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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 현황

11 지역 사회 현황

  ∙ 기본 사항

(2022. 11. 현황)

  

행정구역 면적(㎢) 인구(명) 세대수(세대)

1읍 12면 7동 454리 723마을 608.5㎢ 115,762 59,538

  ∙ 지역 특성

    - 역사·문화·예술·자연생태 등 체험 자원이 풍부함

    - 혁신도시(빛가람동) 및 강변도시(남평읍) 등 신규 거주지 조성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음

    - 17개 공공기관 및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유치로 AI·SW교육 및 진로교육 등 다양한 

연계 교육이 가능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성이 우수함

    - 원·신도심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이 필요함

    - 다양한 주체가 교육에 참여하는 지역 연계 교육이 활성화 되어 있음

22 교육지원청 현황

  ∙ 위치: 전남 나주시 완사천길 15

  ∙ 조직: 2과 1센터 12팀

  ∙ 직원 현황

(단위: 명 / 2023. 1. 1. 현재)

  

구분

교육전문직원 교원 일반직 교육
공무
직원

합계
교육장 장학관 장학사 계

특수 
순회

전문상담
순회

계 5급
6급
이하

소속기관
(공공도서관 등) 계

정원 1 1 10 12 4 4 8 2 48 6 56 18 94

현원 1 1 10 12 3 2 5 2 48 6 56 18 94

과결원 0 0 0 0 0 0 0 0 0 0 0 0

  ∙ 소속기관 및 교육지원시설 현황

  

구분 공공도서관 영재교육원 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외국어체험센터

규모 1,234.48㎡ 2,321.52㎡ 1,135.89㎡ 1,056.33㎡

직원수 6명 4명 6명 5명 3명

  ∙ 예산 현황

(단위: 천원 / 2023. 1. 1. 현재)

  

구      분 예산액 비율(%)

유아 및

초·중등교육

인적자원운용 203,294 0.3%

교수학습활동지원 6,148,774 8.3%

교육복지지원 3,909,917 5.3%

보건/급식/체육활동 11,864,391 16.1%

학교재정지원관리 18,334,291 24.9%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1,522,718 42.8%

소소    계계((11)) 7711,,998833,,338855 9977..77%%

평생·직업교육
평생교육 246,340 0.3%

소소    계계((22)) 224466,,334400 00..33%%

교육일반

교육행정일반 776,422 1.1%

기관운영관리 673,019 0.9%

소소    계계((33)) 11,,444499,,444411 22%%

인건비
인건비 29,561 0.0%

소소    계계((44)) 2299,,556611 00..00%%

합합      계계 7733,,770088,,772277 110000..00%%

33 학교 현황

(단위 교, 명 / 2023. 1. 1. 현재)

  

학교

급별
설립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수

본교 분교장 본교 분교장 본교 분교장 교원 일반직
교육

공무직원 
계

유치원

공립 25 86 0 1,296 0 117 25 45 187

사립 5 19 0 361 0 28 0 0 28

소계 30 105 0 1,657 0 145 25 45 215

초등

학교

공립 24 360 0 6,436 0 575 105 229 909

사립 0 0 0 0 0 0 0

소계 24 360 0 6,436 0 575 105 229 909

중학교

공립 13 1 130 3 2,448 18 276 41 68 385

사립 3 18 0 346 0 44 3 11 58

소계 16 1 148 3 2,794 18 320 44 79 443

고등

학교

공립 8 120 0 2,265 0 291 40 99 430

사립 4 55 0 1,023 0 122 20 33 175

소계 12 175 0 3,288 0 413 60 132 605

특수

학교

공립 1 26 0 118 0 44 7 20 71

사립 0 0 0 0 0 0 0

소계 1 26 0 118 0 44 7 20 71

합합    계계 8833 11 881144 33 1144,,229933 1188 11,,449977 224411 550055 22,,224433

  ※ 휴원(교)포함, 학급·학생수에 특수 학급·학생수 포함

  ※ 유치원(공립) 학교수는 단설유치원 7원과 병설유치원 17원의 합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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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업교육
평생교육 246,340 0.3%

소소    계계((22)) 224466,,334400 00..33%%

교육일반

교육행정일반 776,422 1.1%

기관운영관리 673,019 0.9%

소소    계계((33)) 11,,444499,,444411 22%%

인건비
인건비 29,561 0.0%

소소    계계((44)) 2299,,556611 00..00%%

합합      계계 7733,,770088,,772277 110000..00%%

33 학교 현황

(단위 교, 명 / 2023. 1. 1. 현재)

  

학교

급별
설립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수

본교 분교장 본교 분교장 본교 분교장 교원 일반직
교육

공무직원 
계

유치원

공립 25 86 0 1,296 0 117 25 45 187

사립 5 19 0 361 0 28 0 0 28

소계 30 105 0 1,657 0 145 25 45 215

초등

학교

공립 24 360 0 6,436 0 575 105 229 909

사립 0 0 0 0 0 0 0

소계 24 360 0 6,436 0 575 105 229 909

중학교

공립 13 1 130 3 2,448 18 276 41 68 385

사립 3 18 0 346 0 44 3 11 58

소계 16 1 148 3 2,794 18 320 44 79 443

고등

학교

공립 8 120 0 2,265 0 291 40 99 430

사립 4 55 0 1,023 0 122 20 33 175

소계 12 175 0 3,288 0 413 60 132 605

특수

학교

공립 1 26 0 118 0 44 7 20 71

사립 0 0 0 0 0 0 0

소계 1 26 0 118 0 44 7 20 71

합합    계계 8833 11 881144 33 1144,,229933 1188 11,,449977 224411 550055 22,,224433

  ※ 휴원(교)포함, 학급·학생수에 특수 학급·학생수 포함

  ※ 유치원(공립) 학교수는 단설유치원 7원과 병설유치원 17원의 합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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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연도별 학생수 추이

(단위: 명 / 2023. 1. 1. 현재)

  

구분 2023 2024 2025

유치원 1,498

초등학교 6,625 6,633 6,320

중학교 3,090 3,378 3,593

고등학교 3,487 3,694 3,871

특수학교 126 122 116

계 14,826 13,827 13,900

  ※ 2022∼2026학년도 학생배치계획알림: 행정과-15338(2021. 12. 21.)

  ※ 유아수용계획은 3년마다 수립(2023년도 계획수립 예정)

55 다문화 학생수 현황

(단위: 명 / 2023. 1. 1. 현재)

  

구분 2020 2021 2022

유치원 71 78 73

초등학교 454 470 438

중학교 153 176 187

고등학교 133 127 131

특수학교 7 11 7

계 818 862 836

66 지자체 교육경비 현황

(단위: 백만원 / 2023. 1. 1. 현재)

  

방과후학교 외국어교육강화 지역인재육성 교육환경개선 학교급식 계

2,116 2,090 669 1,965 8,571 15,411

77 학원·교습소 등 현황

(단위: 개소, 명 / 2022. 9. 30. 현재)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계

204 30 227 461

Ⅱ. 전남교육 기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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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나주교육 기본 방향

에듀테크 기반 

맞춤형 학력 

향상

미래를 준비하는

수업혁신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학교 육성

목사고을 나주 

역사･문화 자랑

Ⅳ. 나주교육 지향점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며, 

이는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배려하고 포용하며

노력하는 삶의 실천 속에 가능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역 교육주체들의 힘을 모아

‘탄탄한 행복나주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역점과제

기본방향

8 2023 | 전남교육 주요업무계획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학교 육성

에듀테크 기반

맞춤형 학력 향상

목사고을 나주 

역사·문화 자랑

미래를 준비하는

수업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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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교육지표 및 역점과제

Ⅰ. 교육지표

  1. 질문·탄성·웃음의 공공부부하하는는  학학교교

  2. 상상·도전·창조의 미미래래교교육육

  3. 참여·협력·연대의 교교육육공공동동체체

  4. 공정·안전·존중의 신신뢰뢰행행정정

Ⅱ. 역점과제

  1. 에듀테크 기반 맞맞춤춤형형  학학력력  향향상상

  2. 미래를 준비하는 수수업업혁혁신신

  3. 지역과 함께하는 미미래래학학교교  육육성성

  4. 목사고을 나주 역역사사··문문화화  자자랑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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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교육지표

질문·탄성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

1-1.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과정 운영

1-2. 미래역량 중심 교육력 제고

1-3. 참여와 실천의 민주시민교육

1-4. 더불어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배움을 키우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

미래를 여는 자유학기제-고교학점제 연계 활동 지원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

자기 주도적 삶을 설계하는 진로･진학교육 지원

생애 단계별 맞춤형 특수교육 운영 지원

학생 주도 배움중심수업 활성화

배움과 성장중심의 학생평가 내실화

참여와 실천의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가정-학교-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참여와 협력의 학생자치 활성화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 생활교육 내실화

역사교육 및 평화･통일교육 내실화

전인적 성장을 돕는 체육교육 활성화

학생 맞춤형 심리･정서 상담 및 교육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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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과정 운영

01 배움을 키우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

유초등교육팀, 중등교육팀

역량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2023. 유·초·중 학교교육계획 공유의 날 운영(1월~2월)

   2024. 유·초·중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계획 수립 및 안내(10월)

∙ 나주교육지원청 교육과정위원회 운영 및 학교급별 소위원회 운영

∙ 새학년 집중 준비기간 운영(2월)

   업무 분장, 학년 배정, 학급별(교과별) 교육과정 편성

   교육계획, 교육활동 공동 수립 및 홍보 등

∙ 교육과정 미이수 보충과정 편성·운용: 중학생, 학기별 운영

역량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내실화 지원

∙ 초등학교 사회과 지역화 교재(목사고을 우리 고장 나주 3) 개발·보급(1월)

   온라인 수업 대비 교육자료 제공(USB)

∙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지원

   놀이활동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찾아가는 놀이체험 연수 및 컨설팅 지원

∙ 지역연계 학교교육과정 운영학교(혁신학교 포함) 지정·운영(21교)

   삶의 주체로 살아가는 배움을 위한 역량중심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역·학교의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특성화 및 운영 내실화

∙ 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인력 지원

   교과전담교사제 운영: 모든 교과 가능, 학교 여건 등 고려한 교과 선정 및 운영

   보결수업지원 기간제 교사: 유 3명, 초 3명

   복식학급 강사 지원: 초 2명

   보건 순회기간제교사: 보건교사 미배치학교 보건교육 지원

∙ 교육과정 현장지원단 운영: 초 4명, 중 4명

∙ 선행교육 규제 추진: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컨설팅 및 선행출제 점검

∙ 중학교 전입생 미이수 교과 온라인 수업 지원(학기별 운영)

∙ 학교·학급(교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천사례 연구대회 지원

02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

유초등교육팀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내실화 지원

∙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 유아 주도적 자유놀이 운영: 1일 60분 이상 운영(필수)

  - 교육과정 내 1일 60분 이상 바깥놀이 편성·운영(필수)

  - 놀이몰입을 위한 시간과 공간의 재구조화

∙ 작은유치원 협력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연중)

  - 신학기 공동 집중 준비기간 운영

  - 공동교육과정, 공동체험학습, 수업나눔 등

  - 거점유치원 운영 지원: 3원 

∙ 놀이와 배움을 잇는 유아 성장중심 평가 강화

  - 배움중심, 성장중심 평가계획 수립 및 운영

  - 유아놀이 ‘관찰-기록-성찰-지원’ 운영

∙ 교육과정과 연계한 유아 독서교육 활성화

  - 책과 친숙해질 수 있는 독서환경 조성

  - 유아의 발달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다양한 독서교육 활성화

  - 가정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독서교육의 생활화

놀이와 쉼이 있는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

• 유치원 실정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

  - 돌봄교실(아침, 저녁, 온종일 돌봄, 자체돌봄) 운영

• 바깥놀이, 휴식 등 쉼과 놀이 중심 운영

• 비대면 상황에서의 유치원 방과후과정 및 돌봄 운영: 제한적 긴급돌봄 운영

* 작은유치원 협력 네트워크

  1학급 병설유치원의 동반 성장을 위해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협력적 관계와 전문적학습공동체 등 배움을 나누고, 서로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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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과정 운영

01 배움을 키우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

유초등교육팀, 중등교육팀

역량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2023. 유·초·중 학교교육계획 공유의 날 운영(1월~2월)

   2024. 유·초·중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계획 수립 및 안내(10월)

∙ 나주교육지원청 교육과정위원회 운영 및 학교급별 소위원회 운영

∙ 새학년 집중 준비기간 운영(2월)

   업무 분장, 학년 배정, 학급별(교과별) 교육과정 편성

   교육계획, 교육활동 공동 수립 및 홍보 등

∙ 교육과정 미이수 보충과정 편성·운용: 중학생, 학기별 운영

역량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내실화 지원

∙ 초등학교 사회과 지역화 교재(목사고을 우리 고장 나주 3) 개발·보급(1월)

   온라인 수업 대비 교육자료 제공(USB)

∙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지원

   놀이활동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찾아가는 놀이체험 연수 및 컨설팅 지원

∙ 지역연계 학교교육과정 운영학교(혁신학교 포함) 지정·운영(21교)

   삶의 주체로 살아가는 배움을 위한 역량중심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역·학교의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특성화 및 운영 내실화

∙ 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인력 지원

   교과전담교사제 운영: 모든 교과 가능, 학교 여건 등 고려한 교과 선정 및 운영

   보결수업지원 기간제 교사: 유 3명, 초 3명

   복식학급 강사 지원: 초 2명

   보건 순회기간제교사: 보건교사 미배치학교 보건교육 지원

∙ 교육과정 현장지원단 운영: 초 4명, 중 4명

∙ 선행교육 규제 추진: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컨설팅 및 선행출제 점검

∙ 중학교 전입생 미이수 교과 온라인 수업 지원(학기별 운영)

∙ 학교·학급(교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천사례 연구대회 지원

02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

유초등교육팀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내실화 지원

∙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 유아 주도적 자유놀이 운영: 1일 60분 이상 운영(필수)

  - 교육과정 내 1일 60분 이상 바깥놀이 편성·운영(필수)

  - 놀이몰입을 위한 시간과 공간의 재구조화

∙ 작은유치원 협력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연중)

  - 신학기 공동 집중 준비기간 운영

  - 공동교육과정, 공동체험학습, 수업나눔 등

  - 거점유치원 운영 지원: 3원 

∙ 놀이와 배움을 잇는 유아 성장중심 평가 강화

  - 배움중심, 성장중심 평가계획 수립 및 운영

  - 유아놀이 ‘관찰-기록-성찰-지원’ 운영

∙ 교육과정과 연계한 유아 독서교육 활성화

  - 책과 친숙해질 수 있는 독서환경 조성

  - 유아의 발달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다양한 독서교육 활성화

  - 가정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독서교육의 생활화

놀이와 쉼이 있는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

• 유치원 실정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

  - 돌봄교실(아침, 저녁, 온종일 돌봄, 자체돌봄) 운영

• 바깥놀이, 휴식 등 쉼과 놀이 중심 운영

• 비대면 상황에서의 유치원 방과후과정 및 돌봄 운영: 제한적 긴급돌봄 운영

* 작은유치원 협력 네트워크

  1학급 병설유치원의 동반 성장을 위해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협력적 관계와 전문적학습공동체 등 배움을 나누고, 서로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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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현장 안착 및 내실화를 위한 연수

  - 교육과정 교사, 방과후과정 교사, 학부모 연수 지원

  - 컨설팅 장학, 전문적학습공동체 지원

• 관리자(원장, 원감) 역량 강화 연찬회 운영

• 유치원 교원 지역사회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연중) 

  - 지역과 마을의 문화체험기관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사립유치원 교원 역량 강화 연수

365일 안전하고 행복한 유치원 운영 지원

• 건강하고 안전한 보건 환경 조성

  - 유치원 감염병 예방 협의체 구성·운영(연 2회)

  - 유아 감염병 예방·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른 건강·안전 관리 철저

  - 필수 방역물품(마스크, 살균티슈, 체온계, 손소독제 등) 비축 지원

  - 감염병 예방 문자 서비스 활용

• 유아발달 단계에 적합한 체험중심 안전교육 편성·운영: 연간 51시간

•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 실시: 유아, 교원, 기사, 차량안전도우미 등

•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지원

  - 단설유치원(7원-버스 11대), 병설유치원(6원-버스 6대, 8원-택시 10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지원

• 사립유치원 예산지원으로 학부모 부담금 최소화 

  -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추가 지원(유아 1인당 월 8만원), 학급운영비 지원 등

•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 개선으로 교원으로서의 자긍심 강화

  -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월 최대 81만원, 교원 급식비 10만원 지원 포함)

03 미래를 여는 자유학기제-고교학점제 연계 활동 지원

중등교육팀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내실화 

• 학생 역량을 강화하는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편성

• 다양한 수업방법을 활용하여 학생참여형 수업 강화

• 개별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과정중심평가 실시

• 학생 성장 과정의 꼼꼼한 관찰을 통한 학생별 활동 결과 기록 

중학교 진로연계교육*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 단위학교 진로연계 교육과정 운영 모형 개발 지원

• 자유학기 활동과 연계한 진로연계 교육과정 운영 지원

• 자유학기제와 진로연계교육 운영을 위한 현장지원단 운영(4명)

• 지역사회 연계 진로탐색을 위한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 컨설팅

자유학기제와 고교학점제 연계를 위한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 중학교 교원 대상 고교학점제 진학설계 및 검사해석을 통한 컨설팅(연 2회)

• 고교학점제를 위한 개인별 흥미, 적성, 성격, 가치를 반영한 대학전공적합검사 운영

(중3, 연 1회)

•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학부모 설명회(연 2회)

* 자유학기제

  중학교 교육과정 중 1학년 한 학기를 지식·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배움중심수업과 이와 연계한 과정중심평가를 실시하며,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

* 진로연계교육

  학생맞춤형 교육과정 및 학교급전환기 학교교육 책무성 강화를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 후 2025년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운영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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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현장 안착 및 내실화를 위한 연수

  - 교육과정 교사, 방과후과정 교사, 학부모 연수 지원

  - 컨설팅 장학, 전문적학습공동체 지원

• 관리자(원장, 원감) 역량 강화 연찬회 운영

• 유치원 교원 지역사회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연중) 

  - 지역과 마을의 문화체험기관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사립유치원 교원 역량 강화 연수

365일 안전하고 행복한 유치원 운영 지원

• 건강하고 안전한 보건 환경 조성

  - 유치원 감염병 예방 협의체 구성·운영(연 2회)

  - 유아 감염병 예방·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른 건강·안전 관리 철저

  - 필수 방역물품(마스크, 살균티슈, 체온계, 손소독제 등) 비축 지원

  - 감염병 예방 문자 서비스 활용

• 유아발달 단계에 적합한 체험중심 안전교육 편성·운영: 연간 51시간

•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 실시: 유아, 교원, 기사, 차량안전도우미 등

•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지원

  - 단설유치원(7원-버스 11대), 병설유치원(6원-버스 6대, 8원-택시 10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지원

• 사립유치원 예산지원으로 학부모 부담금 최소화 

  -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추가 지원(유아 1인당 월 8만원), 학급운영비 지원 등

•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 개선으로 교원으로서의 자긍심 강화

  -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월 최대 81만원, 교원 급식비 10만원 지원 포함)

03 미래를 여는 자유학기제-고교학점제 연계 활동 지원

중등교육팀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내실화 

• 학생 역량을 강화하는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편성

• 다양한 수업방법을 활용하여 학생참여형 수업 강화

• 개별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과정중심평가 실시

• 학생 성장 과정의 꼼꼼한 관찰을 통한 학생별 활동 결과 기록 

중학교 진로연계교육*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 단위학교 진로연계 교육과정 운영 모형 개발 지원

• 자유학기 활동과 연계한 진로연계 교육과정 운영 지원

• 자유학기제와 진로연계교육 운영을 위한 현장지원단 운영(4명)

• 지역사회 연계 진로탐색을 위한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 컨설팅

자유학기제와 고교학점제 연계를 위한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 중학교 교원 대상 고교학점제 진학설계 및 검사해석을 통한 컨설팅(연 2회)

• 고교학점제를 위한 개인별 흥미, 적성, 성격, 가치를 반영한 대학전공적합검사 운영

(중3, 연 1회)

•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학부모 설명회(연 2회)

* 자유학기제

  중학교 교육과정 중 1학년 한 학기를 지식·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배움중심수업과 이와 연계한 과정중심평가를 실시하며,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

* 진로연계교육

  학생맞춤형 교육과정 및 학교급전환기 학교교육 책무성 강화를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 후 2025년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운영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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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

중등교육팀

고교학점제* 운영 기반 조성

•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

• 학점제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고교간 교육협력 활성화

• 지역사회 교육자원 발굴 및 연계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한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홍보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

• 고교학점제 실무추진단 구성 및 운영

•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현장지원단 운영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 고교학점제 관리자(교장, 교감) 연수 운영 지원

