의제 발굴을 위한 민·관·학 거버넌스 기반 교육자치 공론장 운영
나. 마을과 학교 연계 활성화를 통한 교육 혁신
- 마을교육과정 연구 및 마을교육 자료 개발·보급
- 학생 참여 중심의 마을교육과정 설계-실행 프로젝트 운영
- 교육공동체 혁신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생태계 조성
다. 지역 특성에 맞는 특색 사업 발굴 및 운영
- 역사·문화·환경 등 공동체 역량 함양을 위한 프로젝트 확대
- 자기주도성 함양을 위한 청소년 꿈성장·꿈펼침 프로젝트 지원
- 교육자치와 주민자치의 제도적 결합 확대를 위한 실행기구 안착
□ 고성교육의 변화
가. 교육자치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교육자치 실현 토대 마련
나. 지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교육과정 운영으로 지역 교육력 향상
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운영으로 창의적인 인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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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사업】학교 현장 맞춤형 ‘학교 정보화 업무 지원’
□ 근거
- 학교정보화 업무경감 추진 계획 알림(교육정보과-10639, 2021. 12. 21.)
* 학교 현장 맞춤형 정보화 업무 지원 단계별 추진에 따른 1단계 시범운영 교육지원청 지정
□ 사업 추진 필요성
- 미래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전문화, 고도화 되는 학교 정보화 업무의
체계적인 지원 필요
- 학교 정보업무 증가로 수업 등 본연 업무 차질, 정보업무 기피에 따른
담당자 변경 등 지속된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 필요
□ 2022년 추진 과제
가. 현장 맞춤형 사용자 지원을 위한 ‘학교로 찾아가는 현장지원 운영’
- 학교 정보화 관련 업무 현장 조사에 따른 관련 대장 현행화 작성 및
배포 지원으로 학교 정보화 업무의 기본을 다지고 이를 통한 학교
담당자의 업무 처리 및 인수인계 용이성 향상
- 학교 정보화기기(PC) 유지관리 실태 현황을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
협의를 통한 정보화기기 유지관리 서비스 질 향상
- 학생 스마트단말기 보급 확대와 ‘아이톡톡’을 활용한 원격수업 활성화에
따른 학교 정보화 관련 장애 및 문제점을 현장 방문하여 적극 해결
- 정보업무 관련 현장 컨설팅, 교육 등 지원을 통해 학교 담당자 역량 강화
나. 각종 장애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한 ‘상시 온라인 지원 운영’
- 정보시스템, 정보화기기 운영 중에 발생한 장애나 의문점을 즉시 지원
-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업무를 원격으로 지원함으로써 학교 담당자
업무 이해도 향상과 간결한 업무 처리 도모
-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에듀파인) 운영 및 권한 부여, 내PC지키미 및
Privacy-i 등 시스템 활용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 해결 지원
□ 고성교육의 변화
가. 학교 정보화 업무 경감을 위한 노력을 통해 학교가 공감하고 교직원이
만족하는 미래 교육 환경 마련
나.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정보화 업무, 미래 교육이 두렵고 어렵지 않도록
교육지원청이 먼저 나서 학교를 지원하는 기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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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사업】고성미래교육지원센터 삼락(三樂) 운영
□ 근거
- 2022 고성교육(1-2-2 미래교육 지원 거버넌스 구축 지원)
□ 확대/강화 방향
- 기존 학생상시프로그램 운영에서 토요프로그램, 하계방학프로그램,
특별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
연번 프로그램명

기간

요일

학생상시
프로그램

3월~7월
9월~12월

월, 화,
목, 금

2

토요
프로그램

4월~7월
9월~12월

3

하계방학
프로그램

1

4

특별
프로그램

운영 시간

운영 내용

비고
2021년
대비
확대
운영

오전

09:30~11:30

오후

13:00~15:00

창의목공, 첨단목공,
피지컬컴퓨팅,
발명메이커, 드론

토

오후

13:00~15:00

가족체험수업

월~금

오후

13:00~16:00

교원 연수(5일)

수~금

오후

13:00~17:00

학생 캠프
(초, 중 각 3일)

오전

09:30~11:30

오후

13:00~15:00

8월

4월~6월
수
9월~11월 (2~4째주)

2022년
신설
운영

학교 밖 청소년,
교직원, 지역주민,
유관기관 대상

□ 2022년 추진 과제
가. 창의목공, 첨단목공, 발명메이커, 피지컬 컴퓨팅, 드론 교육으로 4차
산업혁명 대비 지역사회 미래 핵심 역량 강화 및 소질 개발
나.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미래교육 만족도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 고성교육의 변화
-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 등의
미래교육 역량 강화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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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사업】저마다의 빛깔을 갖는 작은학교 지원
□ 근거
- 2022 고성교육(4-2-2 저마다의 빛깔을 갖는 작은학교 지원)
□ 확대/강화 방향
- 교육공동체 참여를 기반으로 한 TF팀 구성·운영
- 작은학교 현황 파악 및 학교 특색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 마련
- 작은학교 살리기 관련 지역 사회 홍보 방안 마련
· 고성 관내 작은학교 특색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통합 홍보자료 제작 배부
· 학구내 빈집 및 리모델링 사업 관련 정보제공 등으로 정주 여건 개선
□ 2022년 추진 과제
가.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 작은학교 살리기 2단계 TF 구성·운영(학교, 교육지원청, 지자체, 동문회, 주민 등)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나. 지역사회 연계 학교별 특색교육활동 지원
- 교사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을 위한 공동교육과정 구성 주간 실시
다. 작은학교 정책 운영 및 지원
- 작은학교 중점지원사업 및 자율선택제 사업 선정학교 운영 지원
-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 지원
· 2021학년도 사업 운영교: 영오초[총사업비 21억원(도 5억원, 군 11억원,
도교육청 5억원), 공동임대주택 6가구 건립, 학생 11명 유입]
· 2022학년도 작은학교 살리기 공모사업 선정교: 삼산초
라. 광역통학구역 확대 지정
- 기존 운영교(5교): 대흥초, 방산초, 상리초, 율천초, 철성초
- 2022학년도 확대 운영교(2교): 동광초, 삼산초
□ 고성교육의 변화
가. 작은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특색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나. 작은학교 활성화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관심 고조 및 공감대 형성
- 175 -

■ 175

배움이 즐거운 학교·함께 가꾸는 경남교육

【강조 사업】학교통합지원 운영 내실화
□ 근거
- 2022 고성교육(5-1-1 교육본질 중심 학교 운영 기반 조성)
□ 확대/강화 방향
구분

2021년도 운영 방향

2022년도 운영 방향

지원체제

- 학교통합지원 기반 조성

- 협력적 통합지원 체계 마련

프로그램

- 학교통합지원 업무 맞춤 운영

- 학교통합지원플랫폼 운영 지원

운영평가

-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 지원 실적 분석 및 만족도 조사

- 83,000천원

- 100,570천원

예산

□ 2022년 추진 과제
가. 협력적 통합지원 체계 마련
- 교육지원청 내 학교통합지원팀 구성·운영
- 학교교육지원센터 내 업무담당자 전문적 역량 강화(연수, 협의회, 다모임 등)
- 학교통합지원 실적 작성·활용(월별, 영역별, 학교급별, 요청경로별)
- 통합지원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차년도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나. 학교통합지원플랫폼 운영 지원
- 교무행정팀(학교 안)과 학교교육지원센터(학교 밖) 상호 협력 운영
- 학교 안팎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학교통합지원포털 운영 지원
다. 현장의 학교통합지원 체감도 향상
- 학교통합지원콜센터 운영,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운영 지원
- 학교폭력예방 업무, 교내 체육·학예 행사, 교직원 연수 지원
- 계약제교원 채용 관리 및 학교시설 유지·보수 지원
- 방과후학교 업무 담당자(실무원) 업무 및 긴급 물품 배송 지원
□ 고성교육의 변화
가. 협력적 통합지원 체계 마련으로 학교 지원 중심 교육행정력 향상
나. 원스톱 학교통합지원플랫폼 구축·운영으로 학교 안팎의 촘촘한 학교지원 구현
다. 교육활동 지원에 집중·강화하여 학교 현장의 학교통합지원 체감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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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교육지원청
I. 일반 현황
1. 직원 현황
교육전문직원
구분

일반직

장학사
장학관
4급
(인턴)

5급

6급

7급

8급

정원

2

6

1

5

11

15

현원

2

6(1)

1

6

17

4

기록 상담 특수 교육
9급 연구사 교사 교사 공무직

3

계

1

2

5

12

60

0

2

5

12

58

2. 조직

교 육 장
교육지원과

초

중

등

등

교

교

육

육

담

담

당

당

학
교
교
육
지
원
센
터

행정지원과

평

보

행

교

교

시

생

건

정

육

육

설

체

급

지

재

협

지

육

식

원

정

력

원

담

담

담

담

담

담

당

당

당

당

당

당

※ 교육지원청: 2과 9담당
※ 소속기관: 경상남도교육청 남해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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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추/진/성/과
【신설 사업】학교 환경위생관리업무 지원 시범사업 추진
□ 사업 개요
가. 시범 운영기간: 2021. 1. 1. ~ 2021. 8. 31.(8개월간)
나. 대상: 관내 전 유․초․중․고등학교 30교
다. 지원내용: 학교 환경위생관리 업무 지원
- 먹는 물 수질검사 채수 및 결과 관리(NEIS) 지원
- 저수조 청소·교내방역 일정 관리
- 관련 요구자료 작성
□ 추진 성과
가. 시범운영 만족도 조사 결과 75.82%가 긍정적 답변
나. 단위학교 환경위생관리업무의 교육지원청 지원 유지․발전 필요성 확인
다. 단위학교 환경위생관리업무 경감
라. 학교 구성원 상호 갈등 완화

【신설 사업】지역화교재 및 수어교재 개발 보급
□ 사업 개요
가.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화교재 개발
- 사업 시기: 2021. 7. ~ 2021. 12.(6개월간)
- 개발 대상 학년: 2022학년도 초등학교 3학년
- 개발 교과 및 용도: 사회과 지역화 학생용 학습 자료
- 제작 분량: 64쪽 내외
나. 장애인권․장애이해교육을 위한 수어교재 개발
- 사업 시기: 2021. 9. ~ 2021. 12.(4개월간)
- 개발 대상: 관내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학교당 5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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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교과 및 용도: 수어교재 기본과정, 학생용 학습 자료
- 제작 분량: 30쪽 내외
□ 추진 성과
가.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화교재 개발, 보급
1) 3학년 지역화교재 개발(5,706,000원)
- 남해얼을 품은 미래핵심역량 교육과정 지역화교재 기획
- AI 환경 변화 및 융합적 사고 맞춤형 자료수집 및 집필
2) 3학년 지역화교재 보급
- 교재 개발의 다양성(교재 및 E-Book 등)
- 초등 3학년 학생 및 담임교사 대상 보급(200부-2022년 1월)
나. 장애인권․장애이해교육을 위한 수어교재 개발, 보급
1) 수어교재 개발(9,570,000원) 및 보급
-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실생활 적용 기초 수어교재 개발
- 동영상을 QR코드로 제공하여 편의성 향상
- 학교, 관내 기관 배부 및 비치 활용(400부)
2) 수어교재 보급 후 변화
- 체험중심의 수어교육으로 학생들의 수어에 대한 관심과 공감 확산
- 공공기관을 통한 보급으로 지역민의 인식 개선과 공감대 확산

【강조한 사업】반부패 청렴문화 정착
□ 사업 개요
구분
지원체제

2020년도 운영
- 지원청 중심

참가 대상 - 지원청 직원 중심

2021년도 운영
- 지원청 및 학교 중심
- 관내 교직원, 지원청 직원 등 중심

주제

- 청렴 중심

- 반부패, 청렴, 공무원 행동강령 등 종합

예산

- 13,552천원

- 15,72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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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성과
가. 부패취약분야 관리 강화
-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 실시(청렴 인식 개선, 관행적인 편의 제공 사례 근절)
- 내부·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분야별 청렴 토크 실시
- 청렴 녹색 성장 환경 캠페인 「줍깅데이」 운영
- 기관장과 함께하는 「청렴 소통과 공감 토크」 운영
- 다함께 참여하는 「청렴과 음악으로 소통한day」 운영
- 2021. 「역사 속 청렴으로 타GO 찾아가GO 배우GO」 연수 운영
나.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청렴 소통 활동 활성화
- 남해교육 청렴슬로건 및 청렴 아이디어 공모․시상
- 2021년 지역민과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공감 청렴캠페인 운영
- 2021. 보물섬 행복교육지구 행복축제 청렴부스 운영
다. 청렴 보물섬 학교급식 온라인 콘텐츠(학교급식) 제작을 통한 홍보
- 청렴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주제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 학교급
식분야 인식 개선 및 홍보
- 유튜브 남해군tv 채널에 영상 탑재하여 상시 전 국민 대상 홍보