• 성취평가제 과목별 연수 운영 지원

• 고교학점제 진로전담교사 연수 운영 지원

고교학점제 이해 기반 조성

• 초·중 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 이해 설명회 개최(5월)

• 찾아가는 중3 학생 대상 고교학점제 이해 연수 운영(학교별 1회)

• 「고교학점제 운영 사례집」 보급(2월)

• 「전남 고교학점제의 이해」 학부모, 교원, 지자체 등 설명회 자료 보급(4월)

• 「전남 고교학점제 미리보기」 중학생 대상 수업 워크북 보급(7월)

* 고교학점제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이수해 누적 학점이 기

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 받는 제도

* 공동교육과정

  단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소인수·심화과목을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개설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

05 자기 주도적 삶을 설계하는 진로․진학교육 지원

중등교육팀

학교 진로교육 강화 지원 

• 학생 맞춤형 진로 체험처 매칭 지원 운영(연중) 

• 진로교육 역량강화 연수(진로전담교사 및 담임교사) 운영(연 2회)

• 중학교 창업동아리와 동신대학교 학과 진로연계 프로그램 운영 

학생 맞춤형 진로 성장 프로그램 운영 

•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진로체험 전산망) 「꿈길*」 관리

• 지역사회 신산업분야 동신대 메이커스페이스 진로프로그램 학교 매칭

• 지역사회 연계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진로 투어 운영(중1, 4~5교) 매칭

• 진로체험지원단 운영 및 진로교육 컨설팅 지원(9명, 연중) 

진로, 진학, 직업 통합 지원체계 구축

• 진학지원센터(청) 및 거점형 진로진학상담센터(지자체 협력) 운영

• 전문적 지원 강화를 위한 대입지원관 운영

• 상시 상담 지원을 위한 코디네이터 및 상담 콜센터(1644-8113) 운영

• 진로진학지원 포털(https://jdream.jne.go.kr)운영

* 꿈길

  꿈꾸는 아이들의 길라잡이 ｢꿈길｣은 청소년의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지역의 다양한 체험처와 체험프로그램 관리, 진로체험 매칭, 관련 정보 제공 등 학교나 기관 등의 진로체험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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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

중등교육팀

고교학점제* 운영 기반 조성

•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

• 학점제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고교간 교육협력 활성화

• 지역사회 교육자원 발굴 및 연계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한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홍보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

• 고교학점제 실무추진단 구성 및 운영

•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현장지원단 운영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 고교학점제 관리자(교장, 교감) 연수 운영 지원

• 성취평가제 과목별 연수 운영 지원

• 고교학점제 진로전담교사 연수 운영 지원

고교학점제 이해 기반 조성

• 초·중 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 이해 설명회 개최(5월)

• 찾아가는 중3 학생 대상 고교학점제 이해 연수 운영(학교별 1회)

• 「고교학점제 운영 사례집」 보급(2월)

• 「전남 고교학점제의 이해」 학부모, 교원, 지자체 등 설명회 자료 보급(4월)

• 「전남 고교학점제 미리보기」 중학생 대상 수업 워크북 보급(7월)

* 고교학점제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이수해 누적 학점이 기

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 받는 제도

* 공동교육과정

  단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소인수·심화과목을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개설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

05 자기 주도적 삶을 설계하는 진로․진학교육 지원

중등교육팀

학교 진로교육 강화 지원 

• 학생 맞춤형 진로 체험처 매칭 지원 운영(연중) 

• 진로교육 역량강화 연수(진로전담교사 및 담임교사) 운영(연 2회)

• 중학교 창업동아리와 동신대학교 학과 진로연계 프로그램 운영 

학생 맞춤형 진로 성장 프로그램 운영 

•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진로체험 전산망) 「꿈길*」 관리

• 지역사회 신산업분야 동신대 메이커스페이스 진로프로그램 학교 매칭

• 지역사회 연계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진로 투어 운영(중1, 4~5교) 매칭

• 진로체험지원단 운영 및 진로교육 컨설팅 지원(9명, 연중) 

진로, 진학, 직업 통합 지원체계 구축

• 진학지원센터(청) 및 거점형 진로진학상담센터(지자체 협력) 운영

• 전문적 지원 강화를 위한 대입지원관 운영

• 상시 상담 지원을 위한 코디네이터 및 상담 콜센터(1644-8113) 운영

• 진로진학지원 포털(https://jdream.jne.go.kr)운영

* 꿈길

  꿈꾸는 아이들의 길라잡이 ｢꿈길｣은 청소년의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지역의 다양한 체험처와 체험프로그램 관리, 진로체험 매칭, 관련 정보 제공 등 학교나 기관 등의 진로체험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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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생애 단계별 맞춤형 특수교육 운영 지원

유초등교육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및 연수

  - 「전남특수교육 2023」 설명회 및 책자 배부(2월 중)

∙ 특수학급 미설치교 순회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연중) 

  - 완전통합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지원 및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운영

  - 찾아가는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발견 및 진단·평가 강화 

  - 나주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 선정·배치 및 심사 전문성 강화

    ※ 진단·평가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내 우수교원으로 구성 운영(3월) 

  - 홈페이지,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발달지체 유아 특수교육 홍보(연중)

∙ 시·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연중), 중부권역 시·청각 장애 학생

  - 나주, 화순, 장성, 담양, 곡성, 함평, 영광 지역 시·청각 장애학생 보조공학기기 지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활동 지원

  - 교내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2월)

    ※ 프로그램별 특수학급 3명 이상으로 조직하여 월 20시간 이내 운영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설·운영

  - 교외 방과후 활동비 지원

    ※ 치료지원, 소질·특기적성 계발 관련 지원(교과 관련 학습 제외)

    ※ 활동비: 월 100천원 이내의 수강료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원거리 통학생 1일 2회, 동행 보호자 4회 대중교통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 언어치료: 총 10명 내외 선정(3월), 학기 중 지원

•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특수교육 실무사 14명, 사회복무요원 7명

  - 특수교육실무사는 1교 1명 배치를 원칙, 필요시 사회복무요원 추가 배치 가능

  - 사회복무요원의 배치는 남학생에 한함(여학생 지원 불가)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

  - 장애이해(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2회), 장애인식개선 홍보 강화

  -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 통합교육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프로그램 운영

• 장애학생인권보호 지원

  - 찾아가는 장애학생 성교육,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5~11월)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 및 운영

    ※ 매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배치된 학교를 방문하여 정기 현장지원* 실시

    ※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가·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 실시 

    ※ 더봄학생* 수시 교육 및 상담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행동중재 프로그램 운영

  - 교사, 학부모 대상 연수 프로그램 운영: 응용행동분석, 성교육 역량, 학급운영 등

  - 행동중재 프로그램 지원단 운영을 통한 개별 맞춤형 지원

    ※ 심리상담 지원, 행동중재 전문가 지원, 치료지원 등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 직업전환중심 거점센터 운영 지원 

  - 3권역(나주, 화순, 곡성, 담양)

  - 학급별 진로·직업 프로그램 운영: 3권역 30학급 10여개 프로그램

  - 학기 중 진로·직업 프로그램 운영: 관내 21학급 (제과제빵, 마카롱, 바리스타)

  - 특수교사 진로·직업 동아리 활동 지원: 4팀

  - 장애학생 진로탐색 및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 체험의 날 운영(10월)

• 장애청년 드림워크 일자리 사업 운영: 1명(만18~34세 이하 중증장애인)

  - 공공기관 내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통해 양질의 취업 지원 기회 제공

• 특수교육대상학생(고) 직업실기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연중)

  - 사업체 견학 및 현장훈련, 진로멘토링, 사회적응훈련

* 정기 현장지원

  매월 1회 이상 학교(특수학교 및 일반학교)를 인권지원단이 방문하여 학교 내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위한 지원 활동 

* 특별지원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 보호 및 가·피해학생 지원 위해 인권지원단이 현장방문하여 실시하는 지원

* 더봄학생

  인권침해 경험이 있거나 인권침해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학생으로 선정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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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생애 단계별 맞춤형 특수교육 운영 지원

유초등교육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및 연수

  - 「전남특수교육 2023」 설명회 및 책자 배부(2월 중)

∙ 특수학급 미설치교 순회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연중) 

  - 완전통합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지원 및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운영

  - 찾아가는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발견 및 진단·평가 강화 

  - 나주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 선정·배치 및 심사 전문성 강화

    ※ 진단·평가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내 우수교원으로 구성 운영(3월) 

  - 홈페이지,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발달지체 유아 특수교육 홍보(연중)

∙ 시·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연중), 중부권역 시·청각 장애 학생

  - 나주, 화순, 장성, 담양, 곡성, 함평, 영광 지역 시·청각 장애학생 보조공학기기 지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활동 지원

  - 교내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2월)

    ※ 프로그램별 특수학급 3명 이상으로 조직하여 월 20시간 이내 운영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설·운영

  - 교외 방과후 활동비 지원

    ※ 치료지원, 소질·특기적성 계발 관련 지원(교과 관련 학습 제외)

    ※ 활동비: 월 100천원 이내의 수강료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원거리 통학생 1일 2회, 동행 보호자 4회 대중교통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 언어치료: 총 10명 내외 선정(3월), 학기 중 지원

•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특수교육 실무사 14명, 사회복무요원 7명

  - 특수교육실무사는 1교 1명 배치를 원칙, 필요시 사회복무요원 추가 배치 가능

  - 사회복무요원의 배치는 남학생에 한함(여학생 지원 불가)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

  - 장애이해(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2회), 장애인식개선 홍보 강화

  -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 통합교육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프로그램 운영

• 장애학생인권보호 지원

  - 찾아가는 장애학생 성교육,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5~11월)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 및 운영

    ※ 매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배치된 학교를 방문하여 정기 현장지원* 실시

    ※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가·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 실시 

    ※ 더봄학생* 수시 교육 및 상담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행동중재 프로그램 운영

  - 교사, 학부모 대상 연수 프로그램 운영: 응용행동분석, 성교육 역량, 학급운영 등

  - 행동중재 프로그램 지원단 운영을 통한 개별 맞춤형 지원

    ※ 심리상담 지원, 행동중재 전문가 지원, 치료지원 등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 직업전환중심 거점센터 운영 지원 

  - 3권역(나주, 화순, 곡성, 담양)

  - 학급별 진로·직업 프로그램 운영: 3권역 30학급 10여개 프로그램

  - 학기 중 진로·직업 프로그램 운영: 관내 21학급 (제과제빵, 마카롱, 바리스타)

  - 특수교사 진로·직업 동아리 활동 지원: 4팀

  - 장애학생 진로탐색 및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 체험의 날 운영(10월)

• 장애청년 드림워크 일자리 사업 운영: 1명(만18~34세 이하 중증장애인)

  - 공공기관 내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통해 양질의 취업 지원 기회 제공

• 특수교육대상학생(고) 직업실기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연중)

  - 사업체 견학 및 현장훈련, 진로멘토링, 사회적응훈련

* 정기 현장지원

  매월 1회 이상 학교(특수학교 및 일반학교)를 인권지원단이 방문하여 학교 내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위한 지원 활동 

* 특별지원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 보호 및 가·피해학생 지원 위해 인권지원단이 현장방문하여 실시하는 지원

* 더봄학생

  인권침해 경험이 있거나 인권침해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학생으로 선정된 학생



24 2023 | 나주교육 주요업무계획

1-2 미래역량 중심 교육력 제고

07 학생 주도 배움중심수업 활성화

유초등교육팀, 중등교육팀

배움중심수업* 실천 지원

• 좋은수업 실천연구제 운영(연중)

• 전문적학습공동체 수업 나눔 및 나눔 문화 선도

  - 동료 교사 간 수업 돌아보기 

  - 전문가를 통한 수업 코칭

• 배움중심 주제 전문적학습공동체 네트워크 강화 

  - 네트워크별 활동 사례 공유 및 나눔장터

• 전문적학습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학교 내 협력적 수업나눔 시스템 구축

• 교사 수업 약속 실천하기

  - 배움중심수업 설계하기, 배울 권리 보장하기, 배움을 확인하고 지원하기

• 학생 배움 약속 실천하기

  - 스스로 학습 목표를 정하여 배움 활동에 참여하기

  - 친구 의견을 존중하며 서로서려 협력하며 배우기

  - 알게 된 내용을 자기 언어로 정리하기

• 협력·실천 배움중심수업 전개하기

  - 학생 참여 중심, 핵심 역량 기르기, 삶과 배움 연결, 배움과 성장 지원 수업

• 수업혁신 사례 연구대회 지원

  - 수업혁신 실천사례 컨설팅(4월, 10월)

• 도과제 연구학교 수업 나눔의 날 운영 지원(10~11월)

* 배움중심수업

  교사와 학생 간 공감과 소통의 상호작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질문, 토의, 토론, 협력, 프로젝트 등의 방법을 활용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기본으로 학생 주도적 학습을 통해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수업

08 배움과 성장중심의 학생평가 내실화

유초등교육팀, 중등교육팀

학생평가 내실화 지원

• 개별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과정중심평가 실시

• 학생 성장 과정의 꼼꼼한 관찰을 통한 학생별 활동 결과 기록

  - 주제중심 교과융합수업, 협동학습, 토론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과정중심평가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

• 학생평가 공정성 강화를 위한 교사 역량강화 연수(5월, 11월)

• 학생평가 개선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자료 보급(11월)

• 학생평가 현장지원단 컨설팅 지원

학생평가 보안 관리 강화 통한 관리 지원

• 학생평가 공정성 강화 위한 학생평가 현장지원단 운영(중 4명)

  - 학생평가 보안 점검: 중 16(1)교, 연 2회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내실화 및 관리 지원

• 학교생활기록부 점검 현장지원단 운영: 초 2명, 중 4명

  - 학교생활기록부 현장 점검: 초 8교, 중 16(1)교

• 정규교육과정 중심의 학생부 기재 내실화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배부: 초 24교, 중 16(1)교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및 관리 체제 개선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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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배움과 성장중심의 학생평가 내실화

유초등교육팀, 중등교육팀

학생평가 내실화 지원

• 개별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과정중심평가 실시

• 학생 성장 과정의 꼼꼼한 관찰을 통한 학생별 활동 결과 기록

  - 주제중심 교과융합수업, 협동학습, 토론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과정중심평가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

• 학생평가 공정성 강화를 위한 교사 역량강화 연수(5월, 11월)

• 학생평가 개선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자료 보급(11월)

• 학생평가 현장지원단 컨설팅 지원

학생평가 보안 관리 강화 통한 관리 지원

• 학생평가 공정성 강화 위한 학생평가 현장지원단 운영(중 4명)

  - 학생평가 보안 점검: 중 16(1)교, 연 2회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내실화 및 관리 지원

• 학교생활기록부 점검 현장지원단 운영: 초 2명, 중 4명

  - 학교생활기록부 현장 점검: 초 8교, 중 16(1)교

• 정규교육과정 중심의 학생부 기재 내실화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배부: 초 24교, 중 16(1)교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및 관리 체제 개선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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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참여와 실천의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체육복지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 참여와 실천의 학교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 운영

∙ 교육과정 중심의 민주시민학교 운영

∙ 학교자율사업선택제를 통한 학교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학교민주시민교육 교원 역량강화 연수 지원

민주시민 가치교육* 활성화

∙ 찾아가는 선거 교실 운영

∙ 생명과 존엄의 세월호 추모 행사 운영(4월, 학생회 주관 운영)

∙ 5·18 민주화운동 계기교육

  -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 주간 운영

  - 5·18 민주화운동 학습보조자료 배부(초 5~6학년)

∙ 지역 민주시민교육 자원 활용 프로그램 운영

  - 94주기 나주학생독립운동 기념행사 참여

  - 죽림동 태극기 거리 축제 참여 및 홍보(기념행사 연계)

∙ 「남도민주평화길」 체험프로그램 운영

∙ 민주시민교육 자료 개발·보급

∙ 민주시민교육 실천사례 연구대회(11월)

* 학교민주시민교육

  학생들이 자신과 공동체 삶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 제도와 절차를 이해하여 이를 자신, 가정,

학교, 사회에 적응하는 교육

* 민주시민교육 가치교육

  ‘존중, 자율, 연대’라는 시민적 가치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

10 가정-학교-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유초등교육팀

가정-학교-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기반 조성

∙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부모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족사랑 세대공감 인성 캠페인 운영 

교육과정 내 학교 인성교육 강화

∙ 인성교육중심수업 활성화 지원

   협력·실천 중심의 배움중심수업 전개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과정중심평가 강화

   교육과정과 연계한 시민적 인성교육 내실화

   독서토론교육, 체육교육, 1인 1스포츠 활동, 예술교육 활성화

∙ 학생 인성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학교별 특색 있는 학생 맞춤형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활용

∙ 교육과정 연계 인성교육중심수업 실시

   학교자율사업선택제 ‘인성 키움·나눔 프로그램’ 운영

   칭찬 릴레이, 조부모·부모님·선생님께 편지쓰기

   생태교육 텃밭 가꾸기

∙ 인성교육 관련 교원 연수 이수(연간 1시간 이상)

∙ 인성교육 유공교원 표창 지원

∙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전국대회 지원(10월)

참여와 실천을 통한 지역사회 거버넌스 활동 강화

∙ 지역 인프라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지역 현안과 연계한 동아리 활동, 프로젝트 활동 참여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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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 참여와 실천의 학교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 운영

∙ 교육과정 중심의 민주시민학교 운영

∙ 학교자율사업선택제를 통한 학교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학교민주시민교육 교원 역량강화 연수 지원

민주시민 가치교육* 활성화

∙ 찾아가는 선거 교실 운영

∙ 생명과 존엄의 세월호 추모 행사 운영(4월, 학생회 주관 운영)

∙ 5·18 민주화운동 계기교육

  -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 주간 운영

  - 5·18 민주화운동 학습보조자료 배부(초 5~6학년)

∙ 지역 민주시민교육 자원 활용 프로그램 운영

  - 94주기 나주학생독립운동 기념행사 참여

  - 죽림동 태극기 거리 축제 참여 및 홍보(기념행사 연계)

∙ 「남도민주평화길」 체험프로그램 운영

∙ 민주시민교육 자료 개발·보급

∙ 민주시민교육 실천사례 연구대회(11월)

* 학교민주시민교육

  학생들이 자신과 공동체 삶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 제도와 절차를 이해하여 이를 자신, 가정,

학교, 사회에 적응하는 교육

* 민주시민교육 가치교육

  ‘존중, 자율, 연대’라는 시민적 가치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

10 가정-학교-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유초등교육팀

가정-학교-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기반 조성

∙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부모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족사랑 세대공감 인성 캠페인 운영 

교육과정 내 학교 인성교육 강화

∙ 인성교육중심수업 활성화 지원

   협력·실천 중심의 배움중심수업 전개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과정중심평가 강화

   교육과정과 연계한 시민적 인성교육 내실화

   독서토론교육, 체육교육, 1인 1스포츠 활동, 예술교육 활성화

∙ 학생 인성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학교별 특색 있는 학생 맞춤형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활용

∙ 교육과정 연계 인성교육중심수업 실시

   학교자율사업선택제 ‘인성 키움·나눔 프로그램’ 운영

   칭찬 릴레이, 조부모·부모님·선생님께 편지쓰기

   생태교육 텃밭 가꾸기

∙ 인성교육 관련 교원 연수 이수(연간 1시간 이상)

∙ 인성교육 유공교원 표창 지원

∙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전국대회 지원(10월)

참여와 실천을 통한 지역사회 거버넌스 활동 강화

∙ 지역 인프라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지역 현안과 연계한 동아리 활동, 프로젝트 활동 참여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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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참여와 협력의 학생자치 활성화

생활인권팀

학생자치활동 기반 조성

∙ 학교 학생자치활동 운영 계획 수립·시행

∙ 교육과정 내 학생자치활동 시간 확보

  - 정기적인 학급회, 학생회 운영을 위한 시간 편성·운영(월 1회 이상)

  - 교과, 창의적체험활동 재구성으로 학생자치활동 시간 확보

∙ 학교기본운영비 2% 이상 학생자치활동 예산 편성 권장

∙ 학생생활규정 모니터링 및 개정 지원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

∙ 학교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 참여 보장

  - 학생회와 학교장 간담회 정례화 및 학생회 의견 학교교육계획에 반영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학교시설 개선, 학사일정, 교육과정, 현장체험학습 등 의견

∙ 학생회 주관 자율 연구 동아리 운영 지원

∙ 학생참여예산제 운영학교 선정·지원

학생자치활동 역량 강화 지원

∙ 학생 참정권 교육 지원

∙ 학생자치활동 지원단 구성·지원

∙ 학생자치활동 지원단 회의 정례화

∙ 학생주관 학생자치활동 운영 지원

학생자치 네트워크 강화

∙ 나주연합학생회 네트워크 구성·운영

∙ 나주연합학생회 역량강화교육(학기별 1회)

∙ 나주연합학생회 리더십 캠프 운영(초등, 중등)

∙ 전남학생의회 구성 지원

12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 생활교육 내실화

생활인권팀

회복적 생활교육 운영

∙ 교원, 학부모 회복적 생활교육 연수(2회)