【다듬은 사업】보물섬 행복교육지구 운영 확산
□ 사업 개요
가. 추진기간: 2년(2020.1.1. ∼ 2021.12.31.)
나. 추진금액: 년6억(교육청 3억, 군비 3억)
다. 추진주체: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 남해군
□ 추진 성과
가. 2021. 보물섬 청소년 여름캠프 운영
- 목적: 행복한 청소년 여름캠프를 통한 청소년 지역사랑 실천
- 일시: 2021. 7. 26. ~ 8. 5.
- 장소: 남해 상주면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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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관내 초4학년~중3학년 200여명
- 내용: 청소년 아웃도어캠프, 청소년 음악캠프(1일형 캠프 2종, 8일 운영)
나. 2021. 보물섬 교육공동체 행복축제 운영
1) 목적: 행복교육지구 운영 성과 공유,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2) 권역별 대면 축제
- 일시: 2021. 11. 22. ~ 11. 24.
- 장소: 미조면 송정 야영장, 고현 공설시장, 남해유배문학관
- 내용: 3개 권역 소속 학생, 학부모, 마을교사 공연 및 부스 운영
- 참가: 각 권역별 학생, 교원, 학부모, 마을교사 500명 미만
3) 별별극장 연합연극제
- 일시: 2021. 11. 23. ~ 11. 26.
- 장소: 남해초등학교 별별극장
- 내용: 4개 청소년(지역민) 극단 공연 상연
4) 비대면 체험프로그램
- 내용: 6개 마을학교 마을교사의 비대면 체험프로그램 운영
- 대상: 1,200명의 관내 유·초·중·고등학생
다. 교육공동체의 변화
1) (학생) 마을 속 놀이와 쉼, 문화·예술·체육 활동 등을 통해 마음껏
꿈과 끼를 펼치는 미래 민주시민으로 성장
2) (교사) 교육본질에 충실하고 마을과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천하는
교육혁신의 주체로 성장
3) (학교) 다양한 교육자원 활용으로 풍성하고 즐거운 배움의 장으로
재탄생
4) (학부모) 함께 배우고, 키우고, 돌보며 학교와 마을을 잇는 교육주체
로 발돋움
5) (마을) 모두가 함께 배우고 만들어 가며 성장하는 교육생태계의 기
반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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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추/진/계/획
【신설 사업】교직원 관사 현대화 사업 추진
□ 근거
- 2022 경남교육(5-5-2 학생교육을 지원하는 효율적인 재정 관리)
□ 사업 추진 필요성
- 남해지역은 지리적 여건상 타지역 전입이나 신규발령 교직원들의 비
율이 높은 편으로 장거리 출퇴근이 어려워 통합관사 입주를 희망하는
교직원이 다수
- 교직원의 거주 여건 열악이 남해지역 근무 기피 현상을 증가시켜 학생
들의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
- 교직원들의 잦은 이동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교육력 향상에 집중할 수
있는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
□ 2022년 추진 과제
가. 지속적인 관사 전수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 및 교직원 의견수렴
나. 분야별 개선사항을 통한 학교 노후 관사 리모델링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 2021. 2회 추경 관사보수 예산 확보: 9교, 92,069천원
- 2022. 본예산 관사보수 예산 확보: 16교(기관), 388,929천원
다. 미활용 폐지학교 관사를 활용한 교직원 거주환경 개선 추진
- 남수중학교 외 폐지학교 2교
□ 남해교육의 변화
가. 교직원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학생들의
교육력 향상에 집중할 수 있는 생활 여건 마련
나. 교직원들의 잦은 이동 방지를 통한 지역청의 우수한 인력 확보로 교
육의 질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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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사업】기후위기대응 보물섬 생태환경교육 활성화
□ 근거
- 2022 경남교육(1-3-1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 사업 추진 필요성
- 기후위기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환경교육 활성화가 필요
- 학교에서 시작하여 군민이 함께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운동을
전개해야한다는 인식의 확산
□ 2022년 추진 과제
가. 학교환경교육 기반 조성
- 지역 환경단체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보물섬 학생 탄소 사냥꾼 조직 운영
- 기후환경교육 교사 역량 강화
나. 실천중심 환경교육 활성화
- 군민과 함께하는 환경 캠페인 전개
- 그린 보물섬 환경 사랑 캠프 운영
다. 가정․사회와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교육 전개
- 그린멘토 활용 환경교육 역량 강화
- 환경 보호 실천 영상 공모전 운영
- ‘보물섬 교육공동체 행복축제’와 연계한 성과 나눔 부스 운영
□ 남해교육의 변화
가. 지자체·사회환경교육기관과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마을-학교가 연계한 건강한 생태시민 양성 기반 구축
나. 가정·사회와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교육 기반 구축을 통하여 생태
환경교육에 대한 군민의 인식 전환과 실천의지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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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사업】작은학교 활성화 지원
□ 근거
- 2022 경남교육(4-2-2 저마다의 빛깔을 갖는 작은학교 지원)
□ 확대/강화 방향
구분

2021년도 운영 방향

2022년도 운영 방향

- 학교, 지원청 중심

- 학교, 지원청, 지자체 등 교육공동체
중심

대상

- 초등 작은학교

- 초․중 작은학교

활동

- 각 학교중심

- 관내 작은학교 통합 활동

지원체제

□ 2022년 추진 과제
가. 작은학교 활성화 2단계 TF 구성
- 지자체, 지역민, 지원청 연합 협의체 구성
-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한 역할 분담 및 공동 노력
-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
나. 작은학교 활성화 홍보 강화
- 작은학교 홍보 동영상 제작, 홈페이지, 유튜브 등 매체를 통한 홍보
- 홍보 리플렛 제작 및 배부를 통한 홍보 강화
다. 광역학구제 확대 운영
- 초등학교 광역학구제 통학거리 편도 12km로 확대 운영
-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 부여
- 초등학교 광역학구제와 연계한 거주지 기준 중학교 진학 검토
□ 남해교육의 변화
가. 작은학교 가치가 존중되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수요자
가 찾아오는 학교 조성
나. 작은학교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과 교육의 질 제고로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작은학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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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듬을 사업】학교통합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근거
- 2022 경남교육(5-1-1 교육본질 중심 학교 운영 기반 조성)
□ 다듬을 내용
구분
지원체계
운영 체계
및 중점
예산

2021년

2022년

- 학교교육지원센터 중심
(교육지원청 내 협업팀)
- 학교통합지원 기반조성
- 학교통합지원 업무 맞춤 운영
- 학교통합지원 평가 및 환류

- 학교통합지원팀 중심
(교육지원청 내 전 직원 참여)
- 협력적 통합지원 체계 마련
- 학교통합지원플랫폼 구축·운영
- 현장의 학교통합지원 체감도 향상

- 66,200천원

- 76,158천원

□ 2022년 추진 과제
가. 협력적 통합지원 체계 마련
- 학교통합지원팀 구성·운영(교육지원청 내 전 직원 참여, 수시 협의)
나. 학교통합지원플랫폼 구축·운영
- (학교 안)교무행정팀-(학교 밖)학교통합지원센터 상호 협력 체계 구축
- 원스톱 학교통합지원포털 활용으로 사용자 중심 플랫폼 학교통합지원
다. 현장의 학교통합지원 체감도 향상
- (문제해결형) 학교통합지원콜센터 운영, 바로지원팀 운영의 내실화
- (업무경감형) 학교통합지원 유형별 맞춤식 교육활동 지원 강화
- (지역맞춤형) 신규교사 교직 적응력 향상을 위한‘무엇이든 물어보샘’
전용콜 운영, 보물섬 공감 투어‘남해오시다’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 남해교육의 변화
가. 학교지원중심 교육지원청 기능 강화를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
나.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가치 실현으로 교육활동 전념 학교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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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듬을 사업】지역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남해얼 계승 교육
□ 근거
- 2022 남해교육(특색과제)
□ 다듬을 내용
구분

2021년

2022년

주관

- 교육지원청 중심

- 교육지원청, 관내 유관기관 공동 협업

방법

- 특색과제 세부 갈래별 운영

- 특색과제 내용 정비 및 전문적 운영

대상

- 관내 중·고 중심

- 유·초·중·고 확대

내용

- 남해문화 전문해설사의 찾아가는 특강
- 학교별 자체 계획에 따른 현장체 - 해설사와 함께하는 역사문화체험
- 남해얼 계승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다양성
험학습 위주 운영
강화

□ 2022년 추진 과제
가. 학교로 찾아가는 남해얼 특강
- 남해문화 전문해설사의 ‘남해얼’ 특강
- 관내 초 5학년, 중 1학년, 고 1학년 대상
나. 보물섬 남해역사문화체험
- 남해군 역사, 문화 현장 및 남해얼 교재 속 역사문화체험
- 남해문화해설사의 현장 해설 및 체험 지원: 전 학교
다. 남해얼 역사골든벨 운영
- 남해교육지원청과 남해문화원 공동 주최
- 관내 참가 희망학교 대상, 2022년 10월 개최 예정
□ 남해교육의 변화
가. 남해얼 내면화로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을 가진 남해인으로 성장
나. 남해 이해 및 남해 사랑 실천으로 남해얼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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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교육지원청
I. 일반 현황
1. 직원 현황
교육전문직원

일반직

기록
교육
상담 특수
구분
연구
공무
교사 교사
장학관 장학사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사
직

계

정원

2

7

1

6

13

12

현원

2

7

1

6

14

4

6

1

2

5

14

63

1

2

5

11

59

2. 조직

교 육 장
교육지원과

초

중

등

등

교

교

육

육

담

담

당

당

학
교
교
육
지
원
센
터

행정지원과

평

보

행

교

교

시

생

건

정

육

육

설

체

급

지

재

협

지

육

식

원

정

력

원

담

담

담

담

담

담

당

당

당

당

당

당

※ 교육지원청: 2과 9담당
※ 소속기관: 경상남도교육청 하동도서관, 경상남도교육청 하동학생야영수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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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추/진/성/과
【신설 사업】별천지배움터 하동행복마을학교 운영
□ 사업 개요
- 운영 기간: 2021. 9.~ 2021. 12.
- 운영 대상: 초·중·고 학생, 학부모, 지역민, 마을교사
- 운영 내용

∘별천지배움터 하동행복마을학교 개관식: 2021.9.28.(화)

∘별천지배움터 하동행복마을학교 프로그램 운영: 18개 프로그램 운영,
11개 단체 공유공간 이용, 찾아가는 수업꾸러미 400꾸러미 제공

□ 추진 성과
- 별천지하동 행복교육지구 각 읍면지역의 학생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 운영 내용(결과)
프로그램

대상

운영 내용

학생자치배움터
(2개 프로젝트)

초 5~6학년

밤톨이 프로젝트(코딩),
론·환경·예술·독서)

짬짬이

프로젝트(드

주민자치배움터
(4개 강좌)

지역민

어르신 노래교실, 재봉틀A·B, 요가

아이배움터

초 1~3학년

놀이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어린이 돌봄

학교연계 프로그램 초·중·고
(7개 강좌)
학교별 신청

생활공예, 제과제빵, 웹툰, 네일아트,
방송댄스, 밴드, 바리스타

진로체험 프로젝트
초1~고2
(2개 강좌)

전래놀이, 헤어네일아트

공유공간 운영
(11단체 이용)

청소년 동아리, 교직원공동체, 학부모
관내·외 교직원
및 지역민 공동체를 대상으로 각종 연
및 마을교사
수 및 협의회 개최

토요특별프로그램
(2개 강좌)

마을교사 및 지
바리스타, 제과제빵
역민

찾아가는 행복수업꾸러미 초등 1~2학년/서 학습환경 도움꾸러미(캔아트, 모스아트)
(400꾸러미)
당소속 아이들
와 간식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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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 사업】아이톡톡 활용으로 교과교육 활성화 도모
□ 사업 개요
- 아이톡톡 활용 연수 개최
- 아이톡톡을 활용한 교과교육 활성화
□ 추진 성과
- 아이톡톡 활용연수 결과
순

연수제목

1

아이톡특 정식버전
활용 연수

2

아이톡특 사용자 계정
활용 연수

3

빅데이터-AI플랫폼
‘아이톡톡 기능 개선에
따른 교원 연수

4

아이톡톡 및
스마트단말기 활용 연수
안내

일시

대상

내용

2021.2.25.

초,중등교원
32명

아이톡톡
정식버전
주요 내용 및 교수학
습 활용방법 안내

2021.6.25.

초,중등교원
32명

아이톡톡 계정 관리
및 맞춤형 대시보드
활용 방안

2021.8.24.

초,중등교원
64명

빅데이터-AI플랫폼
기능 개선 내용 및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 정책 안내

2022.2.17.

초,중등교원
32명

복합기를 활용한 아
이톡톡 활용방안 안
내 및 실습

- 아이톡톡을 활용한 초등 학교 누리교실 운영 결과
·실시간 쌍방향 수업(총 3강좌 60시간)
: 기타(1), 수학(1), 컴퓨터(1)
·동영상 수업 콘텐츠(총 8강좌 95차시)
: 국어(1), 수학(4), 과학(1), 음악(1), 기타(1)

【강조한 사업】코로나 19 감염증 대응 단위학교 모의훈련 강화
□ 사업개요
- 교육지원청 주관 및 단위학교의 적극적 참여 유도로 모의훈련 효과 증진
- 단위학교 코로나19 감염 상황 발생 시 확산 방지 능력 강화로 교사
내 감염병 조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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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성과
가. 교육지원청 주관 모의훈련 실시
- 초 1교, 중 1교, 고 1교 , 현장방문(8.23.~24. 9.2.)
- 관리자 및 감염병 대응팀별 대표자 대상 총 16명
- 감염병 대응 컨설팅 병행 실시
나. 단위학교 자체 모의훈련 실시
- 총33교(유1, 초18교, 중 9교, 고 5교), 1299명

【강조한 사업】지역민과 함께하고 소통하는 폐교재산 관리
□ 사업 개요
가. 폐교재산의 적극적인 관리
- 폐교재산 대부 환경 개선 및 주변 환경 정리를 통한 민원 방지
- 폐교 내외 노후 시설물 사전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
나. 다양한 폐교재산 활용 방안 마련
-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폐교재산매각추진
- 폐교재산의 다양한 활용을 위한 행복마을학교 개관 추진
□ 추진 성과
- 폐교 노후건물 석면조사 실시(2021.10.29., 진교초고이분교, 적량초영신분교, 양
포초, 고전초신월분교, 횡천초전대분교, 4,070천원)
- 폐교점검(상반기 20개교, 하반기 20개교 - 매각 5교 포함)
- 폐교 수목전정 및 제초작업 실시(5교, 6,968천원)
- 폐교 경계 휀스 설치: 폐)신흥초, 2021.11.03., 16,383,390원
- 폐지학교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시행 : 2021.10.28. 고전초신월분교 및 적량초영신분교, 4,565천원
- 폐)노량초김양분교 매각: 2021.6.18. 하동군 매입, 1,195,530,650원
- 폐)횡천초전대분교 매각 지자체 간담회 및 지역주민설명회(1회)
- 폐)청암초명사분교 매각 지역주민 간담회(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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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운암초등학교 대부를 위한 지자체 간담회 및 지역주민설명회(1회)
- 폐교자체활용
. 고전초고남분교(2021.3.1.폐교): 하동행복마을학교로 운영(2021.9.28. 개관식)
. 2021 예산 지원(시설비 252,048천원, 운영비 381,647천원)
. 마을, 학교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운영

【다듬은 사업】방과후학교 순회강사제 운영
□ 사업 개요
가. 운영 기간: 2021.3. ~ 2022.2.
나. 운영 대상: 관내 공·사립 초·중학교
다. 예산액: 약 101,800천원
□ 추진 성과
가. 농어촌, 도서 지역 우수강사 확보의 어려움 해소 및 교원의 업무경감
- 코로나19로 인해 운영하지 못한 강좌(강사) 계약 연장
- 계약 연장 기간 끝난 후 재계약 실시
- 강사 선발 및 지원, 연수, 회계 관리, 각종 통계, DB 관리 등
- 초 18교 28강좌, 중 7교 10강좌 학교 매칭을 통한 원활한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나. 학교 단위 개별 운영과 대비 되는 차별화된 교육 서비스 지원
- 학생의 방과후학교 참여 관련 정보 분석 및 제공
- 교원 업무 경감 및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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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추/진/계/획
【신설 사업】‘우리 학교 건강 식단’ 공모전
□ 근거
- 2022 경남교육(3-4-3 질 높은 학교급식 운영)
□ 사업 추진 필요성
- 급식 수요자(학생, 학부모)의 학교 건강급식 참여 확대를 통한 급식
만족도 제고
- 학교 급식 종사자의 건강 식단 관리 의식 고취 및 자긍심 제고
□ 2022년 추진 과제
가. 학교 급식 수요자의‘우리 학교 건강 식단’추천 및 선정
- 기간: 2022.4~6월 (추천) , 7월 (평가 및 선정)
- 방법: 하동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우리 학교 건강 식단’ 게시판을
만들어 학생 및 학부모가 식단 사진 등을 등록하여 추천, 교육지원청
주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우수학교 선정 심의 및 인센티브 제공
나. ‘건강급식 우수학교’선정 건강 식단 배포 및 조리 연수 제공
- 기간: 2022.7~8월 (연수), 10월 (자료배포)
- 방법: 우수학교로 선정된 건강 식단 자료를 전 학교에 배포 및 조리
역량 강화 연수 실시
□ 하동교육의 변화
가. 학생, 학부모 등 급식 수요자 직접 참여로 건강 식단에 대한 관심 제
고 및 영양 교육효과 발생
나. 선정된 건강 식단 배포로 학교급식 업무담당자(영양(교)사,조리사,실
무사)의 건강식단에 대한 관심 제고
다. 조리종사자 대상 선정된 건강 식단 조리 실습 연수로 건강 식단 조
리역량 강화 등 지역 내 건강급식 관리 수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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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사업】학교통합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근거
- 2022 경남교육(5-1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
- 2022 학교통합지원센터 운영 계획 알림(정책기획관-2022.1.18.)
□ 확대/강화 방향

운영 체계 및 중점
[ 2021년 ]

[ 2022년 ]

학교통합지원 기반 조성

협력적 통합지원 체계 마련
∘ 학교통합지원 협업 체계 구축

∘ 학교통합지원 협업 체계 구축

∘ 학교통합지원 전문역량 증진
∘ 학교통합지원 운영 평가 및 환류

∘ 학교통합지원 공감대 형성
∘ 학교통합지원 역량 강화

학교통합지원플랫폼 구축·운영

학교통합지원 업무 맞춤 운영
∘ 문제해결형 학교지원 프로그램 운영

>>

∘ 교직원 업무경감형 프로그램 운영
∘ 지역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학교 안팎이 연계협력하는 학교통합지원
∘ 촘촘한 원스톱 학교통합지원포털 구축
∘ 적시지원 원스톱 학교통합지원포털 운영

현장의 학교통합지원 체감도 향상

학교통합지원 평가 및 환류

∘ 학교통합지원영역·내용 선택과 집중

∘ 학교통합지원 운영 모니터링

∘ 교육활동지원 강화 사업 발굴·운영
∘ 내 지역 꼭 맞춤 학교통합지원 운영
- 학교폭력 예방 및 관계 회복 지원

∘ 학교통합지원 만족도 조사
∘ 학교통합지원 운영 평가 및 환류

□ 2022년 추진 과제
가. 학교통합지원 협업 체계 구축
- 교육지원청 내 학교통합지원팀 구성·운영
나. 학교통합지원 전문역량 증진
- 학교통합지원센터 내 업무담당자 전문적 역량 강화
(자체계획에 의한 성찰, 협의회, 연수 및 다모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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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교통합지원 운영 평가 및 환류
- 학교통합지원 실적 작성 및 활용
- 학교통합지원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 학교통합지원센터 인식 및 만족도 조사
라. 학교통합지원 영역과 내용의 선택과 집중
- 학교통합지원콜센터와 바로지원팀 운영을 통한 문제해결형 지원
마. 학교통합지원 유형별 맞춤식 교육활동 지원 강화
바. 우리 지역 꼭 맞춤형 학교통합지원: ‘학교폭력예방 및 관계 회복 지원’
‘멘토링제 운영’, ‘교무행정원 연수 지원’등
□ 하동교육의 변화
가. 학교행정 대전환을 넘어 학교지원의 새로운 표준 제시
나. 학교지원중심 교육지원청 기능 강화를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
다.‘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가치 실현으로 교육활동 전념 학교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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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사업】학생 성장을 돕는 학부모 교육 활성화
□ 근거
- 2022 경남교육(2-1-3 모두가 주인되는 학교자치 활성화)
□ 확대/강화 방향
구분

2021년도 운영방향

2022년도 운영방향
- 단위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지원
- 학부모회 운영 설명회 개최 및
컨설팅 지원
- 학부모회 동아리 운영 지원
- 찾아가는 부모성장학교 운영
- 학부모와 함께하는 경남 교육
사랑방 운영
- 학부모 정책 담당자 전문성 함양

- 부모-자녀 공감 소통을 위한
찾아가는 부모성장학교 운영
주관 및
- 단위 학교 사랑방 운영
방법
- 학부모와 소통하는
경남교육 사랑방 운영

□ 2022년 추진 과제
- 단위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지원
: 2022년 학부모회 운영 길라잡이를 통한 학교로 찾아가는 컨설팅 운영 지원
- 학부모 정책 담당자 전문성 함양
: 교직원 인식 전환 연수, 학부모 업무 담당자 직무연수, 학부모 지원
전문가 역량강화 연수
- 지역학부모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간 소통·협력 기회 제공
- 학부모와 함께하는 경남교육 사랑방 운영
: 학부모들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학교와 지역의 교육현안에 대한
소통과 공감으로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
□ 하동교육의 변화
-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부모 교육 운영 및 지원을 통한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 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학부모 교육과 학생의 성장을 돕는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통한 부모 역량 강화
- 학부모화 함께하는 경남 교육 사랑방 운영을 통한 지역교육현안 논의
및 경남교육정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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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듬을 사업】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맞춤지원 내실화
□ 근거
- 2022 경남교육(1-9-1 평등하고 공정한 특수교육)
□ 다듬을 내용
- 2022학년도 수요자의 장애특성 및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는 보조공학기기 지원
구분

2021년

2022년

특별교부금을 통한 지원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학생 유형별 보조공학기기 - 경남교육청특수교육원, 도내 특수
방법

활용 교육 온라인 연수 지원

교육지원센터 간 연계를 통한 지원

- 보조공학기기 컨설팅 지원

통합교육지원단 솔루션팀을 통한 지원

- 노후화된 보조공하기기 교 - 특수교육운영지원팀,

예산

진단평가팀

체 및 장유정도를 고려한

을 통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및 특

기기 구입

수교육 교육과정 지원

- 9,971천원

- 0원

□ 2022년 추진 과제
가.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보유한 보조공학기기를 경상남도교육청 특수
교육원 홈페이지에 등록, 신속한 대여 및 관련 상담 지원
- 도내 특수교육지원센터 연계지원인 통한 보조공학기기 통합관리 시
스템을 이용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가 교육환경에서 장애로 인한 물리
적 제한이 없는 완전한 ‘Barrier Free’ 실현 가능
나. 통합교육지원단 솔루션팀 구성을 통한 지원
- 특수교육운영지팀: 컨설팅을 통해 특수(엄무) 담당 교사가 보조공학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통한 수업 재구성 지원
- 진단평가지원팀: 컨설팅을 통해 학교를 방문, 담당자와 수요자 상담
을 통해 장애유형 및 특성에 적합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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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교육지원청
I. 일반 현황
1. 직원 현황
교육전문직원

구분

일반직

기록 상담 특수 교육
기타 계
장학사
장학관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사 교사 교사 공무직
(인턴)

정원

2

6

1

6

15

9

현원

2

6(1)