∙ 학생이 행복한 찾아가는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2회)

∙ 회복적 생활교육 컨설팅 지원(수시)

∙ 회복적 생활교육 평화교실 지원(희망학교)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 학교 생활교육 지원을 위한 교장, 교감, 책임교사, 전담기구 위원 연수(2회)

∙ 학교폭력 관련 학생, 보호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Wee클래스, Wee센터 연계)

∙ 관계회복 전문가 양성 및 역량강화 연수

∙ 교육과정 연계 어울림 수업 지원

∙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단 구성 및 운영(유관기관 연계, 요청 학교)

학교폭력 사안처리 업무 지원 

∙ 학교폭력 온라인 실태조사 지원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소위원회 6개)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역량강화 연수

∙ 관내 학교폭력전담기구 사안처리 지원(컨설팅, 연수)

∙ 공감마당(학교폭력 사안 처리 온라인 지원시스템) 운영

아동학대 예방 및 사안처리 지원 강화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연 1시간 이상)

∙ 아동학대 사안처리를 위한 담당자 연수

∙ 아동학대 사안처리 지원(컨설팅, 연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 활동

∙ 지역사회 연합 학생생활지원단 운영

∙ 유관기관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및 협의회(2회)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맘-품 지원단’, ‘샘-품 지원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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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참여와 협력의 학생자치 활성화

생활인권팀

학생자치활동 기반 조성

∙ 학교 학생자치활동 운영 계획 수립·시행

∙ 교육과정 내 학생자치활동 시간 확보

  - 정기적인 학급회, 학생회 운영을 위한 시간 편성·운영(월 1회 이상)

  - 교과, 창의적체험활동 재구성으로 학생자치활동 시간 확보

∙ 학교기본운영비 2% 이상 학생자치활동 예산 편성 권장

∙ 학생생활규정 모니터링 및 개정 지원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

∙ 학교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 참여 보장

  - 학생회와 학교장 간담회 정례화 및 학생회 의견 학교교육계획에 반영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학교시설 개선, 학사일정, 교육과정, 현장체험학습 등 의견

∙ 학생회 주관 자율 연구 동아리 운영 지원

∙ 학생참여예산제 운영학교 선정·지원

학생자치활동 역량 강화 지원

∙ 학생 참정권 교육 지원

∙ 학생자치활동 지원단 구성·지원

∙ 학생자치활동 지원단 회의 정례화

∙ 학생주관 학생자치활동 운영 지원

학생자치 네트워크 강화

∙ 나주연합학생회 네트워크 구성·운영

∙ 나주연합학생회 역량강화교육(학기별 1회)

∙ 나주연합학생회 리더십 캠프 운영(초등, 중등)

∙ 전남학생의회 구성 지원

12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 생활교육 내실화

생활인권팀

회복적 생활교육 운영

∙ 교원, 학부모 회복적 생활교육 연수(2회)

∙ 학생이 행복한 찾아가는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2회)

∙ 회복적 생활교육 컨설팅 지원(수시)

∙ 회복적 생활교육 평화교실 지원(희망학교)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 학교 생활교육 지원을 위한 교장, 교감, 책임교사, 전담기구 위원 연수(2회)

∙ 학교폭력 관련 학생, 보호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Wee클래스, Wee센터 연계)

∙ 관계회복 전문가 양성 및 역량강화 연수

∙ 교육과정 연계 어울림 수업 지원

∙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단 구성 및 운영(유관기관 연계, 요청 학교)

학교폭력 사안처리 업무 지원 

∙ 학교폭력 온라인 실태조사 지원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소위원회 6개)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역량강화 연수

∙ 관내 학교폭력전담기구 사안처리 지원(컨설팅, 연수)

∙ 공감마당(학교폭력 사안 처리 온라인 지원시스템) 운영

아동학대 예방 및 사안처리 지원 강화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연 1시간 이상)

∙ 아동학대 사안처리를 위한 담당자 연수

∙ 아동학대 사안처리 지원(컨설팅, 연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 활동

∙ 지역사회 연합 학생생활지원단 운영

∙ 유관기관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및 협의회(2회)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맘-품 지원단’, ‘샘-품 지원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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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역사교육 및 평화·통일교육 내실화

체육복지팀

지역을 담은 역사교육 강화

∙ 「목사고을 우리 고장 나주 3」 발간·보급

  - 목적: 학생 중심 지역화 학습 지원 및 우리 고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제고

  - 내용: 우리 고장 나주

  - 대상: 초등학교 3학년

∙ 「비단고을 역사탐험대」 운영

  - 목적: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

  - 내용: 나주 역사·문화·자연환경 등

  - 대상: 2023. 나주 역사·문화체험학습 「비단고을 역사탐험대」 참여 학생

∙ 찾아가는 향토사 교육* 운영

∙ 지역 역사를 담은 학교수업 강화

∙ 「남도민주평화길」 체험프로그램 운영

나라사랑 독도·역사 교육 

∙ 독도교육주간 및 독도의 날 기념 운영(10월)

∙ 나라사랑 학교 수업 강화

∙ 학교로 찾아가는 역사 바로알기 교육 운영 지원

평화·통일교육 확대

∙ 통일교육 주간 계기교육(6월)

∙ 찾아가는 평화·통일 수업 지원

∙ 통통학교 온라인 플랫폼 활용 교육

* 찾아가는 향토사 교육

  과거와 현재, 미래 교육의 징검다리가 되는 향토문화 역사 이해 교육 운영으로 지역 역사 배움의 기회를 부여하고 우리 

고장에 대한 애향심 고취 

1-4 더불어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14 전인적 성장을 돕는 체육교육 활성화

체육복지팀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 학생건강체력교실 운영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운영 개선을 통한 학교체육 활성화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현황 NEIS 시스템 관리

∙ 초·중·고 학교스포츠클럽 주말리그 대회 운영: 전반기(5~7월), 후반기(9~11월)

∙ 생존기능 중심의 초등학생 생존수영 실기(이론) 교육(10시간 이상 권장)

∙ 기본 종목(육상) 활성화를 위한 키즈런 프로그램 운영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자전거 안전교육 및 어린이 바른자세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학교운동부 운영

∙ 학교운동부 운영 지원: 7교 6종목(초 2교 3종목, 중 5교 5종목)

  - 초: 나주초(롤러), 나주중앙초(육상, 탁구(여))

  - 중(공립): 나주중(롤러, 사격, 탁구(여)), 빛가람중(자전거(여))

  - 중(사립): 금성중(자전거(남)), 영산중(야구), 세지중(야구)

∙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연계 활동 지원

각종 체육대회 운영·지원

∙ 교육장기 초·중 학년별 육상경기대회(4월): 교육감기 대표선수 선발 및 출전(9월)

∙ 교육장기 초·중 학년별 수영대회(5월): 교육감기 대표선수 선발 및 출전(8월)

∙ 전라남도소년체육대회(3~4월): 전국소년체육대회 대표선수 선발 및 출전(5월)

∙ 전국소년체육대회(5월): 초 2교 3종목, 중 5교 5종목

∙ 전남학생스포츠문화축제(9월):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연계

∙ 전국체육대회(10월): 고 5교 4종목

∙ 전라남도학생종합체육대회(10~11월): 참가 신청 학교

∙ 학생독립운동기념 교육감기 단축마라톤대회(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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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역사교육 및 평화·통일교육 내실화

체육복지팀

지역을 담은 역사교육 강화

∙ 「목사고을 우리 고장 나주 3」 발간·보급

  - 목적: 학생 중심 지역화 학습 지원 및 우리 고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제고

  - 내용: 우리 고장 나주

  - 대상: 초등학교 3학년

∙ 「비단고을 역사탐험대」 운영

  - 목적: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

  - 내용: 나주 역사·문화·자연환경 등

  - 대상: 2023. 나주 역사·문화체험학습 「비단고을 역사탐험대」 참여 학생

∙ 찾아가는 향토사 교육* 운영

∙ 지역 역사를 담은 학교수업 강화

∙ 「남도민주평화길」 체험프로그램 운영

나라사랑 독도·역사 교육 

∙ 독도교육주간 및 독도의 날 기념 운영(10월)

∙ 나라사랑 학교 수업 강화

∙ 학교로 찾아가는 역사 바로알기 교육 운영 지원

평화·통일교육 확대

∙ 통일교육 주간 계기교육(6월)

∙ 찾아가는 평화·통일 수업 지원

∙ 통통학교 온라인 플랫폼 활용 교육

* 찾아가는 향토사 교육

  과거와 현재, 미래 교육의 징검다리가 되는 향토문화 역사 이해 교육 운영으로 지역 역사 배움의 기회를 부여하고 우리 

고장에 대한 애향심 고취 

1-4 더불어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14 전인적 성장을 돕는 체육교육 활성화

체육복지팀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 학생건강체력교실 운영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운영 개선을 통한 학교체육 활성화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현황 NEIS 시스템 관리

∙ 초·중·고 학교스포츠클럽 주말리그 대회 운영: 전반기(5~7월), 후반기(9~11월)

∙ 생존기능 중심의 초등학생 생존수영 실기(이론) 교육(10시간 이상 권장)

∙ 기본 종목(육상) 활성화를 위한 키즈런 프로그램 운영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자전거 안전교육 및 어린이 바른자세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학교운동부 운영

∙ 학교운동부 운영 지원: 7교 6종목(초 2교 3종목, 중 5교 5종목)

  - 초: 나주초(롤러), 나주중앙초(육상, 탁구(여))

  - 중(공립): 나주중(롤러, 사격, 탁구(여)), 빛가람중(자전거(여))

  - 중(사립): 금성중(자전거(남)), 영산중(야구), 세지중(야구)

∙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연계 활동 지원

각종 체육대회 운영·지원

∙ 교육장기 초·중 학년별 육상경기대회(4월): 교육감기 대표선수 선발 및 출전(9월)

∙ 교육장기 초·중 학년별 수영대회(5월): 교육감기 대표선수 선발 및 출전(8월)

∙ 전라남도소년체육대회(3~4월): 전국소년체육대회 대표선수 선발 및 출전(5월)

∙ 전국소년체육대회(5월): 초 2교 3종목, 중 5교 5종목

∙ 전남학생스포츠문화축제(9월):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연계

∙ 전국체육대회(10월): 고 5교 4종목

∙ 전라남도학생종합체육대회(10~11월): 참가 신청 학교

∙ 학생독립운동기념 교육감기 단축마라톤대회(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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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스포츠(줄다리기) 보급사업(주민참여 예산)

∙ 개요: 전통 스포츠 줄다리기 강습 및 대회 참가(4~11월)

∙ 대상: 나주시 관내 5개 고교(나주고, 나주상고, 봉황고, 금성고, 나주공업고)

∙ 내용: 전문 강사진의 스포츠 줄다리기 시범 및 강습, 연습 및 시합

∙ 대회: 당진 기지시대회 참가(4월), 나주 줄다리기대회 참가(11월)

∙ 전통 줄다리기 체육활동 기회를 마련하여 건강한 심신 단련

∙ 교우 간 화합 및 협동심 도모 및 건전한 전통 놀이문화 정착(계승)

* 학교교육계획 수립 참고 사항

  - 학교스포츠클럽(주말리그)대회 및 교육장기 육상(수영)경기대회 일정 반영

  - 학생건강체력교실 계획 수립 및 운영(3월): 전년도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저체력 또는 비만 판정 학생 대상

15 학생 맞춤형 심리·정서 상담 및 교육 지원 강화

생활인권팀

Wee센터 운영 내실화

∙ Wee클래스 전문상담인력 미배치교 순회 상담(개인, 집단) 실시

∙ 학업중단 위기 학생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 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프로그램(학교폭력가해, 선도위 징계 등) 운영

∙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위기 학생 가정방문 상담 실시

∙ 위기학생 심리치료비 지원

∙ ADHD 진단 및 치료비 지원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심층평가 실시

∙ 정신과 자문의 프로그램 운영(자문, 컨설팅 등)

∙ 아동·청소년 이해를 위한 교사 및 부모 교육 실시

Wee클래스 운영 활성화 지원

∙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연수 지원

∙ Wee클래스 운영 및 구축 관련 컨설팅 실시

∙ Wee클래스 협의회 운영

지역 연계 학교 상담 지원

∙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및 협의회 실시

∙ 지역사회 연계 기관 발굴 및 MOU 체결

∙ 멘토링 활동 지원(맘-품, 샘-품 지원단)

∙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재학생 실습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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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교

전통 스포츠(줄다리기) 보급사업(주민참여 예산)

∙ 개요: 전통 스포츠 줄다리기 강습 및 대회 참가(4~11월)

∙ 대상: 나주시 관내 5개 고교(나주고, 나주상고, 봉황고, 금성고, 나주공업고)

∙ 내용: 전문 강사진의 스포츠 줄다리기 시범 및 강습, 연습 및 시합

∙ 대회: 당진 기지시대회 참가(4월), 나주 줄다리기대회 참가(11월)

∙ 전통 줄다리기 체육활동 기회를 마련하여 건강한 심신 단련

∙ 교우 간 화합 및 협동심 도모 및 건전한 전통 놀이문화 정착(계승)

* 학교교육계획 수립 참고 사항

  - 학교스포츠클럽(주말리그)대회 및 교육장기 육상(수영)경기대회 일정 반영

  - 학생건강체력교실 계획 수립 및 운영(3월): 전년도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저체력 또는 비만 판정 학생 대상

15 학생 맞춤형 심리·정서 상담 및 교육 지원 강화

생활인권팀

Wee센터 운영 내실화

∙ Wee클래스 전문상담인력 미배치교 순회 상담(개인, 집단) 실시

∙ 학업중단 위기 학생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 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프로그램(학교폭력가해, 선도위 징계 등) 운영

∙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위기 학생 가정방문 상담 실시

∙ 위기학생 심리치료비 지원

∙ ADHD 진단 및 치료비 지원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심층평가 실시

∙ 정신과 자문의 프로그램 운영(자문, 컨설팅 등)

∙ 아동·청소년 이해를 위한 교사 및 부모 교육 실시

Wee클래스 운영 활성화 지원

∙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연수 지원

∙ Wee클래스 운영 및 구축 관련 컨설팅 실시

∙ Wee클래스 협의회 운영

지역 연계 학교 상담 지원

∙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및 협의회 실시

∙ 지역사회 연계 기관 발굴 및 MOU 체결

∙ 멘토링 활동 지원(맘-품, 샘-품 지원단)

∙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재학생 실습 연계 지원



상상·도전·창조의

미래교육

2-1. 상상하고 도전하는 창의융합교육

2-2. 공존과 상생의 세계시민 육성

2-3. 지속가능한 미래학교 구축

2-4. 교육활동 중심 학교운영 지원

생각의 힘을 키우는 독서인문교육

심미적 감성으로 공감하는 학교예술교육

창의력을 키우는 과학･수학 교육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AI･SW교육

모든 학생의 재능을 계발하는 영재교육

생태 전환을 위한 기후변화･환경교육 활성화

배움과 채움의 다문화교육 내실화

글로벌 역량을 기르는 외국어교육

전남형 미래학교 운영

미래형 학습공간 조성

미래교육 대비 정보 인프라 구축･운영

현장 중심의 학교업무정상화 추진

학교지원센터 기능 강화



상상·도전·창조의

미래교육

2-1. 상상하고 도전하는 창의융합교육

2-2. 공존과 상생의 세계시민 육성

2-3. 지속가능한 미래학교 구축

2-4. 교육활동 중심 학교운영 지원

생각의 힘을 키우는 독서인문교육

심미적 감성으로 공감하는 학교예술교육

창의력을 키우는 과학･수학 교육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AI･SW교육

모든 학생의 재능을 계발하는 영재교육

생태 전환을 위한 기후변화･환경교육 활성화

배움과 채움의 다문화교육 내실화

글로벌 역량을 기르는 외국어교육

전남형 미래학교 운영

미래형 학습공간 조성

미래교육 대비 정보 인프라 구축･운영

현장 중심의 학교업무정상화 추진

학교지원센터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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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상상하고 도전하는 창의융합교육

16 생각의 힘을 키우는 독서인문교육

유초등교육팀

독서인문교육* 기반 조성

∙독서인문교육 현장지원단(초·중 교원 8명)

  - 단위학교 컨설팅 및 독서·토론·글쓰기 교육 맞춤 지원(수시)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중심 학교도서관 지원체제 확립(사서교사 4명)

  - 학교도서관 컨설팅(연중)

통합적 독서·토론·글쓰기 활성화

∙아침독서교실 운영 지원 (초·중)

∙교육과정 연계 독서·토론·글쓰기 수업 강화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독서활동 지원 강화

∙교육과정 연계 교내 독서·토론·글쓰기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소통과 공감, 경청과 몰입을 위한 독서·토론·글쓰기 교육의 통합적 운영 지원

  - 학교별 독서·토론 대회, 독서 골든벨 대회, 독서캠프, 토론광장 운영 자료 지원

∙연중 생활 글쓰기(성찰 일기, 감사 편지) 교육 실천(초·중)

∙초등 독서토론 한마당 운영 지원(11월, 초 5∼6학년)

∙전남 중학생 토론대회 운영 지원(11월)

∙독서인문교육을 반영한 학교(학년) 교육과정 재구성

∙교육과정과 연계한 ‘한 학기 한 권 읽기’ 내실화

  - 올바른 책 읽기(맞춤형 독서) 프로그램 운영(4~6월)

  - 교과 도서 지수 검사, 독서 노트 쓰기, 그림책 만들기, 토론 등 8차시 진행

* 독서인문교육

  철학, 역사, 문학 등의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고 쓰는 활동을 통해 자아를 성찰하고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

독서인문교육 사업 지원 계획

학교급 지원 내용 시기 비고

초, 중

사제동행 독서동아리 4월 독서캠페인, 문화탐방, 신문제작 등

동네책방 탐방 교실 5월 지역서점 연계

올바른 책 읽기 4월 올바른 책 읽기 5단계 (맞춤형 독서)

1교 1독서 인문 동아리 4월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 학교도서관 현장 지원을 위한 순회사서 운영(2명)

∙ 도서관 활용수업(LAI) 활성화

∙ 학교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유·초·중)

∙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학교-마을 도서관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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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상상하고 도전하는 창의융합교육

16 생각의 힘을 키우는 독서인문교육

유초등교육팀

독서인문교육* 기반 조성

∙독서인문교육 현장지원단(초·중 교원 8명)

  - 단위학교 컨설팅 및 독서·토론·글쓰기 교육 맞춤 지원(수시)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중심 학교도서관 지원체제 확립(사서교사 4명)

  - 학교도서관 컨설팅(연중)

통합적 독서·토론·글쓰기 활성화

∙아침독서교실 운영 지원 (초·중)

∙교육과정 연계 독서·토론·글쓰기 수업 강화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독서활동 지원 강화

∙교육과정 연계 교내 독서·토론·글쓰기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소통과 공감, 경청과 몰입을 위한 독서·토론·글쓰기 교육의 통합적 운영 지원

  - 학교별 독서·토론 대회, 독서 골든벨 대회, 독서캠프, 토론광장 운영 자료 지원

∙연중 생활 글쓰기(성찰 일기, 감사 편지) 교육 실천(초·중)

∙초등 독서토론 한마당 운영 지원(11월, 초 5∼6학년)

∙전남 중학생 토론대회 운영 지원(11월)

∙독서인문교육을 반영한 학교(학년) 교육과정 재구성

∙교육과정과 연계한 ‘한 학기 한 권 읽기’ 내실화

  - 올바른 책 읽기(맞춤형 독서) 프로그램 운영(4~6월)

  - 교과 도서 지수 검사, 독서 노트 쓰기, 그림책 만들기, 토론 등 8차시 진행

* 독서인문교육

  철학, 역사, 문학 등의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고 쓰는 활동을 통해 자아를 성찰하고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

독서인문교육 사업 지원 계획

학교급 지원 내용 시기 비고

초, 중

사제동행 독서동아리 4월 독서캠페인, 문화탐방, 신문제작 등

동네책방 탐방 교실 5월 지역서점 연계

올바른 책 읽기 4월 올바른 책 읽기 5단계 (맞춤형 독서)

1교 1독서 인문 동아리 4월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 학교도서관 현장 지원을 위한 순회사서 운영(2명)

∙ 도서관 활용수업(LAI) 활성화

∙ 학교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유·초·중)

∙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학교-마을 도서관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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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심미적 감성으로 공감하는 학교예술교육

체육복지팀

학교예술교육 기반 조성

∙ 예술 교과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교육과정 기반 교과 간 연계를 통한 예술 수업 강화

∙ 예술 교과 연구 활동 지원

∙ 학교예술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학생 예술활동 기회 확대

∙ 학생오케스트라 운영 지원

∙ 학생예술동아리 운영 지원

∙ 창의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학생 예술활동 공연·전시·체험 축제 운영 지원

∙ 나주梨花Youth오케스트라* 운영

  - 목적: 예술교육을 통한 예술적 감수성 함양

  - 기간: 2023. 4.~12.