1

5

17

2

1
6

2

4

12

2

4

12

58
2

59

2. 조직

교 육 장
교육지원과

초

중

등

등

교

교

육

육

담

담

당

당

학
교
교
육
지
원
센
터

행정지원과

평

보

행

교

교

시

생

건

정

육

육

설

체

급

지

재

협

지

육

식

원

정

력

원

담

담

담

담

담

담

당

당

당

당

당

당

※ 교육지원청: 2과 9담당
※ 소속기관: 경상남도교육청 산청도서관, 경상남도교육청 산청지리산도서관, 경상남도
교육청 산청학생야영수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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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추/진/성/과
【신설 사업】천왕봉 행복교육지구 운영
□ 사업 개요
- 행복교육지구 1년차 운영(산청군청 200,000천원, 도교육청 200,000천원)
- 행복교육지구 기반조성, 행복한 학교문화조성, 마을학교 운영, 마을교
육공동체 조성의 4가지 과제를 추진
□ 추진 성과
가. 행복교육지구 기반 조성(8,115천원)
- 행복교육지구 추진위원회 및 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
- 마을교육자원지도 ‘선비마실지도’제작 보급(전 초중학교)
나. 행복한 학교 문화 지원(19,615천원) 군청 20,000천원
- 행복한 학습공동체문화조성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지원(6교)
- 소규모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지원(1교)
- 지속가능한 생태환경교육과 연계한 마을교육과정 운영
- 지역예술단체(기산국악제전위원회)와 함께 하는 문화예술공연
- 동의보감촌 가족체험학습 운영
다. 마을학교 운영(150,712천원) 군청 180,000천원
- 학생맞춤형 특기적성교육활동 경비 지원(17교)
- 산청군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13교)
- 학생맞춤형 마을학교 운영(학생자율동아리 19팀)
- 창의적체험활동 운영학교 지원(2교)
- 거점학교 협력형 마을학교 운영 지원(3교)
- 지역중심 마을학교 운영(9개)
- 마을교사 양성 및 역량강화 연수(2회)
라. 마을교육공동체 조성(21,558천원)
- 지역민과 함께 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연수, 토론회, 간담회 운영
- 행복교육지구 성과나눔 어울림 한마당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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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 사업】초등 기초학력 향상 지원 강화
□ 사업 개요
구분

더채움
방학프로그램

대상 -8개교

내용

-여름방학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운영

두드림학교
-(5월) 13개교
-(10월) 추가 4개교
-학습부진원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5월) 28,800천원

예산 -(6월) 17,000천원

-(10월) 5,000천원
-계 33,800천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산청교육지원청
-뇌파, 신경심리검사
및 학습코칭
(19명: 초18, 중1)
-(2월) 34,000천원
-(7월) 1,280천원

□ 추진 성과
- 학습종합클리닉 및 누리교실 연계 관내 모든 초등학교 1~2학년용 수
학교구 배부(3종, 7,733천원) 및 기초수학 교재(2종, 7,260천원) 제작,
배부 활용
- 학교 안 누리교실: 관내 모든 초등학교(계 43,000천원), 1차 추가 지원
2개교(생초, 오부초, 계 7,400천원) 및 2차 추가 지원 2개교(단계, 삼장
초, 2,260천원)
- 학교 밖 온라인 누리교실(수업콘텐츠 탑재): 관내 16명 초등교사 16개
주제 총 222차시 운영 및 33,300천원 지급
- 초등 누리샘(온라인튜터): 도산, 단성, 산청초(3개교) 각 12,180천원(계
36,540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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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 사업】진로체험교육 및 자유학기 활동 활성화
□ 사업 개요
- 목적: 학생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산청교육을 실현하고자 자유학기
활동 내실화 및 지역 여건을 반영한 특색 있는 진로교육과정 운영
- 대상: 산청지역 초․중․고 교원 및 학생
- 추진내용(교육지원청)
사업내용

대상(인원)

주요내용

자유학기 및 진로 담당 교원 연수

초․중․고
(30명)

우리 국악과 함께하는 전통문화 체험(장소:
기산국악당)

산청선비골 관리자 진로체험 연수

유․초․중․고
교(원)장
(28명)

명장(야목 유종환)과 함께하는 전통문화 진
로체험 (장소: 야목 공방)

관리자 진로체험 연수

유․초․중․고
관리자

진로 업무 담당자 진로체험 연수

중․고 업무
담당(12명)

분경 체험 활동을 통한 교실수업개선 및 진
로체험활동 역량 강화
(장소: 산청교육지원청)
진로 교육 및 자유학년제 활성화를 위한 업
무 담당자 진로체험 연수
(장소: 소소재 농촌교육농창)

- 추진내용(학교)
사업내용

대상(인원)

주요내용

산청진로교육체험센터
단위학교 지원

덕산중(27명)외
4개교 126명

도자기 공예 체험활동(체험처: 려민요)
퍼피 로봇 만들기 활동(체험처: 핸즈체험터)
점토 공예 체험활동 (체험처: 려민요)

워크북 배부

중학교

학급경영에 도움이 되는 진로코칭 워크북
배부(학급당 2권)

안전방역물품 지원

중학교

학생 안전한 진로체험활동을 위한 방역마스
크(KF94) 지원

□ 추진 성과
- 지역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진로체험 활동 실시
-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진로체험활동 및 자유학년제에 대한 마인드 제고
- 진로교육 및 자유학년제 이해도 제고에 따른 학생이 중심이 되는 행
복한 산청교육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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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 사업】교육공동체와 청렴동행으로 행복산청교육 실현
□ 사업 개요
가. 근거
- 2021년도 산청교육지원청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계획
나. 주요 내용
- 지역교육공동체와 협력 상생하여 청렴 문화를 조성하고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렴 홍보 활동 실시
- 배려와 소통으로 직원 간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
□ 추진 성과
가. 주요 추진 내용 및 실적
추진방향

추진내용

청렴추진단 및 청렴실무협의회
청렴학교(기관)장 회의
청렴 추진 기반 강화
부패취약분야 담당별 청렴 정책 추진
더 존중, 더 배려 캠페인 운영
청렴 알림 문자서비스, 기관장 청렴서한문 발송
부패 취약분야 전면 개선
청렴 마음 모음함 운영
공직자 청렴 교육
더 청렴한 날 운영
알고싶어YOU! 운영
청렴 의자 만들기 행사 운영
찾아가서 배우는 역사 속 청렴(청렴유적지)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청렴(캠페인, 홍보 등)
청렴일상 多행복 칭찬합시다! , 마니또
청렴일상 多행복 청렴건강체조
청렴 실천 문화 확산 청렴일상 多행복 청렴다이어리 제작·배포
청렴일상 多행복 청렴활동 소책자 제작
청렴실천 다짐 표어 공모전 및 청렴 부스 운영
청렴햇살 아이좋아! 청렴 소식지 발간
청렴 표지석 설치 및 홍보
청렴싣고 달리는 통학버스 운영
청렴공감 토크 및 컨설팅 운영
한 주의 청렴 소통·공감·나눔 주제 운영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렴 업무 협약식

실적
6회
5회
10개 분야
2회
8개 분야
연중
1회
12회
2회
1회
1회
4회
연중
연중
1회
1회
2회
2회
1회
7개 기관
17개 기관
연중
5개 기관

나. 추진 결과
- 2021년 교육지원청 부패방지 시책평가 94.5점 달성
- 배려와 소통 중심의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으로 내부청렴도 향상
-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민의 청렴에 대한 관심도 증가 및 청렴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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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추/진/계/획
【신설 사업】산청 환경교육 특구 운영
□ 근거
- 산청교육 2022 1-3 기후위기대응 생태환경교육 강화
□ 사업 추진 필요성
- 산청의 환경적 특수성을 활용한 환경교육 실천으로 학교에서부터 시
작하는 환경교육 운영
-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학교·가정에서의 작은 실천으로 이어져 지속
가능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천 중심의 학교 환경교육 필요
□ 2022년 추진 과제
가. 환경교육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운영
-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협의 및 협력사업 진행
- 참여기관(단체): 경상남도교육청, 산청군, 산청교육지원청, 산청환경운
동연합, 경상남도환경교육원 등
나. 약초사랑으로 실천하는 생태환경교육
- 천왕봉 행복교육지구와 함께하는 자연친화 체험활동
- 지역 특색과제 연계 운영한 약초사랑텃밭 운영: 약초 및 지역특화식
물 등 텃밭을 활용한 재배를 통해 자연생태교육 운영
다. ‘선비발길 따라’ 생태탐방체험활동
- 내용: 선비의 탁족처 탐방으로 자연에서 배우는 생명의 소중함, 환경
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 자연에 대한 예절 슬로탐방 등
라.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운영
- 대상: 관내 초·중·고등학교
- 목적: 체험 중심의 환경교육 내실화를 통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
- 지원내용: 학교특색에 맞는 체험중심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운영비
지원 및 동아리 운영비(교당 1,5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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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방법: 동아리활동, 창의적체험활동 연계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마. 교육과정 속 환경교육 운영
- 도교육청 지정 생태환경미래학교, 생명을 가꾸는 초록학교 운영, 체
험중심 숲교육학교 운영, 텃밭교육학교 운영, 미세먼지 교육 선도학
교 등의 운영과 연계한 학교별 특색 있는 환경교육 실천
바. 자유학년제 연계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운영
- 주제: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15차시이상 권장)
- 기간: 2022. 3. ~ 2023. 2.(학교별 운영계획에 따름)
- 학교교육과정 반영: 자유학년제 주제탐구활동 및 동아리 활동으로 운영
- 사회환경교육기관과 상설협의체 구성, 운영 지원 및 매칭, 협의회 개
최, 평가 및 환류체제 구축 등
사. 환경교육 네트워트 연계 생태탐방체험
- 경남환경교육원 연계 ‘자연과 함께’ 과정 운영
아. 군청 연계 군민과 함께 하는 환경교육 실천
자. 천왕봉행복교육지구와 함께하는 환경교육 실천
차. 학부모네트워크와 함께하는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 생활 속 유해환경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우리가족 지키기, 학부모
환경지킴이 구성 및 환경멘토 활용 연수 등 운영
□ 산청교육의 변화
가. 지구를 지키는 경남 학교환경교육 비상 선언 이후 2050년을 준비하는
산청형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체제 구축
나. 코로나19 이후 환경교육의 패러다임을 실천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토대 마련
다.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학교·가정에서의 작은 실천으로 이어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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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사업】‘선생님과 함께하는 마음 여행’
□ 근거
- 2022 산청교육(2-2-2 삶의 가치를 높이는 인성교육)
□ 사업 추진 필요성
- 학교폭력 사안처리 후 가·피해 학생 및 관찰대상 학생에 대한 지속
적 관찰과 관계형성을 해야 하나 학교, 상담실, Wee센터의 역할이 주
어진 조건에 한정되어 실질적 회복적 생활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함.
- 해당 학생에 대한 학교의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을 통해 정서 안정과
관계성회복을 통한 건전한 가치관 형성의 필요성 대두
- 주말 또는 방학을 이용 교사와 또래 상담자와 함께 하는 주제가 있는
활동을 통해 본래적 생활 복귀
□ 2022년 추진 과제
가. 학교폭력 가·피해자 관계회복
- 학교 현장과 해당 학생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운영
나. 관계회복을 바탕으로 한 인성 함양 및 적성 발굴
- 학생 중심의 다양한 활동(토론, 감상, 체험(직업연관), 극기,봉사 등)을
통해 인성 함양 및 적성 발굴
구분

2022년

지원체제
참가 대상
주제
기간
운영방법
예산

- 지원청 중심
- 관내 학폭 가·피해자 및 지원 필요 학생,
-‘선생님과 함께 하는 마음여행’: 관계회복을 통한 인성함양
- 연중
- 교사와 학생이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함
- 11,460천원

□ 산청교육의 변화
가. 기관(학교, 치유기관 등) 학폭예방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학생 주도의
계획과 운영함으로 학생들의 자발성과 자존감 형성에 기여
나. 학폭 특별교육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추수지도가 이루어
지지 않는 반면 ‘선생님과 함께하는 마음여행’프로그램은 학생들
의 관계회복 중점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를 통해 관계회복 뿐만 아
니라 미래에 대한 설계 가능
210 ■

경남교육

- 210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강조 사업】학생이 행복한 배움중심수업 활성화
□ 근거
- 경남교육 2022 1-1 미래역량 중심의 수업혁신
□ 사업 추진 필요성
- 교사의 자발성에 기초한 수업혁신 필요성
- 지역 특색과 학교 여건을 반영한 자유학년제 운영
- 지식중심 교육에서 배움을 즐기는 역량중심의 교육 필요성
- 교실수업개선 맞춤 연수 및 활성화 지원 필요
- 기초학력 보장으로 학습격차 해소
□ 2022년 추진 과제
가. 자유학기 및 배움중심교육과정 활성화
- 참여와 특색 있는 학교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원
- 중학교 교육과정 전문가 T.F 운영
- 자유학기 및 배움중심교육과정 컨설팅 실시
나.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 단위학교별, 지역별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활성화 지원
-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컨설팅 및 연수 실시
다. 기초학력향상 위한 단위학교 지원
- 누리교실 관련 연수 및 컨설팅 실시
- 두드림학교 컨설팅 실시
연번

내용

대상

실시 횟수

예산(원)

1

중학교 교육과정 연수

중학교

학기별 1회

500,000

2

자유학기 관련 컨설팅

중학교

학기별 1회

300,000

3

전문적학습공동체 연수

고등학교

학기별 1회

700,000

4

두드림학교 컨설팅

중학교

1회

150,000

5

누리교실 컨설팅

중․고등학교

1회

600,000

※ 추후 예산 및 실시 횟수는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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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교육의 변화
가. 농산어촌의 지역적 교육 인프라 부족 해소
나. 배움중심수업 확산을 통하여 교육본질을 회복 및 행복교육 실현
다. 교사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통한 미래지향적 교육본질 구현

【다듬을 사업】통학버스 지원 및 방역 강화
□ 확대/강화 방향
구분

추진내용

예산

2021년도 운영 방향

2022년도 운영 방향

- 유, 초, 중, 고 통합 등·하교 확대 지 - 유, 초, 중, 고 통합 등·하교 적극지
원(필요시 차량 재배치 가능)
원(차량 노선 정비)
- 현장체험학습 지원 활성화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지원

- 현장체험학습 지원 활성화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강화

- 1,103,919천원

- 1,784,460천원

□ 2022년 추진 과제
가. 농산촌 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통학차량 지원
- 차량 노선 정비로 유, 초, 중, 고 통합 등·하교 적극 지원
나. 통학버스 통합관리로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지원
- 현장체험학습 지원 지역 확대
(농산촌 특수성을 고려, 김해‧양산‧밀양‧거제를 제외한 경남 전역 운행)
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통학버스 방역·소독 지원
- 대상: 관내 직영·용역 통학버스 총34대
- 통학버스 실내 살균 소독
- 통학버스 비치용 소독용품 배부
□ 기대 효과
가. 통학차량 적극 지원으로 농·산촌 소규모학교의 다양한 교육체험활
동 기반 조성 및 교육수요자 만족도 향상
나. 코로나19를 대비한 방역 강화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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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교육지원청
I. 일반 현황
1. 직원 현황
교육전문직원

일반직

기록
교육
상담 특수
구분
연구
공무
교사 교사
장학관 장학사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사
직

계

정원

2

7

1

5

15

10

현원

2

7

1

5

11

3

9

1

2

4

13

60

1

2

4

13

58

2. 조직

교 육 장
교육지원과

행정지원과

초

중

평

보

등

등

생

건

체

급

육

식

교
육

교

담

담

담

담

당

당

당

당

학
교
교
육
지
원
센
터

행

교

교

시

정

육

육

설

지

협

재

지

원

력

정

원

담

담

담

담

당

당

당

당

※ 교육지원청: 2과 9담당
※ 소속기관: 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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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추/진/성/과
【신설 사업】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한 민주시민 되기
□ 사업 개요

▸ 학생의 삶을 기반으로 하여 성장을 돕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
▸ 교육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자율적인 학생 자치역량 강화

□ 추진 성과
가. 학교 안 자치활동 강화

▸ 민주적 회의 문화 조성 역량강화 연수 지원(초·중등 각 1회)
▸ 자율동아리 조직 및 활성화 지원(초 2개, 중 3개, 고 3개, 계 8개 동
아리 각 700천원 지원)

나. 학교 밖 자치활동 강화

▸ 다볕골청소년문화기획단 3기 조직: 지역 내 청소년 21명
▸ 다볕골청소년문화기획단 3기 운영: 오리엔테이션, 디자인싱킹 연수
실시(15시간), 지리산 문화놀이 장날 참여(4회)
청∙개
및 운영
▸ 제25회 다볕골청소년한마음축제‘청
청∙∙개∙
개∙굴
∙굴∙
굴∙이
∙이’기획
이
: 2021. 11. 6. 실시, 청소년 문화마켓(10개 마켓 운영), 청소년 문화공연
(12개팀 50명 참가), 400여명 관람

【강조한 사업】함양 다볕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 사업 개요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마을교육공동체 추진단 구성
(2월) 및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배움터 및 토론회
개최

•마을교육공동체 모임 운영(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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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볕마을학교 운영
•지역중심의 다볕마을학교 활성화

•마을학교 수시 컨설팅(프로그램, 방역 등
지원)

•마을학교 운영결과 발표 및 토론회 개최
(1회)

마을교육과정 운영
•마을교육과정 편성 특수
분야 직무연수 운영(15시간,
1회)

•마을교육과정 운영 학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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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성과
- 다볕마을교육공동체 추진단 구성 및 협의회(2회 실시)
- 2021. 5.~ 10. 지역민 대상 다볕마을교육공동체 배움터(11회 실시)
- 2021. 4. ~ 12. 마을교육공동체 전문적학습공동체‘틈틈틈’운영
- 지역중심의 함양다볕마을학교 운영
·학교협력형 마을학교 운영: 함양초, 금반초, 백전초, 유림초,
지곡초, 함양여중(6교, 예산지원 49,000천원)
·자립형 마을학교 운영: 안의사랑교육공동체 마을학교(1개소)
·마을학교 컨설팅 3회 실시
·마을학교 운영 결과 발표 및 2022. 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실시
- 마을교육과정 편성 역량강화 특수분야 직무연수 실시(15시간, 1회)

【강조한 사업】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함양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 사업 개요
- 운영 기간: 2021. 3. ~ 2021. 12.
- 운영 대상: 관내 공·사립 초·중학교 학생 대상
-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심리적, 교육복지 차원 입체적 지원
□ 추진 성과
가. 학습코칭단 조직 및 운영
- 학습코칭단 구성: 외부강사 채용 3명(공개 모집)
- 학습지원단 조직‧운영: 관내 초‧중 교사 중 기초학력 컨설팅 유경험자
나. 찾아가는 맞춤형 학습코칭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대상: 관내 초‧중학생 중 다요인 학습지원 대상 학생 23명
- 운영: 연간 22회기 내외(주1시간) 또는 연간 44회기 내외(주2시간) 실시
- 학습코칭 주요 프로그램

․ 학습코칭: 학생에게 필요한 교과에 대한 학습코칭 실시

․ 종합심리검사 지원: Wee센터 연계 종합심리검사지원(초1명, 중1명)

․ 자존감향상 프로그램: 책과 함께 하는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운영
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성과 나눔
- 학생 개인 성장 이력 관리 및 상담 결과 피드백 강화, 학부모 소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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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 사업】미래역량 중심의 수업혁신
□ 사업 개요
- 미래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으로 학교 교육력 강화
- 배움중심수업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및 수업탐구교사공동체 운영
□ 추진 성과
- 2021.‘함께 배움’수업탐구 교사공동체 공모 사업(초·중 8개팀, 교당 100만원)
- 2021.‘함께 배움’수업탐구 교사공동체 역량강화 연수(연2회, 교사 24명 내외)
- 2021.‘함께 배움’수업탐구 교사공동체 수업나눔 운영(10월 2주~3주, 관내
초․중등 교원 참여)
- 2021. 학생 참여·협력형 배움중심수업 연수(5월, 비대면, 초등교사 24명 내외)
- 2021. 초등 역량기반 학생중심 교육과정 연수 운영(6월, 교사 30명 내외)
- 2021. 교육과정과 평가 권역별 점검 및 컨설팅 운영(연2회, 교육과정과 평가
지원단 운영 초8명, 중5명)
- 2021. 초․중등 관리자 및 교사 대상 공동교육과정 연수 운영(10월 관리자 대상,
10월~11월 초등교육과정 담당교사 대상)
- 2021. 자유학년제 교원 역량강화 연수(초등 교원 1회, 유․초․중등 관리자 2회)

【다듬은 사업】함양미래교육지원센터((IT·드론·로봇체험실) 운영
□ 사업 개요
- 미래교육 환경 기반 구축에 따른 체험과 탐구 중심의 배움중심수업 적
용으로 학생이 행복한 교실 수업 구현
- 지능정보 시대의 지속가능한 미래교육 체제 구축 운영으로 미래교육 역량
강화 지원
□ 추진 성과
- 코로나19로 인해 축소 운영(추진과제2 교원 역량 강화 직무연수 미운영)
- 총사업비 23,400,000원
집행액 23,379,090원(프로젝트 운영 강사비 및 재료구입비), 잔액 20,910원
- (과제1) 학생 맞춤형 단계별 프로젝트 운영(관내 초등학교 6학년 196명)
→ 학교로 찾아가는 IT·드론·로봇체험실
→ 두런두런(Do&Learn) 프로젝트: 로봇 관련 프로토타입 만들기, 디자인 등의
맞춤형 과정을 통하여 미래 일상에 대한 학생들의 상상력 자극 및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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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하이(Drone High) 프로젝트: 드론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생활과 연계
한 미래지향적인 드론의 구상을 통한 미래사회 대비
→ 박지원 프로젝트: 사물인터넷 IoT 개념을 알고 이를 적용하여 일상생활
가전 디자인(프로그래밍)과 3D Maker 활용 구현
- (과제3) 인프라 구축을 통한 미래교육 문화 확산
→ 미래교육지원센터 활용 연수: 미래교육지원센터 소속 운영 강사 역량 강화
연수(13명, 1회)
→ 미래교육지원센터 홍보를 통한 미래교육 인식 제고: 홍보 물품(종이가방 등)
제작 및 활용
- 미래교육지원센터(IT·드론·로봇체험실) 운영 재료 구입: 레이싱드론(3대),
DJI로보마스터 및 S1배터리(6개), 빔스크린용 칠판 등

【다듬은 사업】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
□ 사업 개요
-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 지원
- 교무행정원 역량 강화를 통한 교사들의 행정업무 경감
□ 추진 성과
- 교무행정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실시(5회)
- 공문서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관내 교사 및 행정직원 4명)
- 교무행정팀 TF 운영(관내 교직원 11명, 2회 운영)
- 2월 새학년 준비 및 3월 교육집중의 달 운영
- 경상남도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 만족도 1위(도교육청 학교혁신과,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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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추/진/계/획
【신설 사업】2022. 함양행복교육지구 운영
□ 근거
- 2022. 경남교육(1-5-1. 행복교육지구 운영)
□ 사업 추진 필요성
- 학교와 마을을 넘나드는 따뜻한 돌봄과 배움으로 배려와 존중의 문화
속에 함께 배우고 협력할 줄 아는 사람 육성
□ 2022년 추진 과제
가. 사업 기간: 2022. 1. 1. ~ 2022. 12. 31.
나. 소요 예산: 4억원
다. 내세움말(비전): 마을과 함께 크는 아이들
다. 추진 과제 및 세부추진 내용
추진 과제
함양
행복교육지구
기반 조성
행복한 학교문화
지원
다볕골 마을학교
운영
함양교육공동체
조성

세부 추진 내용

∘ 행복교육지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함양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평화로운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
∘
∘
∘
∘
∘
∘

함양행복교육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공동교육과정(10교) 및 마을교육과정 운영 학급(10학급) 지원
수업혁신 연수 및 수업혁신 교사 연구회(8개) 지원
학교 안, 학교 밖 학생자치 지원
다볕골 마을학교(8개소) 및 돌봄 마을학교(1개소) 운영
학교협력형 마을학교(2교) 운영
지역사회 마을교사 양성

∘ 함양환경사랑 연구회 지원
∘ 마을교육공동체 배움터 운영 및 축제 개최
∘ 함양대학프로젝트 운영 및 함양미래교육포럼 개최

□ 기대효과
- 꿈과 끼를 펼치는 미래 인재 및 건전한 민주시민 육성
- 교육본질에 충실하고 지역공동체와 함께 행복한 교육 실천
- 지속가능한 교육을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미래형 지역 인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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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사업】공동교육과정 운영으로“빛깔있는 작은학교 만들기”
□ 근거
- 국정과제 50-4. 혁신학교 확대
- 경남교육 2022. 4-2-2. 저마다의 빛깔을 갖는 작은학교 지원
- 함양교육지원계획 중점과제 1. 미래역량을 키우는 수업 혁신
- 2022. 함양행복교육지구 추진과제 2. 행복한 학교문화 지원
□ 사업 추진 필요성
- 함양 관내 13개 초등학교 중 학생수 60명 이하 10개교, 작은학교 학생 간
협력수업, 배움중심 수업 단점 극복 필요
- 작은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교 간 소통과 협업 및 교육생태계 확장
- 지역사회와 연계 특색있는 교육활동 활성화를 통한 찾아오는 작은학교 만들기
□ 2022년 추진 과제
가. 2022. 작은학교 살리기 업무담당자 TF 운영(상․하반기)
- 2022. 교육정책사업 작은학교 자율선택제 운영 협의 및 공유
나. 2022. 함양 관내 초등 학생수 60명 이하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교 공모
- 운영 기간: 2022. 4. ~ 2022. 12.
- 관내 초․중학교 5그룹(10개교), 주무학교 5,000천원 내외 지원
다. 2022. 함양 관내 공동교육과정 운영학교 역량강화 연수(년 1회)
라. 2022.“빛깔있는 작은학교 만들기”공동교육과정 운영 사례 나눔
□ 함양교육의 변화
가. 학교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교육생태계 확장
나.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으로 작은학교 간 협력 추진 및 특색있는
교육과정 개발에 기여

- 221 -

■ 221

배움이 즐거운 학교·함께 가꾸는 경남교육

【신설 사업】함양도서관 이전 계획(안)
□ 사업추진 필요성
- 함양도서관은 1989년 건축된 건물로써 내·외부마감재 등 시설이 노후
화되어 안전사고의 위험 발생 및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시설물로 이전 신축
이 시급함
- 지역 내 유일한 문화공간으로 자료실 및 열람실 수용이 190여석에 불과하여
하루 평균 300여명의 이용자가 도서관을 이용하는 실정으로 공간부족의
애로가 큼
- 현 함양교육지원청 인근 부지를 확보하여 지상 3층 규모로 재건축하고자 함
□ 도서관 현황
기관명

건물준공

함양도서관

건물형태
및 구조

시설현황
건물(㎡) 좌석수(석)

토지(㎡)

1,318
지하1층,지상
1989.12.
3,068㎡ (건축면적
2층
철근콘크리트
526.5)

260

자료(권)

1일
이용자(명)

개관일

88,275

300

1963.11.22.