  - 대상: 초·중·고 학생

학교예술교육 지원 체계 구축

∙ 학교 밖 예술교육 물적·인적 자원과 유기적 연계

∙ 지역사회 연계 다양한 문화·예술 전시 및 공연 운영

* 나주梨花Youth오케스트라

  나주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년 희망 학생 중 단원을 선발하여 운영되며, 지역 축제 및 정기발표회를 통해 지역 

예술교육 활성화 및 예술적 감수성 함양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오케스트라

18 창의력을 키우는 과학․수학 교육

중등교육팀

자기주도적 탐구능력을 기르는 과학교육 운영 지원

∙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

  - 과학실험실 안전 역량강화 연수 지원(5월), 초·중·고

∙ 과학실험실 안전 장비·설비 확충 및 사용 일상화 지원

∙ 과학실험실 폐수·폐시약 보관함 구비 및 관리 점검 강화(5월, 10월), 초·중·고

  - 과학실험실 폐수·폐시약 처리(11월)

  - 실험안전 장구·설비 확충 및 사용 일상화 지원

∙ 탐구역량 개발을 위한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 전라남도 창의·도전 페스티벌 참여 지원(10월)

  - 전남과학축전 참여 권장(10월)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교육 운영 지원

∙ 수학교육체험센터 활용 현장 지원

  - 나주수학교육체험센터(전라남도창의융합교육원 내)

  - 수학과 교구 대여 및 수학 체험학습 지원

∙ 수학 학습 부진학생에 대한 클리닉 및 멘토링제 운영

  - 나주학습종합클리닉센터 연계 맞춤형 개별지도 지원

∙ 수학 담당 교원 역량 강화 연수

  - 인공지능수학 교수학습 역량강화 연수

  - 수학교육 컨설팅 및 저경력 교사 멘토링 운영 

∙ 수학 교육 온라인 플랫폼 지원

  - 온라인 수학클리닉 표준화검사 시스템(초·중)

  - 인공지능(AI)활용 초등수학지원시스템(똑똑수학탐험대)(초) 

∙ 지능정보화 시대 대비 수학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개선 지원

  - 인공지능 활용 초등수학지원시스템 운영 활성화 지원(초 1~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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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심미적 감성으로 공감하는 학교예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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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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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AI·SW교육

학교혁신팀

미래교육 기반 학습환경 구축

∙ 미래형 AI교실 구축·운영: 2023년 희망교

∙ AI교육 교구확충비 지원: 2023년 희망교

∙ 나주SW교육체험센터 운영(3월~12월)

AI·SW 교육과정 내실화 지원

∙ SW교육과정 편성·운영: 초 17시간, 중 34시간 이상 편성

∙ AI교육 선도학교 운영 지원: 2023년 희망교

∙ AI·SW 전문적학습공동체 지원: 2팀

∙ 지능정보서비스(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지원

나주SW교육체험센터 운영(라온초등학교 4층)

∙ 센터방문형·학교방문형 SW교육체험 기본프로그램 운영: 120학급 이상

∙ 방학중 AI·SW 창의·융합 체험캠프 운영(여름방학)

∙ AI·SW 특별프로그램 운영(1·2학기): SW 아카데미, 가족 SW 주말체험

∙ 교원·학부모 대상 미래교육 역량강화 연수 운영(2회) 

∙ AI·SW 교구 대여(수시)

지역 유관기관 및 대학 협력 AI교육 및 창의융합교육 지원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대학생 멘토링 운영(4분야, 초 120명, 중 160명, 고 60명)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협력 미래교육 프로그램 운영(3분야, 교원·학부모 50명)

∙ 호남대학교 협력 ‘훈훈한 AI학교 2.0’ 운영(5분야, 초·중 120학급)

∙ 동신대학교 협력 창의융합 프로그램 운영(8분야, 초·중 32학급)

∙ 전력거래소·한국전력공사 협력 ‘전기에너지교실’ 운영(초·중 50학급)

∙ 사피엔스 4.0 협력 ‘AI 코딩 캠프’(5교)

20 모든 학생의 재능을 계발하는 영재교육

학교혁신팀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영재교육 운영

∙ 자연과학 영역 10학급(학년제 초 5학년~중 2학년), 학기제 6학급(초 4~6학년) 운영

∙ 인문영역 1학급 운영(중 3학년 대상)

∙ 창의·융합형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 창의·융합 동아리 활동(5월~10월)

  - 창의적 산출물 발표회(9월)

  - 전남과학축전(9월)

  - 여름·겨울 집중학습(6월, 11월)

∙ 국외 진로체험학습(10월)

∙ 국내 과학문화탐방(5월, 6월)

∙ 인성·리더십 교육

  - 초등 인성·리더십 캠프 운영(10월)

  - 중등 인성·리더십 캠프 운영(8월~9월)

∙ SW 교육 학생 캠프 운영(7월, 11월)

모든 학생의 재능계발을 위한 영재교육 운영 

∙ 2023. 나주영재교육원 영재교육 여름 캠프 운영(관내 초 4~6학년 학생 중 선발)

∙ 중등 인성·리더십 캠프 운영(관내 중1~2학년 학생 중 선발) 

∙ 2023. 찾아가(오)는 재능계발 영재교육 운영(9월~10월)

∙ SW교육 학생 캠프 운영

영재교육 담당 교원 역량 강화 지원

∙ 영재교육 기초·심화·전문과정 직무연수 지원(6월~10월)

∙ GED 교사관찰추천제* 연수 운영 지원(9월~10월)

∙ 타 영재교육원 수업 참관 활성화 및 전남영재교육연구회 활동 지원(3월~12월)

* GED 교사관찰추천제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Gifted Education Database)를 활용하여 영재교육에 관심 있는 학생에 대해 교사가 영재

성과 리더십 등을 진단하여 추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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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융합형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 창의·융합 동아리 활동(5월~10월)

  - 창의적 산출물 발표회(9월)

  - 전남과학축전(9월)

  - 여름·겨울 집중학습(6월, 11월)

∙ 국외 진로체험학습(10월)

∙ 국내 과학문화탐방(5월, 6월)

∙ 인성·리더십 교육

  - 초등 인성·리더십 캠프 운영(10월)

  - 중등 인성·리더십 캠프 운영(8월~9월)

∙ SW 교육 학생 캠프 운영(7월, 11월)

모든 학생의 재능계발을 위한 영재교육 운영 

∙ 2023. 나주영재교육원 영재교육 여름 캠프 운영(관내 초 4~6학년 학생 중 선발)

∙ 중등 인성·리더십 캠프 운영(관내 중1~2학년 학생 중 선발) 

∙ 2023. 찾아가(오)는 재능계발 영재교육 운영(9월~10월)

∙ SW교육 학생 캠프 운영

영재교육 담당 교원 역량 강화 지원

∙ 영재교육 기초·심화·전문과정 직무연수 지원(6월~10월)

∙ GED 교사관찰추천제* 연수 운영 지원(9월~10월)

∙ 타 영재교육원 수업 참관 활성화 및 전남영재교육연구회 활동 지원(3월~12월)

* GED 교사관찰추천제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Gifted Education Database)를 활용하여 영재교육에 관심 있는 학생에 대해 교사가 영재

성과 리더십 등을 진단하여 추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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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존과 상생의 세계시민 육성

21 생태 전환을 위한 기후변화･환경교육 활성화

중등교육팀

생태환경교육 내실화

∙ 지속가능한 친환경생태학교 운영: 생태환경 교육과정 운영 및 생태시민교육

∙ 환경의 날 기념 환경교육 실시 및 수업 지원 자료 안내(6월)

∙ 「숲은 언제나 탄소중립 ON」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지역사회 기관 연계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중 16(1)교)

  - 전남산림문화연구소 및 국립나주숲체원 연계 프로그램

∙ 기후변화 환경교육 담당교사 역량강화 연수(6월)

1회용품 없는 학교문화 조성 및 지역사회 연계 친환경 생활 실천 강화

∙ 생태환경교육 실천(제로웨이스트) 운동 전개

∙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 배부

∙ 기후행동 1.5°C 앱 보급

∙ 탄소중립 생태환경 관련 계기교육 확대

  - 지구의 날, 환경의 날, 물의 날, 습지의 날 등 계기교육

  - 주연합학생회 및 학생자치회 주관 녹색리더 실천운동 전개

기후변화･환경교육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 학생회 주관 환경호보 캠페인 운영(4월~10월)

∙ 학교 관리자 및 환경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운영(6월)

∙ 생태환경교육 교원 원격연수 운영(4월)

∙ 전문적학습공동체 및 교원·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 지원

∙ 학부모 기후위기 인식개선 및 역량 강화 연수 운영(4월)

∙ 교육공동체 실천 활동 지원

22 배움과 채움의 다문화교육 내실화

체육복지팀

다문화 이해 교육을 위한 내실화 지원

∙ 교육공동체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문화교육 활성화

  - 교육과정 연계 학생 다문화 감수성 교육(연간 2시간 의무) 실시

  - 다문화교육 15시간 이상 연수 의무화, 3년 주기

  - 학부모대상 연수 운영

지역 특성화 다문화교육 지원

∙ 찾아가는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운영 지원(5월~10월, 유·초 20교)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8월, 지역아동센터)

∙ 다문화교육지원사업 운영학교 대상 연수 및 정책학교 컨설팅 실시(상･하반기)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한국어 사용 및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지원

∙ 다문화학생의 학습력 신장을 위한 가정학습 환경개선 사업

∙ 함께 성장하는 다문화학생 배움·채움 프로그램 지원

∙ 이중언어말하기대회(7월, 초·중·고 이중언어가능 다문화가정 학생)

∙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8월~12월, 한글 미해득 1~2학년 학생)

∙ 다문화가정 예비 초등학부모 교육(1월)

∙ 다문화가정 학부모 진로진학 맞춤형 교육(5월~10월)

∙ 다문화가정 학부모 자녀양육 맞춤형 교육(5월~10월)

다문화교육 지원체계 강화

∙ 다문화교육 지원 지역사회 유관기관 네트워크 협의회 운영(3회)

∙ 다문화가정 학생 통합사례관리협의회 운영(3월~12월)

∙ 다문화가정 학부모 글로리아 강사진 인력풀 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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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생태 전환을 위한 기후변화･환경교육 활성화

중등교육팀

생태환경교육 내실화

∙ 지속가능한 친환경생태학교 운영: 생태환경 교육과정 운영 및 생태시민교육

∙ 환경의 날 기념 환경교육 실시 및 수업 지원 자료 안내(6월)

∙ 「숲은 언제나 탄소중립 ON」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지역사회 기관 연계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중 16(1)교)

  - 전남산림문화연구소 및 국립나주숲체원 연계 프로그램

∙ 기후변화 환경교육 담당교사 역량강화 연수(6월)

1회용품 없는 학교문화 조성 및 지역사회 연계 친환경 생활 실천 강화

∙ 생태환경교육 실천(제로웨이스트) 운동 전개

∙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 배부

∙ 기후행동 1.5°C 앱 보급

∙ 탄소중립 생태환경 관련 계기교육 확대

  - 지구의 날, 환경의 날, 물의 날, 습지의 날 등 계기교육

  - 주연합학생회 및 학생자치회 주관 녹색리더 실천운동 전개

기후변화･환경교육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 학생회 주관 환경호보 캠페인 운영(4월~10월)

∙ 학교 관리자 및 환경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운영(6월)

∙ 생태환경교육 교원 원격연수 운영(4월)

∙ 전문적학습공동체 및 교원·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 지원

∙ 학부모 기후위기 인식개선 및 역량 강화 연수 운영(4월)

∙ 교육공동체 실천 활동 지원

22 배움과 채움의 다문화교육 내실화

체육복지팀

다문화 이해 교육을 위한 내실화 지원

∙ 교육공동체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문화교육 활성화

  - 교육과정 연계 학생 다문화 감수성 교육(연간 2시간 의무) 실시

  - 다문화교육 15시간 이상 연수 의무화, 3년 주기

  - 학부모대상 연수 운영

지역 특성화 다문화교육 지원

∙ 찾아가는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운영 지원(5월~10월, 유·초 20교)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8월, 지역아동센터)

∙ 다문화교육지원사업 운영학교 대상 연수 및 정책학교 컨설팅 실시(상･하반기)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한국어 사용 및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지원

∙ 다문화학생의 학습력 신장을 위한 가정학습 환경개선 사업

∙ 함께 성장하는 다문화학생 배움·채움 프로그램 지원

∙ 이중언어말하기대회(7월, 초·중·고 이중언어가능 다문화가정 학생)

∙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8월~12월, 한글 미해득 1~2학년 학생)

∙ 다문화가정 예비 초등학부모 교육(1월)

∙ 다문화가정 학부모 진로진학 맞춤형 교육(5월~10월)

∙ 다문화가정 학부모 자녀양육 맞춤형 교육(5월~10월)

다문화교육 지원체계 강화

∙ 다문화교육 지원 지역사회 유관기관 네트워크 협의회 운영(3회)

∙ 다문화가정 학생 통합사례관리협의회 운영(3월~12월)

∙ 다문화가정 학부모 글로리아 강사진 인력풀 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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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글로벌 역량을 기르는 외국어교육

중등교육팀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 기반 조성

∙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 영어 23명(초 5, 중 9, 고 9). 중국어 2명

∙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 6명(초 6)

∙ 나주외국어체험센터 및 영어체험교실 운영

  - 나주외국어체험센터(나주초 내)

    ※ 내국인 강사(2명),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1명)

    ※ 영어 의사소통향상을 위한 체험중심 프로그램 운영

(영어토론 동아리, 영어캠프, 영어북클럽, 토요가족영어체험교실 등)

  - 영어체험교실(영산포초, 남평초 내)

    ※ 내국인 강사(각 1명),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각 1명). 보조강사(2명-남평초)

    ※ JUMP-UP 체험 교실, 놀이 중심 캠프, 문화를 통해 배우는 영어 등

외국어교육 내실화 지원 

∙ 외국어교육 인력 수업 전문성 신장 연수 운영(12월)

∙ 초등 영어 문해력 향상을 위한 파닉스 캠프 지원

∙ 중등 영어기초기본학력 향상 프로그램 지원

∙ 초등 AI 영어 말하기 시스템 및 온라인 영어 콘텐츠 활용

  - EBS 펭톡 활용 안내 연수 및 운영 지원

2-3 지속가능한 미래학교 구축

24 전남형 미래학교 운영

학교혁신팀

지역연계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

∙ 전남혁신학교 운영 지원 14교(유 3, 초 7, 중 4)

∙ 지역연계 학교교육과정 운영학교* 공모 7교(유 1, 초 4, 중 2)

∙ 학교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연수 지원

  - 관리자 민주적 학교 운영 역량강화 워크숍 4회

  - 학교 교육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컨설팅 지원(수시)

  - 지역사회의 학교 교육 참여 기회 확대와 교육공동체 네트워크 구축(연중)

교육과정 혁신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 나주교육자치협력지구 지원단 운영(매월)

∙ 나주교육자치협력지구 업무담당자 네트워크 운영(4개 권역)

∙ 지역연계 학교교육과정 운영 현장지원단 운영(유·초·중)

나주형 미래학교 활성화 지원

∙ 집단지성으로 움직이는 학교 문화 정착

∙ 교육과정 재구성 운영 역량 강화

∙ 지역교육유관기관과의 협력적 교육활동 장려

∙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 설치조례 제정

∙ 미래교육지원센터(5월)와 연계한 지역교육거버넌스 구축

∙ 학교밖 전문적학습공동체와 함께 하는 지역(마을)연계교육과정 운영 지원

* 지역연계 학교교육과정 운영학교

  혁신학교의 기본 운영체제(공공성, 민주성, 자발성, 미래성)를 바탕으로 학교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의 인적,

물적자원을 활용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운영하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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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글로벌 역량을 기르는 외국어교육

중등교육팀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 기반 조성

∙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 영어 23명(초 5, 중 9, 고 9). 중국어 2명

∙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 6명(초 6)

∙ 나주외국어체험센터 및 영어체험교실 운영

  - 나주외국어체험센터(나주초 내)

    ※ 내국인 강사(2명),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1명)

    ※ 영어 의사소통향상을 위한 체험중심 프로그램 운영

(영어토론 동아리, 영어캠프, 영어북클럽, 토요가족영어체험교실 등)

  - 영어체험교실(영산포초, 남평초 내)

    ※ 내국인 강사(각 1명),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각 1명). 보조강사(2명-남평초)

    ※ JUMP-UP 체험 교실, 놀이 중심 캠프, 문화를 통해 배우는 영어 등

외국어교육 내실화 지원 

∙ 외국어교육 인력 수업 전문성 신장 연수 운영(12월)

∙ 초등 영어 문해력 향상을 위한 파닉스 캠프 지원

∙ 중등 영어기초기본학력 향상 프로그램 지원

∙ 초등 AI 영어 말하기 시스템 및 온라인 영어 콘텐츠 활용

  - EBS 펭톡 활용 안내 연수 및 운영 지원

2-3 지속가능한 미래학교 구축

24 전남형 미래학교 운영

학교혁신팀

지역연계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

∙ 전남혁신학교 운영 지원 14교(유 3, 초 7, 중 4)

∙ 지역연계 학교교육과정 운영학교* 공모 7교(유 1, 초 4, 중 2)

∙ 학교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연수 지원

  - 관리자 민주적 학교 운영 역량강화 워크숍 4회

  - 학교 교육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컨설팅 지원(수시)

  - 지역사회의 학교 교육 참여 기회 확대와 교육공동체 네트워크 구축(연중)

교육과정 혁신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 나주교육자치협력지구 지원단 운영(매월)

∙ 나주교육자치협력지구 업무담당자 네트워크 운영(4개 권역)

∙ 지역연계 학교교육과정 운영 현장지원단 운영(유·초·중)

나주형 미래학교 활성화 지원

∙ 집단지성으로 움직이는 학교 문화 정착

∙ 교육과정 재구성 운영 역량 강화

∙ 지역교육유관기관과의 협력적 교육활동 장려

∙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 설치조례 제정

∙ 미래교육지원센터(5월)와 연계한 지역교육거버넌스 구축

∙ 학교밖 전문적학습공동체와 함께 하는 지역(마을)연계교육과정 운영 지원

* 지역연계 학교교육과정 운영학교

  혁신학교의 기본 운영체제(공공성, 민주성, 자발성, 미래성)를 바탕으로 학교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의 인적,

물적자원을 활용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운영하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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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미래형 학습공간 조성

교육협력팀, 시설팀

학생 배치 계획 수립

∙ 5개년 중·장기 학생 배치 계획 수립

∙ 과대·과밀 학급 해소 대책 수립

학교 배치시설 확충

∙ 금천초 일반교실 12실 증축(그린스마트사업 연계)

∙ 영강초 일반교실 10실 증축

∙ 빛가람중 일반교실 6실 증축

∙ 나주금천중 일반교실 7실 증축

∙ 빛누리초 일반교실 8실, 특별교실 4실 증축

전남형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학교시설 개선

∙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 혁신을 위한 종합 인프라 구축

∙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유연하고 다양한 공간혁신

∙ 미래형 교육과정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 교실 구축을 위한 스마트교실

∙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생태교육을 고려한 그린학교

∙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학교 복합화

∙ 공사 중 학생의 학습권 보장 강화를 고려한 안전한 학교

∙ 5개년(2021년~2025년) 사업 추진(8교)

∙ 2021년 사업 추진(2교/139억)

∙ 2022년 사업 추진(2교/38억, 남평초–BTL 추진)

∙ 2023년 사업 추진(2교/6,313㎡)

* 그린스마트스쿨

  4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을 대상으로 개축·리모델링하여 미래형 교육과정 5대 핵심요소에 대하여 실행 가능한 미래

학교로 탈바꿈하는 사업

2-4 교육활동 중심 학교운영 지원

26 미래교육 대비 정보 인프라 구축･운영

전산팀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운영

∙ 온라인 교육을 위한 무선망 구축 (무선AP, PoE, 보안스위치)

∙ 각급 학교 노후 PC 교체 보급

∙ 유․무선 장애 예방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한 유·무선망 학내전산망 운영 지원

∙ 학교 스쿨넷(인터넷) 서비스 품질 개선(3교)

∙ 사이버 침해 사고 예방 및 대응

학교 정보업무 지원 강화

∙ 나주지역 학교 정보화기기 통합 유지관리 40교 1분교장(읍․면 지역 및 희망학교)

∙ 학내전산망 구성도 및 정보화기기 배치도 작성 제공

∙ 노트북 및 태블릿, AP 등 온라인 교육을 위한 정보화기기 자원 파악 

∙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각급 학교 자원파악 산출물 관리 및 정보업무 대장 관리)

∙ 각급학교 정보업무 담당자 정보보호 바로 알기 교육 운영(4월)

∙ 무선환경, 학내전산망 및 정보보호 업무 컨설팅 지원

∙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학교 요구 사항 검토 및 지원

* 학교교육계획 수립 참고 사항

  - 매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개인정보보호의 날 포함) 운영

  - 정보업무교육 연간 1회 이상 실시(정보보안, 개인정보, 불법 S/W)