【신설 사업】함양교육지원청 재건축 계획(안)
□ 사업추진 필요성
- 우리교육지원청의 오랜 숙원사업인 청사 이전 계획으로, 함양군의 공용
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함양군에서 현 교육지원청 청사 매입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함양군의 재정사항의 이유 등으로 무산되어 현재까지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황으로 청사 인접부지를 확보
매입하여,
(1안) 지방자치단체 행정타운개발 예정지에 부지 확보하여 신축
(2안) 현 청사를 넓혀 청사 재건축 및 도서관 신축·이전을 추진하고자 함
□ 교육지원청 현황
- 조직: 2과 9담당(직원수: 58명)
주소

건축년도

층수

부지면적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1157

1971년

지상 3층

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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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617.24㎡

1,712.88㎡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강조 사업】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한 민주시민 되기
□ 근거
▸ 2022. 경남교육(역점과제 1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 2022. 함양교육지원계획(특색과제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한 민주
시민 되기)
□ 확대/강화 방향
구분
지원 체제
참가 대상
추진 과제

예산

운영 방법

2021년도 운영 방향

2022년도 운영 방향

▸ 지역교육청 및 지자체
▸함양관내 청소년

▸ 지역교육청 및 지자체
▸함양관내 청소년, 지역민

- 24,500천원
▸재배정 15,000천원
▸지자체 9,500천원

- 75,104천원
▸재배정 34,400천원
▸자 체 23,704천원
▸지자체 17,000천원

▸학교안 자치활동 강화
▸학교밖 자치활동 강화

▸지역특색으로 운영

▸학교안 자치활동 강화
▸학교밖 자치활동 강화
▸지역민과 함께하는 자치활동 참여

▸지역특색을 함양행복교육지구 사업과 연계
하여 운영

□ 2022년 추진 과제
추진 과제

운영 내용

학교 안
자치활동
강화

- 학생자치회 활성화 지원: 초·중·고 6개교, 각 2,000천원 지원
- 학생자치 역량 강화 지원
▸민주적 회의문화 조성 역량강화 연수 지원: 초, 중등 각 1회
- 학교 안 자율동아리 지원: 초·중·고 15개 동아리, 각 1,000천원 지원

학교 밖
자치활동
강화

- 지역청소년 문화공동체 활동 지원
▸다볕골청소년문화기획단 조직 및 운영: 중, 고등학생 25명
▸다볕골청소년문화기획단 역량강화 연수 지원: 4~5월, 15시간
▸다볕골청소년한마음축제 기획·운영: 11월, 연 1회
- 학교 밖 자율동아리 지원: 중·고 15개 동아리, 각 1,000천원 지원

지역민과
함께하는
자치활동 참여

- 학교 밖 자율동아리 지원을 위한 길잡이교사 운영
- 지역민과 함께하는 환경동아리, 함양대학 프로젝트 지원

□ 함양교육의 변화
가.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자율적인 자치역량 강화
나. 학생이 주체가 되는 학교 및 지역행사 추진으로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다. 스스로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문화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지역의 주체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
라. 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삶의 기술을 배우고 활용하는 능력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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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듬을 사업】함양미래교육지원센터(IT·드론·로봇체험실) 운영
□ 근거
- 2022 경남교육(1-2-2 미래교육 지원 거버넌스 구축)
□ 다듬을 내용
구분

2021년

2022년

지원 인력 - 센터관리인력 없음

- 센터관리인력 확보(지자체 지원)

참가 대상 - 관내 초등학생

- 관내 초·중학생

- (과제1) 초등학생 맞춤형 단계별
프로젝트 운영
추진과제
- (과제2) 체험실 인프라 구축을 통한
미래교육 문화 확산

- (과제1) 초·중학생 맞춤형 단계별 프로젝트 운영
- (과제2) 교원 역량강화 직무연수 운영
- (과제3) 체험실 인프라 구축을 통한 미래 교육
문화 확산

예산

- 23,400천원

- 23,400천원

□ 2022년 추진 과제
가. 추진 과제 1: 초·중등 학생 맞춤형 단계별 프로젝트 운영
- 운영 방침: 초등은 수요일 오후, 중등은 토요일 오전 위주로 운영, 관내 초
등학교 6학년(정보교과), 중학교 1학년(자유학년제) 대상으로 학교교육과정
연계하여 단위학교별 희망 프로젝트 신청을 받아서 운영.
- 두런두런(Do&Learn) 프로젝트: (초등) 꿈을찾는두런두런, 3주간(주별 2h, 총6차시)
(중등) 자유학년제 두런두런, 3주간(주별 2h, 총6차시)
- 드론하이 프로젝트: (초등) 꿈을 찾는 드론 스쿨, 1주간(총 3차시)
(중등) 자유학년제 FlyHigh DroneHigh, 2주간(주별 3h, 총 6차시)
- 박지원 프로젝트: (초등) 박지원을 찾아라!, 3주간(주별 2h, 총 6차시)
(중등) 자유학년제 박지원을 만나자!, 2주간(주별 3h, 총 6차시)
나. 추진 과제 2: 교원 역량 강화 직무연수 운영
- 관내 신규 및 전입교사 대상 직무연수 연계 운영
- 초등학교 SW교육 담당교원 역량 강화 직무연수 연계 운영
다. 추진 과제 3: 인프라 구축을 통한 미래교육 문화 확산
- 미래교육지원센터 강사 육성 및 소속 강사 운영 역량 강화 연수
- 미래교육지원센터 홍보를 통한 미래교육 인식 제고
□ 함양교육의 변화
가. IT‧드론‧로봇 관련 체험 위주의 연수와 수업혁신을 통한 교원의 미래교육역량 강화
나. 미래산업 기반 취약지역 학생들의 첨단기기에 대한 체험과 탐구로 미래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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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듬을 사업】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
□ 근거
- 함양교육 2022(5-1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
□ 다듬을 내용
구분

2021년 운영방향

2022년 운영방향

지원체제

- 교육지원청 중심

- 교육지원청 및 학교 중심

중심 내용

- 교무행정원 직무연수
- 공문서 모니터단 운영
- 교무행정팀 TF 운영

- 교무행정팀 및 교무행정원 컨설팅 실시
- 교무행정원 역량강화 직무연수 실시
- 공문서 모니터단 운영 및 공문서 부담 경감
연수 실시

- 4,362천원

- 5,102천원

예산

□ 2022년 추진 과제
가. 교무행정팀 및 교무행정원 컨설팅 실시
- 단위학교 환경에 맞는 피드백 실시
- 학교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 및 타 학교와의
사례 공유
- 교무행정팀 TF 운영을 통한 발전방안 강구
나. 교무행정원 역량 강화
- 학교행정업무와의 연계를 통한 필수적인 과목 역량 강화 실시
- 자기 주도적·전문적 역량을 갖춘 교무행정원 양성
다. 공문서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자체 교육 실시
- 지속적인 학교 공문서 부담 경감 연수 실시 및 불필요한 공문서 발생
시 피드백을 통한 자체 교육
□ 함양교육의 변화
가.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나. 학교 구성원들의 협업 문화 조성 및 행정업무 효율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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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교육지원청
I. 일반 현황
1. 직원 현황
교육전문직원
구분

장학사
장학관
4급
(인턴)

일반직
5급

6급

7급

8급

정원

2

6

1

8

12

12

현원

2

6(1)

1

6

11

5

기록 상담 특수 교육
9급 연구사 교사 교사 공무직

9

계

1

3

4

17

66

1

3

4

17

65

2. 조직

교 육 장

교육지원과

초

중

등

등

교

교

육

육

담

담

당

당

학
교
교
육
지
원
센
터

행정지원과

평

보

행

교

교

시

전

생

건

정

육

육

설

산

체

급

지

협

재

지

정

육

식

원

력

정

원

보

담

담

담

담

담

담

담

당

당

당

당

당

당

당

※ 교육지원청: 2과 10담당
※ 소속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거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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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추/진/성/과
【신설 사업】
□
□

2050년을 준비하는 Eco-Science 체험 교육

사업 개요
급변하는 사회를 예측하고 적응하며 미래를 대비하는 인재 육성
기후위기·환경재난시대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환경교육 활성화
추진 성과

가.
Eco-Science 체험 프로그램 운영
- 관내 초·중학생, 2021년 6월 5일 ~ 6월 19일
대주제

소주제
3D 프린터

미래과학1
첨단산업

첨단산업과
천담기자재
자원재활용,
지속가능한 발전

미래과학2
환경
기후변화

우주여행
미래과학3
우주과학
우주항공

나.

세부주제
4차 산업혁명과 3D 모델링 교육
- 4차 산업혁명의 이해
- 3D 프린터 구조와 직접 조립해보기
첨단산업과 첨단기자재 이해 및 체험
- 10년 후 우리나라의 모습
- 첨단산업(드론, 3D, AI 등) 자세히 알아보기
- 체험: 3D펜으로 만들어가는 세상
쌓여가는 쓰레기, 더워지는 지구
- 쓰레기
- 지속가능한 발전이 필요한 이유
- 체험: 폐품으로 태양광 풍력 자동차 제작
기후변화를 대처하는 우리들의 모습
- 인류를 위협하는 기후
- 기후변화와 미래
- 체험: 친환경 과학탐구활동
우주여행을 준비하는 세상
- 우주를 다녀온 사람들
- 우주의 모습, 우주에서 우주인의 생활모습
- 체험: 우주인 선발 시험, 우주여행 로봇 제작
우주탐사와 인류의 미래
- 우주탐사의 현주소와 미래
- 체험: 우주탐사선 만들기, 우주탐사 낙하 실험

대상
교사
(12명)
초 5-6
(12명)
초 5-6
(12명)
중 1-2
(12명)
초 5-6
(12명)
중 1-2
(12명)

환경캐릭터 공모전

- 거창한(韓) 환경지킴이 ‘창수(昌水)’캐릭터 학교 기후환경교육에 활용
거창한(韓) 환경지킴이 ‘창수(昌水)’는 거창 영호강(위천천)에서 볼 수 있는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을 형상화한 것으로, 거창군의 생태계 균형을 지
켜주는 수달이라는 뜻으로 캐릭터화한 이름이다. 창수의 ‘신비한 탐험가’ 모
자에서 주황색은 사람, 초록색은 자연, 빨간색은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의미
한다. 창수는 계곡의 오염을 막기 위해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주우며 자연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취미로 생태계의 보고인 창포원에서 창포꽃을 키운다.

- ‘창수(昌水)’캐릭터 활용 환경교육 배너, 마스크, 텀블러, pp파일 등 제작

PP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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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 사업】마을교육공동체 운영
□ 사업 개요

◦ 마을교육공동체 기반 조성

◦ 지역민과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 마을교육공동체 아카데미 운영

□ 추진 성과

◦ 마을교육공동체 기반 조성
- 2022. 거창 행복교육지구 지정
-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확장성 강조를 통해 당초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예산 증액(경상남도교육청 2.5억원, 거창군 2.5억원)

◦ 지역민과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 지역 주민 대상 행복교육지구 및 마을학교 홍보
- 홍보자료 제작·보급

◦ 마을교육공동체 아카데미 운영
- 행복교육지구 추진을 위한 학부모 연수
- 전남 완주군의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사례 관련 연수를 통해 학부모의
마을교육공동체 참여 의지 고취
- 6회의 학교문화혁신 연수를 통해 행복학교 문화 확산에 기여

【강조한 사업】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용
□ 사업 개요
- 거창교육지원청 소관 폐지학교 및 교육적 가치가 없는 공유재산을 지
자체와 지역민에게 매각하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교육
재정 효율화를 도모
- 폐지학교 매각 및 미활용 폐지학교 감축을 통해 경상남도교육청의
‘2131프로젝트’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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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 프로젝트’
- 경상남도교육청이 도내 미활용 폐교 재산을 줄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지방교육
재정 확충을 위하여 추진한 프로젝트
- 2021년 미활용 폐교의 31%(94개교 중 29개교)를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목표 100% 이상 초과 달성
- 거창교육지원청은 목표치(매각 2건)를 100% 달성하였으며 매각 3건을 추가로 완료하여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음.

□ 추진 성과
- 폐지학교 매각(5개교 매각)
폐교명

매각일

매각대금
(천원)

거창중학교신원분교장

2021.2.5.

1,441,813

가조중학교가북분교장

2021.3.2.

1,314,007

하성초등학교

2021.3.19.

1,066,267

석강초등학교

2021.5.18.

1,385,597

가북초등학교중촌분교장

2021.7.30.

382,443

합계액

매입자
(계약방법)
거창군
(수의)
거창군
(손실보상)
거창군
(손실보상)
거창군
(손실보상)
거창군
(수의)

추후 활용방안
공립형치매노인요양보호시설
가북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오산마을 마을만들기 사업
기리마을 마을만들기사업
면우 곽종석선생 유허지 복원
사업(전시공간)

5,590,127

- 미활용 폐지학교 감축(5개교)
폐교명

대부계약
만료일

미활용
해소내용

거창중학교신원분교장

미활용상태

매각계약

가조중학교가북분교장

미활용상태

매각계약

가북초중촌분교장

2021.2.28.

매각계약

농산초등학교

2021.3.31.

대부계약갱신

모동초등학교

2021.8.4.

대부계약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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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상대방
거창군
(수의)
거창군
(손실보상)
거창군
(수의)
사인
(수의)
사인
(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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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활용방안
공립형치매노인요양보호시설
가북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면우 곽종석선생 유허지 복원
사업(전시공간)
소득증대시설
교육용시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 구외부지 매각
부지명

매각일

매각대금
(천원)

가조중학교 구외부지

2021.1.12.

29,104

가북초등학교 구외부지

2021.12.22.

11,803

신원초등학교 구외부지

2021.11.2.

7,019

2021.11.15.

5,280

2021.12.1.

7,326

2021.11.9.

21,090

폐.석강초 구외부지

폐.중촌분교 구외부지
합계액

매입자
(계약방법)
거창군
(손실보상)
사인
(수의)
사인
(수의)
사인
(수의)
거창군
(손실보상)
사인
(수의)

추후 활용방안
도시계획도로 손실보상
주거용
주거용
경작용
기리마을 마을만들기 사업 손
실보상
주거용

81,622

- 교육재정 효율화 (자산매각대)
[단위: 천원]
토지매각

건물매각

4,915,723

687,807

기타유형
자산매각
74,620

무형자산매각

합계액

454

5,678,604

※폐지학교(5개교) 매각대금 5,590,127천원 및 구외부지(6필지) 매각대금 81,622천원 포함

□ 기대효과
- 공유재산을 지자체와 지역민에게 매각함으로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
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공유재산 관리 효율성 향상
- 교육적 활용 가치가 없는 자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세입금(5,678,604천원)
으로 신규 교육사업 추진 가능
- 폐지학교 매각 등 미활용 폐교 감축으로 경상남도교육청의 ‘2131프로젝트’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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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듬은 사업】특색과제 (온 동네가 연극무대 거창韓 연극교육)
□ 사업 개요
- 거창한(韓) 연극교육 ‘온 동네가 연극무대’연극동아리 운영
- 지역 예술(연극) 인프라와 연계한 연극교육 활성화
- 학교 중심의 연극활동을 통한 교육기부활용, 봉사활동 강화
□ 추진 성과
- 지역 예술(연극) 자원을 활용한 학교 담당자 연수 2회
- 지역 예술(연극) 강사와 학교 현장간 1:1매칭 지원
- 학교 중심의 예술(연극)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29개교)

‧ 유치원 1개원 1,250천원, 초등학교 17개교 각 17,000천원, 중학교 8개교
각 8,000천원, 고등학교 3개교 각 3,750천원

- 거창겨울연극제와 연계‘찾아가는 겨울연극제’: 초·중등 연극동아리
4팀 시상
- 지역 연계 「연극 릴레이 토크」연극동아리 담당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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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추/진/계/획
【신설 사업】2022.

함성 행복교육지구 운영

□ 근거
- 국정과제 50-4. 혁신학교(지구) 확대
- 2022 경남교육(1-5-1 행복교육지구 운영)
-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 추진 필요성
-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 기반 조성 및 확산 필요
-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필요
- 변화하는 학교 교육환경 지원을 위한 지역 교육 인프라 발굴 및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
□ 2022년 추진 과제
추진 과제

세부 추진 과제
○ ‘거창행복교육지구운영위원회’ 구성
- 교육지원청, 거창군청, 학교, 지역민 등 10명 내외 구성 및 운영
○ 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장학사, 파견교사, 행정직 1명, 지자체 인력 1명

행복교육지구
○ 행복교육지구 설명회 및 간담회 운영
기반 조성
- 지역민 대상 행복교육지구 사업 홍보 및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위
한 소통의 장 마련
○ ‘행복교육지구운영위원회’ 위원 역량 강화 연수
- 내실있는 행복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위원 연수 실시

행복한
학교문화
지원

○ 연구회 운영
- 관내 교직원, 학부모, 지역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연구회 공모 지원
○ 마을교육과정 지원단 운영
- 초, 중, 고 교육과정 업무 담당교사 또는 희망 교사 10명 내외
○ 마을교육과정 운영
- 마을교육 자원을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 학생 동아리 운영 지원
- 4차 산업혁명 관련 학생 동아리 공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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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중심 마을학교
- 지역아동센터 연계 마을학교
- 자율주제형 마을학교
- 진로탐색형 마을학교
- 주민자치회 연계 마을학교

마을학교

○ 마을교사 양성

운영

- 진로 및 지역특산물 분야 마을교사 인력풀 구축
- 지역 특산물 분야 마을교사 역량 강화 연수 추진
○ 마을교사 워크숍
- 마을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운영
○ 행복교육지구 성과 나눔 마당
- 지역민과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성과나눔 마당 운영

마을교육
공동체 조성

○ 학부모 동아리 운영
- 희망 학교 대상 학부모 동아리 공모 지원
○ 청소년 시민단 운영
- 교육과정 연계 청소년 시민단 운영 공모 지원

【강조 사업】특색과제(온 동네가 연극무대 거창韓 연극교육)
□ 근거
- 2022. 거창교육(거창교육2022-004)
- 특색과제: 온 동네가 연극무대 거창韓 연극교육
□ 확대 방향
구분
참가
대상

2021년

2022년

-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 관내 유치원·초·중·고 연극동아리
대상 공모
운영 학교

중심
내용

- 예술(연극)동아리 운영
- 연극교육 컨설팅
- 지역연계 문화예술활동 참여

- 학교연극교육 내실화(전 학교 자율참여)
- 연극체험활동 기회 확대
‧ 봉사활동과 연계한 예술(연극)동아리 활동
‧ 학교 연극교육 지원단 운영
- 지속가능한 지역연계
‧ 지역연계 연극강사 인력풀 운영
‧ 지역 연극 인재양성 교육 및 상주 공간
조성 지원

예산

- 32,014천원

- 60,23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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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추진 과제
가. 학교연극교육 내실화
- 전 학교 자율참여( 30개교 내외)
- 연극캠프 및 교사 연극동아리 지원
나. 연극체험활동 기회 확대
- 연극체험활동 및 연극나눔 페스티벌 지원(동아리 자체 발표회, 연극 관람,
공연 봉사활동, 연극축제 관련 지원)
- 학교급별 연계를 통한 연극동아리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 연극고 발표회 초·중학교 학생 관람
- 교육과정 연계한 연극교육 연수
- 학교 연극교육 지원단 운영
다. 지속가능한 지역연계
- 지역연계 연극 강사 인력풀 운영
- 지역연계 연극 강사 인재육성을 위한 연수 지원
- 지역연계 연극 강사 상주공간 조성 지원
□ 거창교육의 변화
- 학교 현장 중심의 자율적 연극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창의·인성교육의 확산
- 학교급별, 유관기관, 지역예술자원의 원활한 연계를 통해 연극교육의
지속성장가능성 증대

【다듬을 사업】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학교통합지원센터 확대 운영
□ 근거
- 2022. 경남교육(5-3-1. 현장 지원 중심의 조직․정원의 효율적 운영)
□ 다듬을 내용
구분

2021년

2022년

추진 정책

-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

추진 방향

- 교사의 교육활동 업무 지원 - 교사의 교육활동 업무에 대한 지원 확대

추진 내용

-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
- 교육활동 전념 여건 확대 운영
-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 실질적인 교육활동 지원 강화
- 교육활동, 학교폭력, 시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율 감소 방
활동 지원
안 마련

- 교육활동 전념 여건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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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추진 과제
가. 교육활동 전념 여건 확대 운영
- 학교시설 유지․보수 지원을 공립 유․초․중․고에서 사립 초․중․고를 추가
하여 운영
- 체육, 학예 행사 지원을 공립 유․초․중․고에서 사립 초․중․고를 추가하여
운영
나. 실질적인 교육활동 지원 강화
- 방과후학교(소규모학교 강사 채용지원 포함), 초등 돌봄교실 업무 전반
-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및 저소득층 지원
- 교내 체육, 학예 행사 및 교직원 필수 연수 지원
- 계약제교원 채용 관리(호봉획정 지원 포함) 지원
-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 유지 보수 지원 등
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율 감소 방안 마련
- 학교 내 갈등상황(학교폭력), 학생사안 신속 해결 지원 노력
- 학교장 자체해결을 위한 교육지원청‘바로지원팀’운영
- 사안발생 시 학생 간 관계회복프로그램 적극 활용
□ 거창교육의 변화
가. 교육활동에 대해 지원 요청 시 해결책 제시로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나. 통합 지원 사안 발생 시 지원팀 구성·지원·안내 등을 통한 실질적인
학교 현장 지원 강화

【다듬을 사업】2022학년도 광역통학구역 확대 운영
□ 근거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학생 전입 확대 방안)
- 학교지원과-6721(2021. 6. 17.)“2022학년도 광역통학구역 확대 운영 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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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듬을 내용
구분
운영기간
전출학교

전입학교

통학비 지원

2021년

2022년

- 2020~2022학년도

- 삭제

- 지역 내 인근학교에 비해 학생수가 - 13학급 이상 학교
상대적으로 많은 학교(아림초, 창동초)
(아림초, 창동초, 창남초)
- 학생수 60명 이하로 증축없이 유입
학생 배치 가능 학교 12교로 확대
- 편도 10km 이내 5교
(남상초, 남하초, 마리초, 월천초, 주상초,
(남상초, 남하초, 마리초,
가북초, 가조초, 고제초, 북상초, 신원초,
월천초, 주상초)
웅양초, 위천초)
[읍내 1교 및 면 단위 전체 (11교)]
- 「통학차량 관리 및 운영지침」에
- 학부모에게 자녀 통학의무 부여
따라 결정

□ 2022년 추진 과제
◎ 초등학생 원거리 통학에 따른 학생 통학 안전 확보 방안 마련
- 통학차량(택시, 버스) 및 면단위 학교 통학차량의 읍지역 운행 등 학
생 통학 편의 제공
- 학교 통학차량 운전자 및 동승보호인력 의무 교통안전교육 이수 및
자체 안전교육 실시
-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통학버스 안전운행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른
기존 상·하반기 통학버스 안전점검 및 읍지역 운행차량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통학버스 노선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노선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통학버스 노선 조정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등 안전한 통학길 조성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논의를 통하여 통학 여건 개선 노력
- 원거리 운행으로 인한 운전직 공무원의 피로 해소 및 복지를 위하여
학교의 운전원 대체인력 인건비 예산 확보
□ 거창교육의 변화
가. 교실 증축이 어려운 과밀 학교의 교육여건 적정화와 인근 소규모 학
교의 적정규모 육성 등 학부모에게 초등학교 선택권을 넓혀 교육수
요자 만족도를 높임
나. 도·농간 교육 격차 해소 및 교육여건 개선으로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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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교육지원청
I. 일반 현황
1. 직원 현황
교육전문직원

일반직

기록
교육
상담 특수
구분
연구
공무
장학사
교사 교사
장학관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사
직
(인턴)

계

정원

2

7

1

6

18

8

현원

2

7(1)