  - 개인정보내부관리 계획 수립(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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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미래형 학습공간 조성

교육협력팀, 시설팀

학생 배치 계획 수립

∙ 5개년 중·장기 학생 배치 계획 수립

∙ 과대·과밀 학급 해소 대책 수립

학교 배치시설 확충

∙ 금천초 일반교실 12실 증축(그린스마트사업 연계)

∙ 영강초 일반교실 10실 증축

∙ 빛가람중 일반교실 6실 증축

∙ 나주금천중 일반교실 7실 증축

∙ 빛누리초 일반교실 8실, 특별교실 4실 증축

전남형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학교시설 개선

∙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 혁신을 위한 종합 인프라 구축

∙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유연하고 다양한 공간혁신

∙ 미래형 교육과정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 교실 구축을 위한 스마트교실

∙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생태교육을 고려한 그린학교

∙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학교 복합화

∙ 공사 중 학생의 학습권 보장 강화를 고려한 안전한 학교

∙ 5개년(2021년~2025년) 사업 추진(8교)

∙ 2021년 사업 추진(2교/139억)

∙ 2022년 사업 추진(2교/38억, 남평초–BTL 추진)

∙ 2023년 사업 추진(2교/6,313㎡)

* 그린스마트스쿨

  4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을 대상으로 개축·리모델링하여 미래형 교육과정 5대 핵심요소에 대하여 실행 가능한 미래

학교로 탈바꿈하는 사업

2-4 교육활동 중심 학교운영 지원

26 미래교육 대비 정보 인프라 구축･운영

전산팀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운영

∙ 온라인 교육을 위한 무선망 구축 (무선AP, PoE, 보안스위치)

∙ 각급 학교 노후 PC 교체 보급

∙ 유․무선 장애 예방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한 유·무선망 학내전산망 운영 지원

∙ 학교 스쿨넷(인터넷) 서비스 품질 개선(3교)

∙ 사이버 침해 사고 예방 및 대응

학교 정보업무 지원 강화

∙ 나주지역 학교 정보화기기 통합 유지관리 40교 1분교장(읍․면 지역 및 희망학교)

∙ 학내전산망 구성도 및 정보화기기 배치도 작성 제공

∙ 노트북 및 태블릿, AP 등 온라인 교육을 위한 정보화기기 자원 파악 

∙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각급 학교 자원파악 산출물 관리 및 정보업무 대장 관리)

∙ 각급학교 정보업무 담당자 정보보호 바로 알기 교육 운영(4월)

∙ 무선환경, 학내전산망 및 정보보호 업무 컨설팅 지원

∙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학교 요구 사항 검토 및 지원

* 학교교육계획 수립 참고 사항

  - 매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개인정보보호의 날 포함) 운영

  - 정보업무교육 연간 1회 이상 실시(정보보안, 개인정보, 불법 S/W)

  - 개인정보내부관리 계획 수립(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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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현장 중심의 학교업무정상화 추진

학교혁신팀, 학교지원팀, 행정팀

학교업무정상화 기반 조성

∙ 교육활동중심 학교 문화 조성(2월)

∙ 학교업무정상화 컨설팅단 구성·운영(수시)

∙ 학교 행정업무 간소화 및 효율화(연중)

∙ 공문서 모니터링단 구성·운영(2회)

∙ 업무DB를 적극 활용하는 공문 수합

∙ 공모사업 및 학교자율사업선택제* 운영 개선

  - 학교 대상 공모사업 통합 실시(1월)

교육활동 중심 행정지원 강화

∙ 단위학교 교무행정전담팀(교감, 교무, 교무행정사) 운영 지원

∙ 매주 수요일 공문 없는 날 운영

∙ 매년 3월 출장 없는 달 운영

∙ 매월 초 교육지원청 행사 일괄 예고제 

∙ 학교행정업무 경감 우수사례 발굴

∙ 학교 행정업무 간소화 및 효율화

  - 학교 공문서 유통량 감축

  - 학교 공문서 질 개선(공문 핵심 용어 표시제 등)

‘비단골 나르미’ 서비스(교육지원청 교육자료 택배 서비스)

∙ 대상: 관내 시설관리직 미배치교

∙ 자료함에 있는 교육자료를 학교로 송부: 매월 1회

* 학교자율사업선택제

  교육청에서 추진했던 학교 대상 공모, 목적사업을 통합하여 학교기본운영비로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별 교육공동체의 

민주적 합의 절차를 거쳐 적합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운영하는 예산지원 제도

학교업무정상화 역량 강화

∙ 교무행정전담팀 역량 강화 연수 및 컨설팅 지원(수시)

∙ 교무행정 경감을 위한 단위학교 자체 점검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수시)

∙ 교무행정사 역량 강화 연수 지원(8월)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선정 지원

∙ 방과후학교 업무 경감을 위한 외부강사 선정 지원 

  - 지원 대상: 관내 초·중 외부강사 선정요청 학교

  - 지원 범위: 서류 및 면접 심사 지원

계약제 교원 채용 업무 지원

∙ 계약제 교원 채용 업무 지원

  - 지원 대상: 공립 유·초·중·고·특 기간제교원(1개월 이상)

  - 지원 내용: 채용 공고를 통한 합격자 선정, 호봉 획정 및 임용 계약 지원   

통학차량 배차 운영 지원

∙ 우리청 홈페이지 ‘통학차량 배차지원 시스템’ 활용

  - 통학차량 보유학교: 운행일 전월 15일까지 운행계획서 제출

  - 통학차량 미보유학교: 운행일 전월 20일까지 배차신청서 제출

  - 운영계획서 및 배차신청서 일정을 조정하여 매월 배차 승인(전월 25일)

∙ 임차통학버스를 활용한 현장체험학습의 차량 임차료 지원(매월 10일)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업무 지원

∙ 공립 유·초(병설유치원 포함)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검사 지원

  - 2년 주기 정기시설검사 의뢰 및 검사수수료 지급

∙ 어린이 놀이시설 업무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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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현장 중심의 학교업무정상화 추진

학교혁신팀, 학교지원팀, 행정팀

학교업무정상화 기반 조성

∙ 교육활동중심 학교 문화 조성(2월)

∙ 학교업무정상화 컨설팅단 구성·운영(수시)

∙ 학교 행정업무 간소화 및 효율화(연중)

∙ 공문서 모니터링단 구성·운영(2회)

∙ 업무DB를 적극 활용하는 공문 수합

∙ 공모사업 및 학교자율사업선택제* 운영 개선

  - 학교 대상 공모사업 통합 실시(1월)

교육활동 중심 행정지원 강화

∙ 단위학교 교무행정전담팀(교감, 교무, 교무행정사) 운영 지원

∙ 매주 수요일 공문 없는 날 운영

∙ 매년 3월 출장 없는 달 운영

∙ 매월 초 교육지원청 행사 일괄 예고제 

∙ 학교행정업무 경감 우수사례 발굴

∙ 학교 행정업무 간소화 및 효율화

  - 학교 공문서 유통량 감축

  - 학교 공문서 질 개선(공문 핵심 용어 표시제 등)

‘비단골 나르미’ 서비스(교육지원청 교육자료 택배 서비스)

∙ 대상: 관내 시설관리직 미배치교

∙ 자료함에 있는 교육자료를 학교로 송부: 매월 1회

* 학교자율사업선택제

  교육청에서 추진했던 학교 대상 공모, 목적사업을 통합하여 학교기본운영비로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별 교육공동체의 

민주적 합의 절차를 거쳐 적합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운영하는 예산지원 제도

학교업무정상화 역량 강화

∙ 교무행정전담팀 역량 강화 연수 및 컨설팅 지원(수시)

∙ 교무행정 경감을 위한 단위학교 자체 점검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수시)

∙ 교무행정사 역량 강화 연수 지원(8월)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선정 지원

∙ 방과후학교 업무 경감을 위한 외부강사 선정 지원 

  - 지원 대상: 관내 초·중 외부강사 선정요청 학교

  - 지원 범위: 서류 및 면접 심사 지원

계약제 교원 채용 업무 지원

∙ 계약제 교원 채용 업무 지원

  - 지원 대상: 공립 유·초·중·고·특 기간제교원(1개월 이상)

  - 지원 내용: 채용 공고를 통한 합격자 선정, 호봉 획정 및 임용 계약 지원   

통학차량 배차 운영 지원

∙ 우리청 홈페이지 ‘통학차량 배차지원 시스템’ 활용

  - 통학차량 보유학교: 운행일 전월 15일까지 운행계획서 제출

  - 통학차량 미보유학교: 운행일 전월 20일까지 배차신청서 제출

  - 운영계획서 및 배차신청서 일정을 조정하여 매월 배차 승인(전월 25일)

∙ 임차통학버스를 활용한 현장체험학습의 차량 임차료 지원(매월 10일)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업무 지원

∙ 공립 유·초(병설유치원 포함)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검사 지원

  - 2년 주기 정기시설검사 의뢰 및 검사수수료 지급

∙ 어린이 놀이시설 업무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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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학교지원센터 기능 강화

학교지원팀

학교지원센터 맞춤형 통합지원 기능 강화

∙ 학교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학교업무 통합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 학교 사안별 자체 지원 사업 발굴 및 확대

∙ 업무 지원 모니터링 및 현장 소통 창구 운영

학교지원센터 학교 업무지원 기능 강화

∙ 생활인권팀 학교 지원 기능 강화

  - 학교 책임교사 SNS 소통 채널 구축 및 사안처리 지원

  - 학교별 자치담당교사 SNS 소통 채널 구축 자치업무 지원

  - 학업중단숙려제, 정보연계 연수, 컨설팅 지원

  - 현장교원 수요조사를 통한 연수 운영(회복적 생활교육)

  -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지원

  - 학교폭력 학생 초기 상담, 관계회복, 화해·조정 지원

∙ 학교지원팀 학교 지원 기능 강화

  - 계약제교원 채용 지원, 방과후강사 선정, 교육공무직원 채용

  -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

  - 유·초·중 통학차량 운영 관리 및 임차계약 지원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학교지원센터 위상 정립 및 홍보 강화

∙ 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 정비

∙ 학교지원센터 소관 학교 지원 업무 협의회

∙ 학교지원센터 운영 홍보자료 배포

  - 학교장 회의, 부서장(교감, 행정실장) 회의, 직종별 연찬회 및 연수 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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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학교지원센터 기능 강화

학교지원팀

학교지원센터 맞춤형 통합지원 기능 강화

∙ 학교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학교업무 통합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 학교 사안별 자체 지원 사업 발굴 및 확대

∙ 업무 지원 모니터링 및 현장 소통 창구 운영

학교지원센터 학교 업무지원 기능 강화

∙ 생활인권팀 학교 지원 기능 강화

  - 학교 책임교사 SNS 소통 채널 구축 및 사안처리 지원

  - 학교별 자치담당교사 SNS 소통 채널 구축 자치업무 지원

  - 학업중단숙려제, 정보연계 연수, 컨설팅 지원

  - 현장교원 수요조사를 통한 연수 운영(회복적 생활교육)

  -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지원

  - 학교폭력 학생 초기 상담, 관계회복, 화해·조정 지원

∙ 학교지원팀 학교 지원 기능 강화

  - 계약제교원 채용 지원, 방과후강사 선정, 교육공무직원 채용

  -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

  - 유·초·중 통학차량 운영 관리 및 임차계약 지원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학교지원센터 위상 정립 및 홍보 강화

∙ 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 정비

∙ 학교지원센터 소관 학교 지원 업무 협의회

∙ 학교지원센터 운영 홍보자료 배포

  - 학교장 회의, 부서장(교감, 행정실장) 회의, 직종별 연찬회 및 연수 시 홍보



참여·협력·연대의

교육공동체

3-1. 소통과 협력의 교육공동체 실현

3-2. 지역 연계 교육 활성화

3-3. 지역과 상생하는 나주교육

현장기반 교육정책 수립 및 홍보 강화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확대

학습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학교문화 조성

학업중단 예방 강화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실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전남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삶의 가치를 높이는 평생교육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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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역 연계 교육 활성화

3-3. 지역과 상생하는 나주교육

현장기반 교육정책 수립 및 홍보 강화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확대

학습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학교문화 조성

학업중단 예방 강화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실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전남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삶의 가치를 높이는 평생교육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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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소통과 협력의 교육공동체 실현

29 현장기반 교육정책 수립 및 홍보 강화

유초등교육팀, 행정팀

나주교육참여위원회 운영 내실화

∙ 나주교육 발전 방안 및 교육정책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 자문

  - 전라남도나주교육참여위원회 운영(정기회 2회, 임시회)

  - 소위원회 운영: 4개 소위원회(운영, 학교발전, 교육참여, 교육사업)

  - 전라남도나주교육참여위원회 역량 강화 연수: 2월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통로 다양화

∙ 나주미래교육포럼 정기적 운영

∙ 찾아가는 나주교육 공감･소통 운영(학교, 마을학교, 학부모회 등)

∙ 교육 주체 구성원별 간담회 운영

나주교육 정책홍보 강화

∙ 나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njed.jne.go.kr) 운영 활성화

  - 배너, 팝업존을 이용한 교육정책 홍보

  - 보도자료 및 홍보마당 게시판을 이용한 주요 교육활동 안내

교육정보 기록·관리 

∙ 기록물 관리 기본 계획 수립·시행(2월)

∙ 유형(비전자, 회의록, 시청각)별 기록물 관리 정착화

  ※ 행정지원과-28952(2022. 11. 22.) 등

∙ 나주교육 역사기록물 수집·활용을 통한 ‘나주 교육을 기억하기’

  - 기록의 날(법정기념일, 6. 9.) 전후 나주 교육활동 기록 생산·수집 공모

  - ‘기록으로 보는 나주교육’ 기획 전시

30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확대

학교혁신팀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학부모지원센터 홍보 및 활용

∙ 학부모 동아리 운영: 평화서클, 동화작가(나주·장성), 인권(나주·장성)

∙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학부모와 함께하는 학교교육활동 지원

∙ 학부모회 활동비 예산 편성: 학교기본운영비 교당 경비 2% 이상 권장

  -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및 동아리 운영

∙ 자발적·자율적 학부모회 운영 지원

  - 학부모회 네트워크 협의회(4월): 나주학부모회 연합회 임원 선출

  - 학교급별 학부모회 네트워크 협의회·연수 지원(20회)

  - 학부모회 컨설팅 지원

∙ 교직원-학부모 다모임(5월)

∙ 학교교육과정 연계 운영·지원

  - 찾아가는 회복적 생활교육 평화 서클 운영: 초·중·고등학생, 3월~11월

  - ‘나만의 특별한 책 만들기’ 운영: 초 6학년(750명), 3월~8월

  - ‘그림책으로 만나는 인권’ 운영: 초 저학년, 9월~12월

맞춤형 학부모연수·교육 지원 확대

∙ 자녀생애주기별 학부모 교육 지원

  - 첫아이 학부모(유치원), 예비 중학교 학부모(초 6학년) 

  - 사춘기 학부모(초~중), 예비 고등학교 학부모(중 3학년)

∙ 찾아가는 상담 운영(4월~10월)

∙ 학부모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학부모연수

* 학교교육계획 수립 참고 사항

   학교기본운영비중 교당경비 2% 이상 확보 권장

   학부모회 연간 계획 수립(필수)

   3월중 학부모총회를 통한 학부모회 구성(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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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소통과 협력의 교육공동체 실현

29 현장기반 교육정책 수립 및 홍보 강화

유초등교육팀, 행정팀

나주교육참여위원회 운영 내실화

∙ 나주교육 발전 방안 및 교육정책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 자문

  - 전라남도나주교육참여위원회 운영(정기회 2회, 임시회)

  - 소위원회 운영: 4개 소위원회(운영, 학교발전, 교육참여, 교육사업)

  - 전라남도나주교육참여위원회 역량 강화 연수: 2월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통로 다양화

∙ 나주미래교육포럼 정기적 운영

∙ 찾아가는 나주교육 공감･소통 운영(학교, 마을학교, 학부모회 등)

∙ 교육 주체 구성원별 간담회 운영

나주교육 정책홍보 강화

∙ 나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njed.jne.go.kr) 운영 활성화

  - 배너, 팝업존을 이용한 교육정책 홍보

  - 보도자료 및 홍보마당 게시판을 이용한 주요 교육활동 안내

교육정보 기록·관리 

∙ 기록물 관리 기본 계획 수립·시행(2월)

∙ 유형(비전자, 회의록, 시청각)별 기록물 관리 정착화

  ※ 행정지원과-28952(2022. 11. 22.) 등

∙ 나주교육 역사기록물 수집·활용을 통한 ‘나주 교육을 기억하기’

  - 기록의 날(법정기념일, 6. 9.) 전후 나주 교육활동 기록 생산·수집 공모

  - ‘기록으로 보는 나주교육’ 기획 전시

30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확대

학교혁신팀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학부모지원센터 홍보 및 활용

∙ 학부모 동아리 운영: 평화서클, 동화작가(나주·장성), 인권(나주·장성)

∙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학부모와 함께하는 학교교육활동 지원

∙ 학부모회 활동비 예산 편성: 학교기본운영비 교당 경비 2% 이상 권장

  -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및 동아리 운영

∙ 자발적·자율적 학부모회 운영 지원

  - 학부모회 네트워크 협의회(4월): 나주학부모회 연합회 임원 선출

  - 학교급별 학부모회 네트워크 협의회·연수 지원(20회)

  - 학부모회 컨설팅 지원

∙ 교직원-학부모 다모임(5월)

∙ 학교교육과정 연계 운영·지원

  - 찾아가는 회복적 생활교육 평화 서클 운영: 초·중·고등학생, 3월~11월

  - ‘나만의 특별한 책 만들기’ 운영: 초 6학년(750명), 3월~8월

  - ‘그림책으로 만나는 인권’ 운영: 초 저학년, 9월~12월

맞춤형 학부모연수·교육 지원 확대

∙ 자녀생애주기별 학부모 교육 지원

  - 첫아이 학부모(유치원), 예비 중학교 학부모(초 6학년) 

  - 사춘기 학부모(초~중), 예비 고등학교 학부모(중 3학년)

∙ 찾아가는 상담 운영(4월~10월)

∙ 학부모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학부모연수

* 학교교육계획 수립 참고 사항

   학교기본운영비중 교당경비 2% 이상 확보 권장

   학부모회 연간 계획 수립(필수)

   3월중 학부모총회를 통한 학부모회 구성(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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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학습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학교문화 조성 

중등교육팀, 유초등교육팀, 생활인권팀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인권교육 강화 

∙ 학교별 인권교육 계획 수립

∙ 학교공동체 인권교육(2회 이상 권장)

  - 학생 인권보호 교직원 연수 안내

  - 학생 인권 관련 학생생활규정 개정 컨설팅

∙ 학생인권주간 운영 지원

∙ 교육과정 연계 인권교육 지원

∙ 학생회 연계 학생 인권 관련 자율동아리 활동 권장

∙ 학교폭력예방교육 시 인권 침해 관련 내용 포함 

교육활동보호 강화

∙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연수

∙ 단위학교 교육활동보호 컨설팅 운영 지원

∙ 사제동행 인권동아리 활동 지원

모두의 권리가 보호받는 교육공동체

∙ 학생인권 침해 사안 접수 및 상담 지원

∙ 교육활동보호 관련 상담 지원

민주적으로 협의하고 다함께 실천하는 학교문화 조성

∙ 「전라남도학교자치조례*」 이행

∙ 민주적 학교문화에 대한 학교 주체적인 진단·평가

∙ 의사소통 활성화를 통한 학교 구성원의 수평적 협력 관계 구축 지원

∙ 교육공동체가 공감하고 소통하는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운영(4월)

  - 학교 내 안건처리 위주에서 벗어나 지역 내 교육정책 관련 의견 제시 강화

* 전라남도학교자치조례

   학교자치를 위한 민주적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자치기구(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의 구성과 역할·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3-2 지역 연계 교육 활성화

32 학업중단 예방 강화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실화

생활인권팀

학업중단 예방 지원 

∙ 학업중단 예방 담당자 연수

∙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 학생 관리

∙ 학업중단 위기학생 관리를 위한 지원시스템 연수 운영

∙ 취학관리 전담기구 협의회 운영(4월, 10월)

∙ 취학 이행 독려를 위한 찾아가는 가정방문 등 학업복귀 지원

학업중단 예방 집중 지원

∙ 학업중단 예방 집중 지원학교 및 대안교실 운영 컨설팅

∙ 사제동행 프로그램 나주스쿨데이 지원

∙ 학교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소그룹학교동아리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 연계 민관협의체 운영(2회)

∙ 학업중단학생 정보연계를 위한 연수 운영(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배움의 공간 지원(꿈 dream, 배움 dream)

∙ 학교 밖 청소년 또래활동 지원

∙ 사회진입 비율 향상 지원(자격증 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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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학습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학교문화 조성 

중등교육팀, 유초등교육팀, 생활인권팀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인권교육 강화 

∙ 학교별 인권교육 계획 수립

∙ 학교공동체 인권교육(2회 이상 권장)

  - 학생 인권보호 교직원 연수 안내

  - 학생 인권 관련 학생생활규정 개정 컨설팅

∙ 학생인권주간 운영 지원

∙ 교육과정 연계 인권교육 지원

∙ 학생회 연계 학생 인권 관련 자율동아리 활동 권장

∙ 학교폭력예방교육 시 인권 침해 관련 내용 포함 

교육활동보호 강화

∙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연수

∙ 단위학교 교육활동보호 컨설팅 운영 지원

∙ 사제동행 인권동아리 활동 지원

모두의 권리가 보호받는 교육공동체

∙ 학생인권 침해 사안 접수 및 상담 지원

∙ 교육활동보호 관련 상담 지원

민주적으로 협의하고 다함께 실천하는 학교문화 조성

∙ 「전라남도학교자치조례*」 이행

∙ 민주적 학교문화에 대한 학교 주체적인 진단·평가

∙ 의사소통 활성화를 통한 학교 구성원의 수평적 협력 관계 구축 지원

∙ 교육공동체가 공감하고 소통하는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운영(4월)

  - 학교 내 안건처리 위주에서 벗어나 지역 내 교육정책 관련 의견 제시 강화

* 전라남도학교자치조례

   학교자치를 위한 민주적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자치기구(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의 구성과 역할·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3-2 지역 연계 교육 활성화

32 학업중단 예방 강화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실화

생활인권팀

학업중단 예방 지원 

∙ 학업중단 예방 담당자 연수

∙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 학생 관리

∙ 학업중단 위기학생 관리를 위한 지원시스템 연수 운영

∙ 취학관리 전담기구 협의회 운영(4월, 10월)

∙ 취학 이행 독려를 위한 찾아가는 가정방문 등 학업복귀 지원

학업중단 예방 집중 지원

∙ 학업중단 예방 집중 지원학교 및 대안교실 운영 컨설팅

∙ 사제동행 프로그램 나주스쿨데이 지원

∙ 학교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소그룹학교동아리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 연계 민관협의체 운영(2회)

∙ 학업중단학생 정보연계를 위한 연수 운영(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배움의 공간 지원(꿈 dream, 배움 dream)

∙ 학교 밖 청소년 또래활동 지원

∙ 사회진입 비율 향상 지원(자격증 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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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학교혁신팀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지원체제 구축

∙ 나주교육자치협력지구(마을교육공동체)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나주행복마을학교 네트워크 구성(운영위원회, 협의회)

∙ 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지원조례」 제정 추진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 중간지원조직 구축

∙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2022. 12.)