1

7

16

2

7

1

2

5

14

64

1

2

5

14

64

2. 조직

교 육 장
교육지원과

초

중

등

등

교

교

육

육

담

담

당

당

학
교
교
육
지
원
센
터

행정지원과

평

보

행

교

교

시

생

건

정

육

육

설

체

급

지

협

재

지

육

식

원

력

정

원

담

담

담

담

담

담

당

당

당

당

당

당

※ 교육지원청: 2과 9담당
※ 소속기관: 경상남도교육청 합천도서관, 경상남도교육청 합천장전학생야영수련원,
경상남도교육청 가야산독서당 정글북
- 243 -

■ 243

배움이 즐거운 학교·함께 가꾸는 경남교육

2021년 추/진/성/과
【신설 사업】학교통합지원센터 운영
□ 사업 개요
- 교육과정 운영 및 생활지도 등 교단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현장지원 강화
- 통합지원 콜센터 운영을 통한 지원 체계 구축
-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안 발생 시 통합지원팀 구성․지원
-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및 Wee센터 운영
- 교내 체육, 학예행사 지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업무 지원
- 방과 후 학교 업무 전반, 순회 강사 선발 및 매칭 업무, 채용 관련 각종
조회 및 서류 정리 등, 초등돌봄교실 운영
- 계약제 교원(시간강사 포함) 채용 관리 지원
□ 추진 성과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심의 5회, 아동학대 15건)
-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 종결(접수 42건, 자체해결 33건), 불복 진행(0건)
-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유관기관 연계, 2회, 80명)
- 경남무지개센터 합천네트워크 민관 협업체 운영(9개 기관, 23명)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및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교사 역량강화
연수(2회, 33개교, 44명)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역량 강화 연수(2회, 33개교, 90명)
- Wee센터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및 치유 지원
- 학교폭력 가해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15회, 6명)
- 학생정신건강증진 강화사업(자문 사업 17명, 치료비 사업 9명)
- Wee프로젝트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2회, 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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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e클래스 컨설팅(1회, 11명)
- 방과후학교 점검 및 컨설팅(13개교)
- 방과후학교 순회강사 및 업무담당자 연수 실시(3회)
- 방과후학교 순회강사 인력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 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순회강사 채용(22개교, 33명)
- 초등돌봄교실 현장점검 및 컨설팅 실시(16개교)
- 초등돌봄교실 여름방학 중 현장점검 및 컨설팅 실시(6개교)
- 2022년 초등돌봄운영 초등돌봄전담사 업무 협의회 실시(1회, 17개교, 18명)
- 계약제교원 인력풀 등록 및 관리(42건)

【신설 사업】교육활동전념여건 조성을 위한 교무행정협의체 운영
□ 사업 개요
- 초등 교무행정협의체 구성 및 학교밖전문적학습공동체와 연계 운영
- 작은학교 교육활동 전념여건 조성을 위한 교무행정업무 지원 방법 모색
□ 추진 성과
- 초등교원 대상 학교밖전문적학습공동체 공모
- 합천교무행정협의회 공모 선정 및 운영비 지원
- 연 6회 정기 협의회 개최
- 교감 없는 학교(5개교)의 교무행정협의체 운영방법 모색
- 방과후실무원 역할 제고 방안 모색 및 제안
- 학교업무재구조화 관련 교감단 자율 장학 실시
- 작은학교 교무행정팀 실태 파악 및 분석을 통한 교육지원청과 교무행정
업무 지원 방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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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 사업】온데만데 합천행복교육지구 운영
□ 사업 개요
가. 사업명: 사람 따라 동네마다 온데만데 행복 품은 합천행복교육지구
나. 목적: 교육지원청, 학교,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의 소통과 협력으로 합천
교육공동체 구축
다. 추진기간: 2021. 1. 1. ~ 2021. 12. 31.(2년차)
라. 소요예산: 4억(군비 2억 / 도교육청 2억)
마. 참여대상: 합천군 내 유·초·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민, 합천군, 교육지원 도움 단체 등
□ 추진 성과
추진 과제

추진 성과

∙
행복교육지구 ∙
기 반
조 성 ∙
∙

합천행복교육지구 추진위원단 구성
합천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합천행복교육지구 설명회 운영
평화로운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찾아가는 회복적생활교육

∙ 행복한학습공동체 문화 조성: 행복한 학습공동체 연구회 지원
행 복 학 교
∙ 마을교육과정 운영: 마을교사 운영, 초, 중, 고 연계교육과정 지원
일
반
화
∙ 마을교육과정 개발: 생태환경마을교육과정 운영 개발
∙ 행복학교 네트워크 운영
마 을 학 교 ∙ 학생중심 마을학교: 꿈키움학생동아리 11개, 합천마을기자단
운
영 ∙ 합천 주중마을학교 운영(11개소 지원): 200여명 참여
∙ 합천 보듬이 마을학교 운영(4개소 지원): 50여명 참여

∙
∙
마을교육공동체 ∙
조
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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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 사업】경남형 미래교육지원 플랫폼‘아이톡톡’활용 활성화
□ 근거
- 2021 경남교육 1-2 미래형 교육체제 구축
□ 사업 추진 필요성
- 경남형 미래교육지원플랫폼‘아이톡톡’활용의 조기 정착
-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의 빈도 증가 예상
- 교실수업 대전환 실현을 위한 총체적 접근 필요
- 미래교육 수업혁신의 새로운 동력 조기 구축
□ 2021년 추진 과제
가.‘아이톡톡’학습지원단 구성
- 아이톡톡 활용 교사연구회 겸 학습지원단 운영
- 찾아가는 아이톡톡 연수 강사 8명 구성, 5회 자체 연수 실시
나. 찾아가는 아이톡톡 연수 지원
- 연수 기간: 2021. 3. 31. ~ 11. 25.
- 대상: 관내 초, 중, 고 27개교 354명 참여
- 주제: 아이톡톡을 활용한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 내용: 유프리즘, 하이보드 중심
다. 아이톡톡 활용 배움중심수업 실천
- 참여: 2021. 4월 이후 관내 초‧중‧고 32개교 전체
- 편성 권장 시수: 2시간 이상
- 주제: 유프리즘 및 하이보드를 활용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 방법
- 아이톡톡을 활용한 원격 수업 우수사례 공유
□ 추진 성과
가.‘아이톡톡’활용을 통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 방법 정착 및 내면화
나. 학습지원단 구성 및 찾아가는 연수 활성화를 통한 전문 인력 양성
다. 2022학년도 보급 예정인 스마트단말기 활용 수업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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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추/진/계/획
【신설 사업】작고 좋은 학교 만들기 위한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
□ 근거
- 2022 경남교육(4-2-2 저마다의 빛깔을 갖는 작은학교 지원)
- 2022 합천교육 특색과제(지역연계 교육과정 운영으로 내 고장 인재 기르기)
□ 사업 추진 필요성
- 작은학교의 장점을 살린 학생중심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경쟁력 강화
- 마을과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학교교육과정 설계
□ 2022년 추진 과제
가.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
- 대상: 학생수 60명 이하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2개교 공모
- 내용: 학교·학년 간 공동교육과정 설계 및 실천
- 예산지원: 학교당 5,000천원
나.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기반이 되는 교사 교육과정 편성 역량 강화
- 대상: 초등교원
- 운영과정
일자

2022.1.26.(수)

2022.2.21.~25.

2021.3.~12.

내용

작은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한
교사교육과정 편성

새학년맞이주간
교사교육과정,
공동교육과정 편성 모색

작은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
컨설팅

주관

교육지원청

각 학교

희망 학교

□ 합천교육의 변화
가. 학교·학년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작은 학교 교육경쟁력 강화
및 협력적 교육과정 실천 문화 조성
나.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밖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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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사업】2022. 합천 환경교육 특구 운영
□ 근거
- 「2022 주요업무계획」, 1-3.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교육 강화
□ 사업 추진 필요성
- 기후 위기·환경재난시대 대응 환경교육에 대한 기관 간 협력 필요성 증대
-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인식 확산
- 환경교육이 실천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변화
□ 2022년 추진 과제
가. 환경교육 기반 조성
- 환경교육 실천을 위한 지자체와의 MOU 체결
-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교육 활성화 TF 운영
- 기후 위기 환경교육 교사 연구회 운영
- 환경교육 역량 강화 교사 직무연수 운영
나. 단위 학교 환경교육 운영 지원
- 정양늪생태공원, 합천댐, 황강 연계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 생태환경 마을교육과정 개발
- 학교 연계 생태환경 마을학교 운영
- 기후 위기 환경교육 학생 동아리 지원
다. 생활 속 환경교육 실천
- 『에플다이어트 운동』 확산
- 『쓰레기 예쁘게 버리기 운동』 동참
- 『물티슈 변기에 버리지 마세요! 캠페인』 동참
- 『종이컵 대신 개인 컵 사용하기 운동』 추진
□ 합천교육의 변화
- 생태환경의 중요성과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미래세대에게 물려 줄
환경 생태계의 보전 가치를 깨닫는 계기를 마련
- 행복교육지구와 함께 학생 스스로 마을을 지속 가능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경험 공유를 통하여 인간·자연·사회에 대한 상생 관계를 배우며 생태적 가치와
공동체적 삶을 추구하는 환경친화적 미래 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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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사업】온데만데 합천행복교육지구 운영
□ 근거
- 2022 경남교육(1-5-1 행복교육지구 운영)
□ 확대/강화 방향
구

분

2021년도 운영 방향

지원체제

2022년도 운영 방향

∘합천교육지원청와 합천군의 협력

∘합천교육지원청와 합천군의 협력 강화

∘행복학교 일반화
∘마을학교 확대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마을학교 확대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학생, 교원, 학부모, 지역민

참가대상
주요활동
과
제

∘학생, 교원, 학부모, 지역민

□ 2022년 추진 과제
추진 과제

∙
∙
행복교육지구
∙
기 반 조 성
∙
∙

∙
행
복
한 ∙
학교문화지원 ∙
∙
∙
마 을 학 교 ∙
운
영 ∙
∙

∙
마을교육공동체 ∙
조
성 ∙
∙

추진 내용
합천행복교육지구 위원회 운영
합천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자체-교육지원청 협의회 운영: 수시
합천행복교육지구 설명회 개최: 2회
평화로운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2회 연수
합천 행복교육네트워크 운영: 2회
행복한 전문적학습공동체 지원(공모): 교직원, 학부모
학생자치활동 지원: 학생마을기자단, 학생 자치 연수
학교공모 사업: 학생자율동아리(20개), 학생자치활동 지원(2개교)
마을교사 협력수업 운영
학교연계 마을교육과정 운영(공모): 2개교
합천마을교육과정 운영
합천마을학교 운영(12개소 예정)
합천사랑 체험 운영
합천가족 마을교육 캠프 운영
합천행복교육지구 어울림 한마당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아카데미 운영

□ 기대효과
가. 행복학교 문화 일반화를 통한 학교혁신의 기틀 마련
나. 지역교육 인프라 조성을 통한 지역사회 인재 양성
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합천교육공동체 구축
라. 교육지원청과 기초지자체의 긴밀한 교육 협력을 통한 합천행복교육지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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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강조 사업】학교통합지원센터 현장지원체계 강화
□ 근거
- 2022 경남교육(5-1-1 교육본질 중심 학교 운영 기반 조성)
□ 확대/강화 방향
구분

지원체제

2021년도 운영 방향

2022년도 운영 방향

- 교육지원청내 협업팀 구성 맞춤형 지원
- 학교통합지원플랫폼 구축 운영 지원
-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중심 - 학교통합지원콜센터 상시지원 및 바로지
원팀 특별지원
- 지역맞춤형 학교통합 지원

주제

- 교육활동 안정화 지원

- 협력적 통합지원 체계 마련
- 학교통합지원플랫폼 구축
- 현장의 학교통합지원 체감도 향상

예산

- 68,995천원

- 67,020천원

□ 2022년 추진 과제
가. 학교통합지원팀 구성․운영 및 학교통합지원 전문역량 증진
- 교육지원청 내 학교통합지원팀 구성
- 통합지원 사례 나눔 및 결과 등에 대한 성찰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
나. 교무행정팀-학교통합지원센터가 연계 협력하는 학교통합지원
- 행정업무 및 교육활동 통합지원
다. 지역 맞춤형 학교통합지원
- 학교통합지원 모니터링단 구성․운영을 통한 관내 학교의 요구사항 반영
- 긴급 교육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요청 시 탄력적 지원
□ 합천교육의 변화
가. 학교 지원 중심 교육지원청 기능 강화를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
나. 학교 현장 맞춤형․실질적 지원 등을 통한 학교 운영 능력 강화 및
만족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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