∙ 나주시청(지자체)·나주교육지원청 교육사업 소통 공간 마련(2023. 5.)

∙ 민·관·학·학 협의체 운영 등 교육거버넌스 구축

∙ 나주교육 의제 발굴 및 공론화(나주미래교육포럼)

∙ 나주혁신교육지구 및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도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연계)

마을교육공동체 내실화 지원

∙ 2023. 나주행복마을학교* 지정·운영: 14교

∙ 2023. 나주행복마을학교 네트워크 운영(운영위원회-격월, 협의회-분기별)

∙ 나주행복마을학교 활동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워크숍, 아카데미, 컨설팅)

∙ 나주마을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마을교육아카데미 기초, 심화)

∙ 나주미래교육박람회 참여(10월): 마을교육공동체 이해 및 활동 나눔

∙ 마을교육과정(학교-마을 연계) 발굴 및 제작

* 마을교육공동체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삶 중심 교육’을 위해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여 미래핵심역량을 기르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소멸의 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지역교육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공동체

* 2023. 나주행복마을학교 현황

연번 마을학교명 소재지 연번 마을학교명 소재지

1 금안한글마을학교 노안면 8 순정마을학교 다시면

2 나주읍성권도시재생주민협의체 금계동 9 에코왕곡영농조합법인 왕곡면

3 두루문화예술교육센터 다도면 10 영산강차문화예술연구소(오감놀이터) 청동

4 문화예술단체 ‘그땐 그랬지’ 노안면 11 영산포너나들이마을학교 이창동

5 봉황마을공동체학교 봉황면 12 풀뿌리희망문화학교 문평면

6 빛가람초·중학부모대표협의회 빛가람동 13 협동조합 성안사람들 금계동

7 이슬촌마을공동체 노안면 14 화탑영농조합법인 세지면

3-3 지역과 상생하는 나주교육

34 전남농산어촌유학 활성화

학교혁신팀

전남농산어촌유학* 운영 기반 조성

∙ 지자체 협력 강화로 농산어촌유학 운영 형태 확보(가족체류형 주택 확보)

∙ 농산어촌유학 학교 발굴 및 홍보 강화(나주교육박람회 참여) 

전남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지원

∙ 농산어촌유학 특색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3월, 유학운영학교)

∙ 유학학생 경비 지원(전남교육청 매월 30만원)

∙ 농산어촌유학 운영 학교 담당자 연수(희망학교)

전남농산어촌유학 유관기관 협업 강화

∙ 지자체 연계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 농산어촌유학 운영 기반 조성: 협의체, 시설 공유, 프로그램 운영 등

  - 빈집 리모델링, 주택 및 생활 편의시설 확충･관리

* 전남농산어촌유학

  전남 이외 지역 초중 재학생들이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 온마을 돌봄을 연계한 자연·생태·환경 교육을 경험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전남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로 전학 와서 생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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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삶의 가치를 높이는 평생교육 활성화

남평공공도서관, 교육협력팀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

∙ 공공도서관 지식정보 인프라 확충

  - 이용대상별 다양한 지식 정보 자료 확충

  - 학생: 교과관련도서, 교수학습도서, 학년별 필독도서 확충

  - 일반: 베스트셀러, 권장도서 등 이용자 요구에 맞는 장서 확충

  - 지식정보 취약계층: 다문화도서, 점자도서, 큰 활자 도서 확충 

∙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 도서관 첫걸음(라이브러리 스타트) 사업 추진

  - 책으로 소통하는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 맞춤형 독서프로그램 운영

지역민과 함께하는 평생교육 운영 

∙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 유아, 학생, 학부모(지역주민) 등 대상별 프로그램 운영

∙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다문화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평생학습 동아리 발굴 지원

  - 자발적인 동아리 구성을 통한 지속적인 학습 활동 지원

∙ 학교시설 개방 확대 및 지원

  - 개방 가능한 학교시설 정보 공개 및 현실적인 지원 방안 마련

학원 및 교습소 관리

∙ 학원 및 교습소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

∙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학원등 방역물품 지원, 방역 사항 점검

∙ 학원설립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연수 운영

∙ 학원 등 교습비조정위원회 운영: 교습비 기준 마련 및 안정화 도모

∙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운영: 자율정화활동을 통한 건전한 학원 운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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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시설 개방 확대 및 지원

  - 개방 가능한 학교시설 정보 공개 및 현실적인 지원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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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따뜻하고 평등한 교육복지

청렴한 교육행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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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 조직문화 및 근무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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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

건강한 삶을 가꾸는 보건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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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36 청렴한 교육행정 강화

행정팀, 시설팀

반부패·청렴업무 추진

∙ 공직기강과 부패취약분야 상시감찰(복무 감사 시 중점 점검)

  -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계획 수립

  - 교육 실시 현황: 연 1회 이상 교육

∙ 고위공직자 등 부패 위험성 진단

  - 조직환경·업무환경·개인 청렴도 분야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및 부패 방지 시책 평가

  - 청렴 문화: 고위직 청렴 서약

  - 청렴 교육: 전문강사를 활용한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교육, 기관장 주관 청렴교육

∙ 청렴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자정 운동 추진

각종 감사운영 및 수감

∙ 종합감사 실시: 직·유·초·중학교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4원, 16교)

∙ 복무감사 실시: 명절, 스승의 날, 하절기(7~8월), 연말연시(12~1월)

∙ 일상감사: 주요 사업(업무) 집행 전 계획의 적법성·적시성․타당성․효율성 검토

∙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 11월

계약 및 시설공사 투명성 강화

∙ 계약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 학교 시설공사 협의체(학생, 교사, 학부모 등 10명 내외) 구성 운영

∙ 학교시설 증·개축공사 외주 감리용역 전면 확대

∙ 시설공사 준공검사 외부 전문가 참여 강화

37 학교회계 자율성･책무성 강화

교육협력팀

학교회계 자율성·책무성 강화

∙ 학교에 지원하는 목적성경비 학교기본운영비로 통합지원 확대

∙ 학교예산의 자율 집행으로 학교별 특색있는 교육활동 지원

∙ 학교회계 재정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실성 있는 예산 편성 및 책무성 강화

학교회계 적정성·투명성·건전성 제고

∙ 학교 규모 등을 반영한 학교기본운영비 합리적 예산 배분

∙ 단위학교별 사업목적, 사업시기, 효율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 관리

∙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를 통한 학교회계 투명성 제고

∙ 적기·적극 집행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

학교회계 운영 지원체제 구축

∙ 학교회계 분야별(예산·수입·지출) 실무지원단 구성 및 운영

∙ 학교회계 사용자 교육 지원

∙ 학교회계 지도·점검 및 재정운영상황 모니터링 실시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 물품 총액 기준 1천만원 이상 구매 시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 구입 물품의 규격과 사양 또는 제품 선정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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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팀, 시설팀

반부패·청렴업무 추진

∙ 공직기강과 부패취약분야 상시감찰(복무 감사 시 중점 점검)

  -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계획 수립

  - 교육 실시 현황: 연 1회 이상 교육

∙ 고위공직자 등 부패 위험성 진단

  - 조직환경·업무환경·개인 청렴도 분야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및 부패 방지 시책 평가

  - 청렴 문화: 고위직 청렴 서약

  - 청렴 교육: 전문강사를 활용한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교육, 기관장 주관 청렴교육

∙ 청렴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자정 운동 추진

각종 감사운영 및 수감

∙ 종합감사 실시: 직·유·초·중학교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4원, 16교)

∙ 복무감사 실시: 명절, 스승의 날, 하절기(7~8월), 연말연시(12~1월)

∙ 일상감사: 주요 사업(업무) 집행 전 계획의 적법성·적시성․타당성․효율성 검토

∙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 11월

계약 및 시설공사 투명성 강화

∙ 계약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 학교 시설공사 협의체(학생, 교사, 학부모 등 10명 내외) 구성 운영

∙ 학교시설 증·개축공사 외주 감리용역 전면 확대

∙ 시설공사 준공검사 외부 전문가 참여 강화

37 학교회계 자율성･책무성 강화

교육협력팀

학교회계 자율성·책무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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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예산의 자율 집행으로 학교별 특색있는 교육활동 지원

∙ 학교회계 재정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실성 있는 예산 편성 및 책무성 강화

학교회계 적정성·투명성·건전성 제고

∙ 학교 규모 등을 반영한 학교기본운영비 합리적 예산 배분

∙ 단위학교별 사업목적, 사업시기, 효율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 관리

∙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를 통한 학교회계 투명성 제고

∙ 적기·적극 집행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

학교회계 운영 지원체제 구축

∙ 학교회계 분야별(예산·수입·지출) 실무지원단 구성 및 운영

∙ 학교회계 사용자 교육 지원

∙ 학교회계 지도·점검 및 재정운영상황 모니터링 실시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 물품 총액 기준 1천만원 이상 구매 시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 구입 물품의 규격과 사양 또는 제품 선정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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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미래지향적 조직문화 및 근무여건 개선

행정팀

공감과 소통의 조직문화 조성

∙ 일과 삶의 조화 및 상호 존중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유연 근무 실시

∙ 행복한 직장 만들기�1인 목표 갖기�

∙ 소통과 협력 확산을 위한 월례회 운영 방식 다양화 

∙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업무조정협의회 운영

교직원 복리후생 지원 

∙ 교직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차기금 지원

∙ 맞춤형 복지 지원

∙ 부조급여(공무원 본인 및 직계가족(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자녀 사망 시 조위금) 지원

교직원 소통 향상 지원

∙ 교육장과 대화의 날 운영

  - 구성원 의견 수렴 및 업무에 대한 고충 나눔으로 직원 간 이해와 신뢰 구축

∙ 직장동호회 운영

  -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 등 동호회 활동 지원

∙ 교직원 체육대회 운영

39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연수

행정팀, 전산팀

수요자 중심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 현장 중심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직공무원 역량강화 과정 개설ㆍ운영

∙ 우수공무원 현장 체험 연수

∙ 일반직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 일반직공무원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정보화 교육

∙ 과정: K-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교육 등 23과정 36기

∙ 대상: 교원, 일반직, 교육공무직원 730명 등 (나주, 담양, 화순, 함평, 영광, 장성)

∙ 절차: 수요조사→교육대상자 확정→교육 운영→과정별 여비 지급, 상시학습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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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미래지향적 조직문화 및 근무여건 개선

행정팀

공감과 소통의 조직문화 조성

∙ 일과 삶의 조화 및 상호 존중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유연 근무 실시

∙ 행복한 직장 만들기�1인 목표 갖기�

∙ 소통과 협력 확산을 위한 월례회 운영 방식 다양화 

∙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업무조정협의회 운영

교직원 복리후생 지원 

∙ 교직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차기금 지원

∙ 맞춤형 복지 지원

∙ 부조급여(공무원 본인 및 직계가족(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자녀 사망 시 조위금) 지원

교직원 소통 향상 지원

∙ 교육장과 대화의 날 운영

  - 구성원 의견 수렴 및 업무에 대한 고충 나눔으로 직원 간 이해와 신뢰 구축

∙ 직장동호회 운영

  -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 등 동호회 활동 지원

∙ 교직원 체육대회 운영

39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연수

행정팀, 전산팀

수요자 중심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 현장 중심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직공무원 역량강화 과정 개설ㆍ운영

∙ 우수공무원 현장 체험 연수

∙ 일반직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 일반직공무원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정보화 교육

∙ 과정: K-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교육 등 23과정 36기

∙ 대상: 교원, 일반직, 교육공무직원 730명 등 (나주, 담양, 화순, 함평, 영광, 장성)

∙ 절차: 수요조사→교육대상자 확정→교육 운영→과정별 여비 지급, 상시학습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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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40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

체육복지팀

학교안전강화를 위한 예방활동 내실화

∙ 학교안전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체험중심 교육과정 운영

∙ 학교 구성원 안전교육 실시 및 예방활동 강화

안전한 교육시설 조성

∙ 교내 보차도 분리 사업 지원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

∙ 교육환경보호구역 정기점검: 학교장 연 2회, 교육장 연 1회

∙ 학교별 교육환경보호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 관리

∙ 학교주변 유해업소 유관기관 합동단속 및 계도

깨끗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

∙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임차 지원(매월 1회)

∙ 학교시설 내 실내 공기질 측정(연 2회)

∙ 학교 먹는 물 수질검사

  - 정수기(연 4회), 저수조(연 1회), 옥내급수관(2년 1회)

∙ 학교 먹는 물 공급기기 유지관리·임차 지원(매월 1회)

∙ 학교 저수조(식수용·생활용) 청소·소독(1년 2회)

41 건강한 삶을 가꾸는 보건교육 강화

보건급식팀

보건교육 강화

∙ 초등 5~6학년 중 최소 1개 학년 이상 연 17차시 이상 보건교육 실시

∙ 모든 학생 대상 포괄적 성교육

  - 연간 15차시 이상 편성·운영(성폭력 예방교육 3시간 포함 등)

∙ 흡연, 음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학년별 연간 10차시 이상 교육

∙ 학생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연간 2시간 교육

∙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통한 학생 안전확보

  - 이론과 실습을 별도로 실시하는 경우 4시간(이론 2시간+실습 2시간)

  - 이론과 실습을 연속으로 실시하는 경우 3시간(이론 1시간+실습 2시간)

학생 건강관리 지원 강화

∙ 학생 건강검진(초 1·4학년, 중·고 1학년)

∙ 학생 구강검진(초 전체)

∙ 학생 소변검사(초 2·3·5·6학년, 중･고 2·3학년), 결핵 검사(고 2·3학년)

∙ 건강검사 표본학교 운영(2021~2024년): 빛누리초, 영산포여중, 금성고

∙ 소아당뇨(제1형 당뇨) 학생 지원관리 강화

∙ 저소득층 학생 심장병, 난치병 의료비 지원

∙ 초 4~6학년, 중·고·특수학교 여학생 위생용품(생리대 등) 지원

감염병 예방 관리

∙ 학생 빈발 감염병 예방 교육 강화(학년별 3차시)

∙ 비상연락망 정비 등 상시 예방 시스템 구축

∙ 소독 의무대상 정기 소독(연 7회)

∙ 필수 방역물품(마스크, 손 소독제, 소독 티슈 등) 경비 지원

∙ 학교 방역활동 자원봉사자 지원

∙ 학교 교직원 결핵 검진(잠복 결핵 검진 포함) 실시

∙ 감염병 유행 대응 모의훈련 실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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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학교 급식 운영 지원 확대

보건급식팀

학교 급식 운영 지원

∙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 도모 및 친환경 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

  - 관계자 실무협의회 및 식재료 안전성 검사(월 1회)

∙ 나주시공공급식지원센터 연계 소규모 학교 로컬푸드 농산물 공급

∙ 기후 위기 대응 저탄소 채식 급식* 운영(월 1회 이상)

∙ GMO* 없는 가공품 식재료 지원(유·초·중·고·특)

  - 지원품목: 9품목(간장, 된장, 두부, 유채유, 현미유, 옥수수콘, 고추장, 밀가루, 조청)

∙ 성장기 학생들의 자율적 식생활관리 능략 배양을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 학교급식 위생사고 예방을 위한 위생․안전 관리 강화

  - 정기 위생·안전 점검(연 2회) 및 학교급식점검단 활동(월 1회)

  - 급식기구 4종 미생물 검사(연 1회)

  - 식재료 안전성 검사(연 2회) 및 수산물 방사능 검사(연 10회)

∙ 학교급식관계자(조리실무사, 납품업체) 직무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 연수

∙ 학교급식실 근무여건 개선

  - 노후 급식시설 개선 및 급식기구 교체

  - 급식종사자 폐질환 발생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및 건강검진 지원

  - HACCP 위생관리자동화시스템* 구축

* 저탄소 채식 급식

  기후 위기 대응 탄소중립 식생활 실천을 위한 저탄소 식단(육고기를 제외한 어류 및 달걀 등을 포함한 페스코(pesco)

채식급식) 제공

* GMO(유전자 변형 생물,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생산량 증대나 유통 가공상의 편의를 위하여 유전자변형기술을 활용, 기존의 육종방법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형질이나 

유전자를 지니도록 개발된 유전자 변형 식품

* HACCP 위생관리자동화시스템

  교육부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서(5차개정)에 따라 기존에 수기로 작성·관리하는 CCP(중요관리점) 및 CP(일반관리점)를 

전산화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장비/ HACCP는 식품의 원료 관리,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의 모든 과정

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 

43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강화

학교지원팀

수요자 중심 방과후학교 운영

∙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40교(초 24교, 중 16교)

∙ 방과후학교 순회강사 운영 및 지원: 읍·면 지역

∙ 저소득층 학생 자유수강권 지원: 시지역,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

∙ 방과후학교 컨설팅 실시 

∙ 방과후학교 업무담당자 및 외부강사 연수 

초등돌봄교실 운영

∙ 오후 돌봄교실 운영: 초 24교, 42실

∙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운영 

∙ 돌봄전담사 연찬회 운영: 2회, 42명

초등 전일제교육* 체계 구축

∙ 학교 안팎 방과후학교·돌봄 활성화 지원

  - 도심권 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 활용 방과후·돌봄 서비스 제공

∙ 지자체 연계 돌봄 서비스 운영

  - 교육청, 지자체, 유관기관 연계 돌봄협의체·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제공 및 지원 : 24개소

*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오후 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 중간의

공백시간에 돌봄 서비스 제공

* 초등 전일제교육

  국정과제 84.(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방과후 교육활동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초등 전일제

학교’를 운영하고,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20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교육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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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 위생사고 예방을 위한 위생․안전 관리 강화

  - 정기 위생·안전 점검(연 2회) 및 학교급식점검단 활동(월 1회)

  - 급식기구 4종 미생물 검사(연 1회)

  - 식재료 안전성 검사(연 2회) 및 수산물 방사능 검사(연 10회)

∙ 학교급식관계자(조리실무사, 납품업체) 직무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 연수

∙ 학교급식실 근무여건 개선

  - 노후 급식시설 개선 및 급식기구 교체

  - 급식종사자 폐질환 발생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및 건강검진 지원

  - HACCP 위생관리자동화시스템* 구축

* 저탄소 채식 급식

  기후 위기 대응 탄소중립 식생활 실천을 위한 저탄소 식단(육고기를 제외한 어류 및 달걀 등을 포함한 페스코(pesco)

채식급식) 제공

* GMO(유전자 변형 생물,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생산량 증대나 유통 가공상의 편의를 위하여 유전자변형기술을 활용, 기존의 육종방법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형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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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서(5차개정)에 따라 기존에 수기로 작성·관리하는 CCP(중요관리점) 및 CP(일반관리점)를 

전산화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장비/ HACCP는 식품의 원료 관리,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의 모든 과정

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 

43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강화

학교지원팀

수요자 중심 방과후학교 운영

∙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40교(초 24교, 중 16교)

∙ 방과후학교 순회강사 운영 및 지원: 읍·면 지역

∙ 저소득층 학생 자유수강권 지원: 시지역,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

∙ 방과후학교 컨설팅 실시 

∙ 방과후학교 업무담당자 및 외부강사 연수 

초등돌봄교실 운영

∙ 오후 돌봄교실 운영: 초 24교, 42실

∙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운영 

∙ 돌봄전담사 연찬회 운영: 2회, 42명

초등 전일제교육* 체계 구축

∙ 학교 안팎 방과후학교·돌봄 활성화 지원

  - 도심권 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 활용 방과후·돌봄 서비스 제공

∙ 지자체 연계 돌봄 서비스 운영

  - 교육청, 지자체, 유관기관 연계 돌봄협의체·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제공 및 지원 : 24개소

*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오후 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 중간의

공백시간에 돌봄 서비스 제공

* 초등 전일제교육

  국정과제 84.(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방과후 교육활동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초등 전일제

학교’를 운영하고,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20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교육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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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보편적 무상 교육복지 강화

체육복지팀, 학교지원팀, 교육협력팀

무상교육 지원 확대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지원 금액: 1인당 314천원

  - 지원 방법: 학교주관 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

교과용 도서 구입비 지원

∙ 초등학교, 중학교 국·검·인정 교과용 도서 구입

  - 지원 대상: 초 24교(6,482명), 중 16교(3,100명)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신학기 준비물 구입비 지원

∙ 체험학습비 지원

농어촌 에듀버스(택시) 운영 및 확대

∙ 지자체 대응투자를 통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운영 효율성 도모

∙ 통학 버스 및 버스 이용 어려운 농어촌지역 초·중학교 지원 및 유·고 공동이용 가능

∙ 동일 지역 이용 대상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에듀버스 운영 고려

∙ 농어촌 에듀버스(택시) 만족도 조사 실시(11월)

∙ 운영 지원 현황

  - 통학 취약 지역 에듀버스 운영: 18대-초·중 10교

  - 통폐합 학교 통학 지원: (버스) 5대-초 3교, 중 1교, (택시) 5대-초 1교, 중 2교

  - 공립유치원 통학 지원: (버스) 17대-유 13원, (택시) 10대-유 8원

* 다자녀 가정 학생

  3자녀 이상 가정의 초·중·고 학생

45 학생 교육복지 지원 강화

체육복지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지원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 6교(나주초, 나주중앙초, 영산포초, 나주중, 영산포여중, 한아름초)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공동사업 운영: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 협력(4~10월)

∙ 교육복지 통합사례관리협의회 및 슈퍼비전 운영(4~12월)

∙ 4권역 교육복지사 역량강화 연수 및 실무자 협의회(4~12월)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교육복지안전망 사업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 학생 맞춤형 지원(초·중·고)

∙ 긴급생활지원: 생필품, 물품꾸러미, 의복, 집수리, 병원비 지원 등

∙ 학습복지지원: 학습도구, 학습교재, 도서, 학습심리상담, 학습지원 등

∙ 심리정서지원: 종합심리검사, 진로검사, 심리치료비, 개인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등

∙ 사례관리: 가정 및 학교방문, 학부모 및 교사상담, 기관 및 민간자원연계, 모니터링 등

∙ 교육복지업무담당자 및 학교 관리자 역량강화 연수 및 컨설팅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

∙ 교육급여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초·중학생(교육활동지원비)

∙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인터넷 통신비, 노트북(PC지원)

∙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신학기준비물구입비, 중학교 체험학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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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지역 이용 대상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에듀버스 운영 고려

∙ 농어촌 에듀버스(택시) 만족도 조사 실시(11월)

∙ 운영 지원 현황

  - 통학 취약 지역 에듀버스 운영: 18대-초·중 10교

  - 통폐합 학교 통학 지원: (버스) 5대-초 3교, 중 1교, (택시) 5대-초 1교, 중 2교

  - 공립유치원 통학 지원: (버스) 17대-유 13원, (택시) 10대-유 8원

* 다자녀 가정 학생

  3자녀 이상 가정의 초·중·고 학생

45 학생 교육복지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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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초·중학생(교육활동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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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교육공무직원 근무여건 개선

학교지원팀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 운영(사안 발생 시) 

∙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육공무직원 인사 운영

  -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속 교육공무직원 전보관리기준」에 의한 전보 실시

    ※ 정기 전보: 3월, 9월

  - 신규 채용 시 무기계약 체결을 통한 고용 안정(대체인력 제외)  

∙ 교육공무직원 휴직 등 결원 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매월)

∙ 교육공무직원 역량강화 연수

  - 직무역량 강화 및 힐링 연수

  - 신규 채용자 연수

∙ 교육공무직원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4팀) 

∙ 우수 교육공무직원 표창(12월, 교육감 및 교육장)

Ⅱ. 역점과제

에듀테크 기반 맞춤형 학력 향상

성장 단계별 평가 및 학습이력관리
AI 활용 수준별 맞춤형 교육

미래를 준비하는 수업혁신

교직원 미래교육 역량 강화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학교 육성

작은학교 교육력 회복 지원
나주교육 거버넌스 구축･･운영

목사고을 나주 역사･･문화 자랑

나주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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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지원팀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 운영(사안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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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속 교육공무직원 전보관리기준」에 의한 전보 실시

    ※ 정기 전보: 3월, 9월

  - 신규 채용 시 무기계약 체결을 통한 고용 안정(대체인력 제외)  

∙ 교육공무직원 휴직 등 결원 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매월)

∙ 교육공무직원 역량강화 연수

  - 직무역량 강화 및 힐링 연수

  - 신규 채용자 연수

∙ 교육공무직원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4팀) 

∙ 우수 교육공무직원 표창(12월, 교육감 및 교육장)

Ⅱ. 역점과제

에듀테크 기반 맞춤형 학력 향상

성장 단계별 평가 및 학습이력관리
AI 활용 수준별 맞춤형 교육

미래를 준비하는 수업혁신

교직원 미래교육 역량 강화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학교 육성

작은학교 교육력 회복 지원
나주교육 거버넌스 구축･･운영

목사고을 나주 역사･･문화 자랑

나주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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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점 1 에듀테크 기반 맞춤형 학력 향상

47 성장 단계별 평가 및 학습이력관리

유초등교육팀, 중등교육팀

성장단계별 평가시스템* 운영 및 맞춤형 이력 관리

구분 내용 대상 시기 비고

성장 

단계별

평가 

시스템

한글 또박또박 초 1 6, 12월

기초 수해력 초 1~2
1학년: 7월, 12월

2학년: 7월, 12월
기초수해력

읽기 곤란 초 2~6 4, 11월

비학습요인 초 1~중 3 연중
꾸꾸

(basics.re.kr)

기초학력(3R’s) 진단검사 초 3~고 1 3, 12월 전남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obt.jnei.go.kr)
교과학습(국,수,사,과,영) 

진단검사
초 4~고 1 3, 12월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초 3~고 2 별도 안내

컴퓨터 기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중 3~고 2 별도 안내

비학습적요인 진단검사 해당자 연중
나주학습

종합클리닉센터

학습

이력

관리

기초학력 향상도 검사 초 3~고 1 연 3회 obt시스템

학습 이력 관리 초 3~고 1 연중 obt시스템

드림플러스 

학습이력시스템
중, 고 연중 점진적 확대

지도자료 

및 

검사도구 

 기초학력 향상 지원사이트(basics.re.kr.)

 자율진단 및 학력향상 강화 배이스 캠프*(plasedu.org)

* 성장단계별 평가시스템

  학습 성장 단계에 따른 진단검사 및 성취도 평가 일체

* 배이스 캠프

  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 주기적 단계적으로 진단하는 기존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보완하여 각 학년 및 

교과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스스로 진단하고 보정 하도록 마련된 온라인 학습터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운영

∙ 기초학력전담교사(초등 정규교사)선발·배치·운영 지원(5명)

  - 학습지원대상학생* 1:1개별화 지원 강화(기초기본학력 전담교사 Pull-out방식)

  - 관내 초등학교의 문해력·수해력 연수 및 기초학력 컨설팅 지원

∙ 초·중등 수업 중 협력강사제 운영 및 보조강사 활용 지원

∙ 학교별 기초기본학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외부강사 운영 지원

단위학교 맞춤형 학습지원교육* 강화

학교급 지원 내용 시기 비고

공통

두드림학교 운영 2월 초·중

천천히 배우는 학생 2월
경계선 지능학생 

진단검사 및 개별화 지원

기초학력보장 선도학교 연중 초 6교, 중 2교

초등

다정다감교실 3월 초 1~2학년

학습도움닫기 프로그램 3월 교과보충

읽기 곤란 학생 전문기관 연계 6월 6~7월경 진단검사

AI 맞춤형 온라인 학습콘텐츠 3월 학생 수 60명 이하 작은학교 지원 우선

중등
학습력키움 3Up 학교 3월

학교 예산 편성
(자율사업선택제) 권장

교과보충 프로그램 3월

∙ 학습지원대상학생 단위학교·담임교사 책임교육 내실화

  - 학습적·비학습적 부진요인 해소를 위한 학교별 다중지원팀 운영 활성화

∙ 중학교 문해력, 수해력 격차 최소화 지원

  - 기초기본학력 결손 학생 보정 프로그램 활용 지도(정규 수업)

  - 협력 수업 및 방과후 학습을 통한 학습부진학생 개별화 지원

* 학습지원대상학생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에 따라 선정한 학생 [기초기본학력 보장법 제2조]

* 학습지원교육

학습지원 대상학생에게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교육 [기초기본학력 보장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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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성장 단계별 평가 및 학습이력관리

유초등교육팀, 중등교육팀

성장단계별 평가시스템* 운영 및 맞춤형 이력 관리

구분 내용 대상 시기 비고

성장 

단계별

평가 

시스템

한글 또박또박 초 1 6, 12월

기초 수해력 초 1~2
1학년: 7월, 12월

2학년: 7월, 12월
기초수해력

읽기 곤란 초 2~6 4, 11월

비학습요인 초 1~중 3 연중
꾸꾸

(basics.re.kr)

기초학력(3R’s) 진단검사 초 3~고 1 3, 12월 전남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obt.jnei.go.kr)
교과학습(국,수,사,과,영) 

진단검사
초 4~고 1 3, 12월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초 3~고 2 별도 안내

컴퓨터 기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중 3~고 2 별도 안내

비학습적요인 진단검사 해당자 연중
나주학습

종합클리닉센터

학습

이력

관리

기초학력 향상도 검사 초 3~고 1 연 3회 obt시스템

학습 이력 관리 초 3~고 1 연중 obt시스템

드림플러스 

학습이력시스템
중, 고 연중 점진적 확대

지도자료 

및 

검사도구 

 기초학력 향상 지원사이트(basics.re.kr.)

 자율진단 및 학력향상 강화 배이스 캠프*(plasedu.org)

* 성장단계별 평가시스템

  학습 성장 단계에 따른 진단검사 및 성취도 평가 일체

* 배이스 캠프

  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 주기적 단계적으로 진단하는 기존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보완하여 각 학년 및 

교과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스스로 진단하고 보정 하도록 마련된 온라인 학습터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운영

∙ 기초학력전담교사(초등 정규교사)선발·배치·운영 지원(5명)

  - 학습지원대상학생* 1:1개별화 지원 강화(기초기본학력 전담교사 Pull-out방식)

  - 관내 초등학교의 문해력·수해력 연수 및 기초학력 컨설팅 지원

∙ 초·중등 수업 중 협력강사제 운영 및 보조강사 활용 지원

∙ 학교별 기초기본학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외부강사 운영 지원

단위학교 맞춤형 학습지원교육* 강화

학교급 지원 내용 시기 비고

공통

두드림학교 운영 2월 초·중

천천히 배우는 학생 2월
경계선 지능학생 

진단검사 및 개별화 지원

기초학력보장 선도학교 연중 초 6교, 중 2교

초등

다정다감교실 3월 초 1~2학년

학습도움닫기 프로그램 3월 교과보충

읽기 곤란 학생 전문기관 연계 6월 6~7월경 진단검사

AI 맞춤형 온라인 학습콘텐츠 3월 학생 수 60명 이하 작은학교 지원 우선

중등
학습력키움 3Up 학교 3월

학교 예산 편성
(자율사업선택제) 권장

교과보충 프로그램 3월

∙ 학습지원대상학생 단위학교·담임교사 책임교육 내실화

  - 학습적·비학습적 부진요인 해소를 위한 학교별 다중지원팀 운영 활성화

∙ 중학교 문해력, 수해력 격차 최소화 지원

  - 기초기본학력 결손 학생 보정 프로그램 활용 지도(정규 수업)

  - 협력 수업 및 방과후 학습을 통한 학습부진학생 개별화 지원

* 학습지원대상학생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에 따라 선정한 학생 [기초기본학력 보장법 제2조]

* 학습지원교육

학습지원 대상학생에게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교육 [기초기본학력 보장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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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 학습지원대상학생 선별을 위한 진단 검사 지원(지능, 정서, 언어 등)

∙ 찾아가는 맞춤형 학습코칭 및 기초학습 개별화 지원 운영

∙ 전문기관·지역유관기관 연계로 학교 밖 지원 체제 구축

∙ 학습지원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습코칭단 구성 운영(교원, 상담사, 언어치료사)

∙ 학습유형 인식 및 학습동기 향상 ‘내 학습유형 찾기’ 프로그램 

∙ 나만의 동화책 만들기 프로그램 ‘마음 읽어주는 Mom’ 

∙ 천천히 배우는 학생 이해와 지도방법 역량강화 교원연수 및 컨설팅

∙ 천천히 배우는 학생 심리적 특징 및 부모 역할 이해 교육

기초학력* 보장 지원 교원 역량강화

∙ 초 1~2학년 담임교사 초기문해력* 향상 직무연수(4월~5월, 15시간)

∙ 초 1~2학년 담임교사 기초수해력* 향상 직무연수(4월~5월, 15시간)

∙ 기초기본책임교육 업무 성과 나눔의 날 운영(11월)

  - 기초학력 프로그램 운영의 우수사례 공유

∙ 기초학력지원시스템 활용방법 연수(4월~5월)

  -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이해와 활용, 학습부진학생 보정 지도 방안

* 기초학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기초기본학력 보장법 제2조]

* 초기문해력

  한글해득과 읽는 활동을 통해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기초 적인 능력

* 기초수해력

초 1~2학년 수학과 성취기준을 기준으로 수 감각, 수 세기, 자리 값(10진 기수법) 등에 대한 수개념을 이해하고, 

덧셈과 뺄셈, 곱셈 연산을 유창하게 하는 능력

48 AI 활용 수준별 맞춤형 교육

유초등교육팀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교육 강화

∙ 학습 부진 조기 예방(초 1~2학년 집중 지원)

  - 학생수준을 고려한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1학년 1학기 초기문해력 집중 지도 지원

  - 찬찬한글, 한글한마당, 읽기유창성 자료 및 문해력 지도 도서 지원

  - 놀이 수학을 활용한 수 개념 형성 및 기초 연산 중심 기초수해력 지도 지원

  - 수 개념 형성 및 기초 연산 놀이수학 수업을 위한 수학 교구 지원

  - 나주수학교육체험센터 활용 놀이수학체험활동 강화 및 교구 활용 

∙ 「현장에서 답을 찾다」 찾아가는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7월, 12월)

  - 초 1~2학년 한글 미해득 및 수해력 부진 학생이 있는 학교의 기초학력 책임교육실현을 위한 

학교별 맞춤형 밀착 지원 강화

  - 현장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도 사례 공유, 기초학력 지도 자료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관내 기초학력 전담교사, 기초학력 담당 장학사, 학습심리상담사 등 컨설턴트 구성

∙ 방학 중 학습코칭단과 함께하는 기초튼튼교실 운영(8월, 1~2월)

  - 방학 중 학습공백 최소화로 중단없는 기초학력 지원

  - 초 1~2학년 한글 미해득 및 수해력 부진 학생 대상 한글 해득 및 수해력 향상 지도

∙ 방학 중 기초기본학력 향상을 위한 방학 캠프 운영 지원

∙ 자기주도학습능력 향상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7~8월, 중 1)

  - 자기주도학습 전략 수립을 통한 학업성취도 및 학습 흥미 향상

  - Zoom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주기주도학습 집단 상담 진행(8회기)

  - 시간 관리, 플래너 작성, 노트필기 전략, 집중향상 전략, 책 읽기 전략, 기억향상 전략 등

AI 연계 수업 전문성 신장

∙ 미래교육기반 원격수업자료 보급

  - 전남교실 ON 탑재 자료 보급

∙ AI 교원 역량강화 연수

∙ AI 연계 수업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1~2월)

AI튜터 활용 운영 기반 마련

∙ AI활용 초등수학수업 지원시스템 연수 지원(초 1~4학년 담임교사, 11월)

∙ AI수학 점핑학교* 운영

* AI수학 점핑학교

  AI(인공지능) 및 에듀테크 기반 수학 학습지원플랫폼을 학생의 수학 학습(교내외)에 활용하여 자기주도적 수학 학습력 

향상을 지향하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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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 학습지원대상학생 선별을 위한 진단 검사 지원(지능, 정서, 언어 등)

∙ 찾아가는 맞춤형 학습코칭 및 기초학습 개별화 지원 운영

∙ 전문기관·지역유관기관 연계로 학교 밖 지원 체제 구축

∙ 학습지원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습코칭단 구성 운영(교원, 상담사, 언어치료사)

∙ 학습유형 인식 및 학습동기 향상 ‘내 학습유형 찾기’ 프로그램 

∙ 나만의 동화책 만들기 프로그램 ‘마음 읽어주는 Mom’ 

∙ 천천히 배우는 학생 이해와 지도방법 역량강화 교원연수 및 컨설팅

∙ 천천히 배우는 학생 심리적 특징 및 부모 역할 이해 교육

기초학력* 보장 지원 교원 역량강화

∙ 초 1~2학년 담임교사 초기문해력* 향상 직무연수(4월~5월, 15시간)

∙ 초 1~2학년 담임교사 기초수해력* 향상 직무연수(4월~5월, 15시간)

∙ 기초기본책임교육 업무 성과 나눔의 날 운영(11월)

  - 기초학력 프로그램 운영의 우수사례 공유

∙ 기초학력지원시스템 활용방법 연수(4월~5월)

  -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이해와 활용, 학습부진학생 보정 지도 방안

* 기초학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기초기본학력 보장법 제2조]

* 초기문해력

  한글해득과 읽는 활동을 통해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기초 적인 능력

* 기초수해력

초 1~2학년 수학과 성취기준을 기준으로 수 감각, 수 세기, 자리 값(10진 기수법) 등에 대한 수개념을 이해하고, 

덧셈과 뺄셈, 곱셈 연산을 유창하게 하는 능력

48 AI 활용 수준별 맞춤형 교육

유초등교육팀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교육 강화

∙ 학습 부진 조기 예방(초 1~2학년 집중 지원)

  - 학생수준을 고려한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1학년 1학기 초기문해력 집중 지도 지원

  - 찬찬한글, 한글한마당, 읽기유창성 자료 및 문해력 지도 도서 지원

  - 놀이 수학을 활용한 수 개념 형성 및 기초 연산 중심 기초수해력 지도 지원

  - 수 개념 형성 및 기초 연산 놀이수학 수업을 위한 수학 교구 지원

  - 나주수학교육체험센터 활용 놀이수학체험활동 강화 및 교구 활용 

∙ 「현장에서 답을 찾다」 찾아가는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7월, 12월)

  - 초 1~2학년 한글 미해득 및 수해력 부진 학생이 있는 학교의 기초학력 책임교육실현을 위한 

학교별 맞춤형 밀착 지원 강화

  - 현장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도 사례 공유, 기초학력 지도 자료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관내 기초학력 전담교사, 기초학력 담당 장학사, 학습심리상담사 등 컨설턴트 구성

∙ 방학 중 학습코칭단과 함께하는 기초튼튼교실 운영(8월, 1~2월)

  - 방학 중 학습공백 최소화로 중단없는 기초학력 지원

  - 초 1~2학년 한글 미해득 및 수해력 부진 학생 대상 한글 해득 및 수해력 향상 지도

∙ 방학 중 기초기본학력 향상을 위한 방학 캠프 운영 지원

∙ 자기주도학습능력 향상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7~8월, 중 1)

  - 자기주도학습 전략 수립을 통한 학업성취도 및 학습 흥미 향상

  - Zoom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주기주도학습 집단 상담 진행(8회기)

  - 시간 관리, 플래너 작성, 노트필기 전략, 집중향상 전략, 책 읽기 전략, 기억향상 전략 등

AI 연계 수업 전문성 신장

∙ 미래교육기반 원격수업자료 보급

  - 전남교실 ON 탑재 자료 보급

∙ AI 교원 역량강화 연수

∙ AI 연계 수업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1~2월)

AI튜터 활용 운영 기반 마련

∙ AI활용 초등수학수업 지원시스템 연수 지원(초 1~4학년 담임교사, 11월)

∙ AI수학 점핑학교* 운영

* AI수학 점핑학교

  AI(인공지능) 및 에듀테크 기반 수학 학습지원플랫폼을 학생의 수학 학습(교내외)에 활용하여 자기주도적 수학 학습력 

향상을 지향하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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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점 2 미래를 준비하는 수업 혁신

4499 교직원 미래교육 역량 강화

유초등교육팀, 중등교육팀, 학교혁신팀, 생활인권팀

함께 실천하고 연구하는 학교 문화 풍토 조성

∙ 배움중심 수업 실천과 온·오프라인 수업 활성화

  - 교사 수업 약속 실천하기: 배움중심수업 설계, 배울 권리 보장, 배움 확인 및 지원

  - 학생 배움 약속 실천하기: 스스로 학습 목표 정하기, 친구 의견 존중 및 협력 등

  - 협력·실천 배움중심수업 전개하기

∙ 배움중심수업 활성화를 위한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

  -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내실화

  - 학교 내 협력적 수업나눔 시스템 구축 지원

  - 수업혁신 주제 전문적학습공동체 네트워크 강화

배움과 성장의 교원 전문성 신장

∙ 교육과정 편성·운영 역량강화 지원

  -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연수(10월)

  - 새학년 집중 준비기간 역량 강화 지원(12월)

  - 학생평가 공정성 강화를 위한 교사 역량강화 연수(5월, 11월)

  - 교사 수준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연중)

∙ 찾아가는 놀이체험 연수 및 컨설팅 지원

∙ 인공지능수학 교수학습 역량강화 연수

∙ 과학실험실 안전 역량강화 연수 지원(5월)/(초․ 중․ 고)

∙ 기후변화 환경교육 담당교사 역량강화 연수(6월)

∙ 교원, 학부모 회복적 생활교육 연수(2회)

∙ 학교민주시민교육 교원 역량강화 연수 지원

50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학교혁신팀

전문적학습공동체* 내실화 지원

∙ 지속 발전 가능한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여건 조성

  - 동료성을 바탕으로 집단지성이 살아있는 협력적 학교 문화 조성

  - 주 1회 ‘배움과 성장의 날’ 운영 정례화

  -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공간(모들*) 확보 및 지원

∙ 학교안(밖)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 학교 안(90팀), 학교 밖(8팀) 지원 예정

  - 나주교육자치협력지구 활성화 연계(학교 밖 4팀 지원) 

전문적학습공동체 구성원 역량 강화 지원

∙ 새학년 집중준비기간(2월)을 이용한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규칙 제정

∙ 수업 개선 관련 교과별 전문가 연수

∙ 전문적학습공동체 리더 양성과정 직무연수 안내 및 발굴 지원 

∙ 전문적학습공동체 나눔의 날 운영 내실화

  - 학교급별 성과 나눔의 날 운영(3회)

  - 업무담당자 성과 나눔의 날(1회)

* 전문적학습공동체

  학생의 배움과 학교교육혁신을 위해 교원이 함께 연구 실천하며 성장을 도모하는 자발적학습공동체 

* 모들

  나주교육지원청이 MOU체결하여 지원하는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공간

  ※ 스페이스코웍, 3917마중, 카페 5Block, 카페 파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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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점 2 미래를 준비하는 수업 혁신

4499 교직원 미래교육 역량 강화

유초등교육팀, 중등교육팀, 학교혁신팀, 생활인권팀

함께 실천하고 연구하는 학교 문화 풍토 조성

∙ 배움중심 수업 실천과 온·오프라인 수업 활성화

  - 교사 수업 약속 실천하기: 배움중심수업 설계, 배울 권리 보장, 배움 확인 및 지원

  - 학생 배움 약속 실천하기: 스스로 학습 목표 정하기, 친구 의견 존중 및 협력 등

  - 협력·실천 배움중심수업 전개하기

∙ 배움중심수업 활성화를 위한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

  -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내실화

  - 학교 내 협력적 수업나눔 시스템 구축 지원

  - 수업혁신 주제 전문적학습공동체 네트워크 강화

배움과 성장의 교원 전문성 신장

∙ 교육과정 편성·운영 역량강화 지원

  -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연수(10월)

  - 새학년 집중 준비기간 역량 강화 지원(12월)

  - 학생평가 공정성 강화를 위한 교사 역량강화 연수(5월, 11월)

  - 교사 수준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연중)

∙ 찾아가는 놀이체험 연수 및 컨설팅 지원

∙ 인공지능수학 교수학습 역량강화 연수

∙ 과학실험실 안전 역량강화 연수 지원(5월)/(초․ 중․ 고)

∙ 기후변화 환경교육 담당교사 역량강화 연수(6월)

∙ 교원, 학부모 회복적 생활교육 연수(2회)

∙ 학교민주시민교육 교원 역량강화 연수 지원

50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학교혁신팀

전문적학습공동체* 내실화 지원

∙ 지속 발전 가능한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여건 조성

  - 동료성을 바탕으로 집단지성이 살아있는 협력적 학교 문화 조성

  - 주 1회 ‘배움과 성장의 날’ 운영 정례화

  -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공간(모들*) 확보 및 지원

∙ 학교안(밖)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 학교 안(90팀), 학교 밖(8팀) 지원 예정

  - 나주교육자치협력지구 활성화 연계(학교 밖 4팀 지원) 

전문적학습공동체 구성원 역량 강화 지원

∙ 새학년 집중준비기간(2월)을 이용한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규칙 제정

∙ 수업 개선 관련 교과별 전문가 연수

∙ 전문적학습공동체 리더 양성과정 직무연수 안내 및 발굴 지원 

∙ 전문적학습공동체 나눔의 날 운영 내실화

  - 학교급별 성과 나눔의 날 운영(3회)

  - 업무담당자 성과 나눔의 날(1회)

* 전문적학습공동체

  학생의 배움과 학교교육혁신을 위해 교원이 함께 연구 실천하며 성장을 도모하는 자발적학습공동체 

* 모들

  나주교육지원청이 MOU체결하여 지원하는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공간

  ※ 스페이스코웍, 3917마중, 카페 5Block, 카페 파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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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점 3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학교 육성

51 작은학교 교육력 회복 지원

학교혁신팀, 교육협력팀

작은학교·원도심학교 교육 지원

∙ 작은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지원(초 8교, 중 8교)

∙ 원도심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지원(초 6교, 중 5교)

∙ 나주미래교육박람회(10월) 작은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운영

제한적공동학구제* 운영 

∙ 운영내용: 총 344명(초등: 272명, 중등: 72명) 이용 중(2022년)

∙ 적용방법

구분
원 소속 학교

갈 수 있는 학교
기준 대상학교

초

시·읍 학교

(12학급 이상)

나주초, 나주중앙초, 남평초,

빛가람초, 빛누리초, 라온초,

한아름초

세지초, 양산초, 왕곡초, 반남초,

공산초, 동강초, 다시초, 문평초,

노안초, 노안남초, 금천초, 산포초,

다도초, 봉황초

시 지역 학교

(25학급 이상)

빛가람초, 빛누리초,

라온초, 한아름초
나주북초, 영산포초, 영강초

중
시·읍 학교

(9학급 이상)

나주중, 나주금천중, 빛가람중, 

매성중, 남평중
나주시 면지역 중학교

∙ 지원내용

  - 통학 차량 노선, 배차 횟수 조정

  - 원거리 통학을 지원하는 에듀버스(택시) 운영 지원

* 제한적공동학구제

  시･읍지역 학교와 면지역 소규모학교를 공동학구로 설정하여, 시･읍지역 거주 학생이 거주지 변경(이사 불필요) 없이 

면지역･원도심 학교로 입학(전학)을 가능하도록 한 제도

52 나주교육 거버넌스 구축･운영

학교혁신팀, 교육협력팀

나주교육행정협의회 운영 내실화

∙ 교육 부문 상호 협력과 공동 참여를 통한 교육 협력 강화

∙ 지역사회와 교육 발전을 위한 공동 관심 사항 발굴

∙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를 통한 기초 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유도

∙ 민간부문의 교육투자 분위기 확산으로 교육 발전 방안 강구

∙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 운영으로 상시 협력네트워크 구축

민·관·산·학 통합 교육발전협의 체제 구축·운영

∙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 주관 「민·관·산·학 통합 거버넌스」 구축

∙ 나주교육의제 발굴 및 지역교육력 강화 방향 모색

∙ 지역사회 연계 교육인프라 발굴 및 구축

나주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

∙ 나주교육자치협력지구 통합지원단 구성·운영(10명)

∙ 나주교육공동체 민·관·산·학 협의회 구성·운영(30명)

∙ 나주교육자치협력지구 네트워크 구성·운영(권역별, 마을교육공동체, 학부모)

∙ 학교·지역연계 교육과정 운영·지원(7교)

∙ 교육공동체 역량강화 연수 지원(학교자치, 학생자치, 학부모자치, 지역자치) 

지역 대학·공공기관과 교육활동 연계 강화 

∙ 지역사회의 사람, 정보, 자원과 연결(네트워크)·발굴 확대

∙ 미래교육 프로그램 ‘대학생 멘토링, 미래역량 워크숍, 미래교실 구축 협력, 신·재생에너지교육’ 

운영(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교육 ‘전기에너지교실’ 운영(전력거래소·한국전력공사)

∙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생태교육 활성화 추진(한전KPS, 한국농수산유통공사)

∙ 진로교육 및 경제·금융교육 프로그램 운영(사학연금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 역량프로그램 운영(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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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점 3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학교 육성

51 작은학교 교육력 회복 지원

학교혁신팀, 교육협력팀

작은학교·원도심학교 교육 지원

∙ 작은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지원(초 8교, 중 8교)

∙ 원도심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지원(초 6교, 중 5교)

∙ 나주미래교육박람회(10월) 작은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운영

제한적공동학구제* 운영 

∙ 운영내용: 총 344명(초등: 272명, 중등: 72명) 이용 중(2022년)

∙ 적용방법

구분
원 소속 학교

갈 수 있는 학교
기준 대상학교

초

시·읍 학교

(12학급 이상)

나주초, 나주중앙초, 남평초,

빛가람초, 빛누리초, 라온초,

한아름초

세지초, 양산초, 왕곡초, 반남초,

공산초, 동강초, 다시초, 문평초,

노안초, 노안남초, 금천초, 산포초,

다도초, 봉황초

시 지역 학교

(25학급 이상)

빛가람초, 빛누리초,

라온초, 한아름초
나주북초, 영산포초, 영강초

중
시·읍 학교

(9학급 이상)

나주중, 나주금천중, 빛가람중, 

매성중, 남평중
나주시 면지역 중학교

∙ 지원내용

  - 통학 차량 노선, 배차 횟수 조정

  - 원거리 통학을 지원하는 에듀버스(택시) 운영 지원

* 제한적공동학구제

  시･읍지역 학교와 면지역 소규모학교를 공동학구로 설정하여, 시･읍지역 거주 학생이 거주지 변경(이사 불필요) 없이 

면지역･원도심 학교로 입학(전학)을 가능하도록 한 제도

52 나주교육 거버넌스 구축･운영

학교혁신팀, 교육협력팀

나주교육행정협의회 운영 내실화

∙ 교육 부문 상호 협력과 공동 참여를 통한 교육 협력 강화

∙ 지역사회와 교육 발전을 위한 공동 관심 사항 발굴

∙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를 통한 기초 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유도

∙ 민간부문의 교육투자 분위기 확산으로 교육 발전 방안 강구

∙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 운영으로 상시 협력네트워크 구축

민·관·산·학 통합 교육발전협의 체제 구축·운영

∙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 주관 「민·관·산·학 통합 거버넌스」 구축

∙ 나주교육의제 발굴 및 지역교육력 강화 방향 모색

∙ 지역사회 연계 교육인프라 발굴 및 구축

나주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

∙ 나주교육자치협력지구 통합지원단 구성·운영(10명)

∙ 나주교육공동체 민·관·산·학 협의회 구성·운영(30명)

∙ 나주교육자치협력지구 네트워크 구성·운영(권역별, 마을교육공동체, 학부모)

∙ 학교·지역연계 교육과정 운영·지원(7교)

∙ 교육공동체 역량강화 연수 지원(학교자치, 학생자치, 학부모자치, 지역자치) 

지역 대학·공공기관과 교육활동 연계 강화 

∙ 지역사회의 사람, 정보, 자원과 연결(네트워크)·발굴 확대

∙ 미래교육 프로그램 ‘대학생 멘토링, 미래역량 워크숍, 미래교실 구축 협력, 신·재생에너지교육’ 

운영(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교육 ‘전기에너지교실’ 운영(전력거래소·한국전력공사)

∙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생태교육 활성화 추진(한전KPS, 한국농수산유통공사)

∙ 진로교육 및 경제·금융교육 프로그램 운영(사학연금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 역량프로그램 운영(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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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점 4 목사고을 나주 역사·문화 자랑

53 나주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체육복지팀

나주 역사·문화교육 내실화

∙ 나주 역사·문화를 담은 학교 수업 강화

∙ 나주 역사·문화·자연환경 교육자료 발간·보급

  - 「우리 고장 나주 3」 초등학교 사회과 지역화 교재

  - 「비단고을 역사탐험대」 활동 자료

  - 「남도민주평화길」 활동 자료

목사고을 역사·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 2023. 나주 역사·문화체험학습 「비단고을 역사탐험대」 운영

  - 목적: 나주 역사·문화·자연환경 탐방을 통한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

  - 운영 기간: 2023. 4.~10.

  - 운영 대상: 초등학교 3~6학년

  - 프로그램: 권역형 3개, 주제형 2개

    ※ 권역형 프로그램(3~4학년): 읍성권, 다시·영산포권, 다도·남평권

주제형 프로그램(5~6학년): 마한, 항일

∙ 「남도민주평화길」 체험프로그램 운영

  - 운영 기간: 2023. 4.~10.

  - 운영 대상: 중학교 1학년 학생(작은학교 학교단위 운영)

  - 프로그램: 항일 독립운동, 5·18 민주화운동

지역사회 연계 역사·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 「나주향교」와 함께하는 인성·감성 히어로

∙ 「국립나주박물관」과 함께하는 마한 역사·문화여행

∙ 「나주문화원」 연계 찾아가는 향토사 교육

∙ 「나주문화재연구소」와 함께하는 문화유산 체험

∙ 「나주학생독립기념관」 연계 도전 골든벨을 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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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점
과
제

역점 4 목사고을 나주 역사·문화 자랑

53 나주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체육복지팀

나주 역사·문화교육 내실화

∙ 나주 역사·문화를 담은 학교 수업 강화

∙ 나주 역사·문화·자연환경 교육자료 발간·보급

  - 「우리 고장 나주 3」 초등학교 사회과 지역화 교재

  - 「비단고을 역사탐험대」 활동 자료

  - 「남도민주평화길」 활동 자료

목사고을 역사·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 2023. 나주 역사·문화체험학습 「비단고을 역사탐험대」 운영

  - 목적: 나주 역사·문화·자연환경 탐방을 통한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

  - 운영 기간: 2023. 4.~10.

  - 운영 대상: 초등학교 3~6학년

  - 프로그램: 권역형 3개, 주제형 2개

    ※ 권역형 프로그램(3~4학년): 읍성권, 다시·영산포권, 다도·남평권

주제형 프로그램(5~6학년): 마한, 항일

∙ 「남도민주평화길」 체험프로그램 운영

  - 운영 기간: 2023. 4.~10.

  - 운영 대상: 중학교 1학년 학생(작은학교 학교단위 운영)

  - 프로그램: 항일 독립운동, 5·18 민주화운동

지역사회 연계 역사·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 「나주향교」와 함께하는 인성·감성 히어로

∙ 「국립나주박물관」과 함께하는 마한 역사·문화여행

∙ 「나주문화원」 연계 찾아가는 향토사 교육

∙ 「나주문화재연구소」와 함께하는 문화유산 체험

∙ 「나주학생독립기념관」 연계 도전 골든벨을 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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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남평공공도서관

11 목표

    ∙ 수요자 중심의 지식 정보 서비스 강화

    ∙ 학생 및 학부모,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독서문화·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도서관 환경 개선을 통한 이용자 편의 증진

22 주요 사업

    ∙ 지식정보 인프라 확충

    ∙ 책으로 소통하는 독서문화 조성

    ∙ 지역사회 밀착형 평생교육 운영

    ∙ 신뢰와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구현 

33 현황 및 주요 운영 계획

    ∙ 주소: 나주시 남평읍 남평3로 14-13 ☎ 337-9436

    ∙ 대상: 나주 관내 학생 및 지역주민

    ∙ 직원 현황

  

합계
사서 교육행정 사무운영

6급 7급 8급 계 6급 8급 계 6급 계

6 1 3 0 4 0 1 1 1 1

    ∙ 주요 시설 현황

  

종류
어린이
자료실

종합
자료실

디지털
자료실

일반
열람실

문화
강좌실

세미나실
자유
토론실

문화
사랑방

다목적실

실수 1 1 1 1 1 1 1 1 1

면적(㎡) 99 192 66 48 64 36 32 32 86.48

    ∙ 주요 자료 현황

〈2023. 1. 1. 현재〉

  

구분 도서 비도서 웹자료 전자책 합계

수량(권) 80,517 5,424 13 233 86,187

    ∙ 주요 사업 운영 계획

주요사업 사업명 사업 내용 일정

지식 정보

인프라 확충

장서 확충 
신간도서, 특화자료, 비도서자료, 이용자 희망도서 바로- 

call 서비스 등을 통한 자료 확충
연중

연속간행물 

확충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한 신문, 잡지 등 연속간행물 지속적인 

확충
연중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책이음, 책바다, 책나래 서비스 운영 연중 

책으로 

소통하는

독서문화 조성

독서토론교실 방학 기간에 학생 대상 독서토론 프로그램 운영 1월·7월

도서관주간
체험형 독서 프로그램, 독서퀴즈, 과월호잡지 배부 등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
4월

독서의 달 독서이벤트, 원화전시, 공연 등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 9월

다독자 시상 도서관 우수 이용자, 책 읽는 가족을 선정하여 시상 9월

라이브러리 

스타트 사업

라이브러리 스타트 북 배부(유·초·중학생 단계별 권장도서 

목록), 독후 활동, 우수자 시상
연중

순회문고 
나주 관내 학교 및 기관과 연계하여 1회당 100권 이내 

도서 대출
연중

체험(진로)학습 

운영
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관 이용법 등 교육 연중

독서회 운영 학생, 성인 독서회 운영 연중 

지역사회

밀착형

평생교육 운영

독서관련 

프로그램 운영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 독서프로그램 등 운영 연중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격증, 교양, 취미, 문화예술, 건강 등 수요자 중심의 생애

주기별 프로그램 운영
연중

신뢰와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구현

환경 개선 방역, 소독, 시설물 관리 철저 등 연중

직원 교육 청렴교육, 친절교육 등 실시 분기

도서관 이용

만족도 조사  
도서관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11월

44 평가계획

평가 영역 평가 지표 목표

남평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관리 남평공공도서관 이용 만족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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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남평공공도서관

11 목표

    ∙ 수요자 중심의 지식 정보 서비스 강화

    ∙ 학생 및 학부모,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독서문화·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도서관 환경 개선을 통한 이용자 편의 증진

22 주요 사업

    ∙ 지식정보 인프라 확충

    ∙ 책으로 소통하는 독서문화 조성

    ∙ 지역사회 밀착형 평생교육 운영

    ∙ 신뢰와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구현 

33 현황 및 주요 운영 계획

    ∙ 주소: 나주시 남평읍 남평3로 14-13 ☎ 337-9436

    ∙ 대상: 나주 관내 학생 및 지역주민

    ∙ 직원 현황

  

합계
사서 교육행정 사무운영

6급 7급 8급 계 6급 8급 계 6급 계

6 1 3 0 4 0 1 1 1 1

    ∙ 주요 시설 현황

  

종류
어린이
자료실

종합
자료실

디지털
자료실

일반
열람실

문화
강좌실

세미나실
자유
토론실

문화
사랑방

다목적실

실수 1 1 1 1 1 1 1 1 1

면적(㎡) 99 192 66 48 64 36 32 32 86.48

    ∙ 주요 자료 현황

〈2023. 1. 1. 현재〉

  

구분 도서 비도서 웹자료 전자책 합계

수량(권) 80,517 5,424 13 233 86,187

    ∙ 주요 사업 운영 계획

주요사업 사업명 사업 내용 일정

지식 정보

인프라 확충

장서 확충 
신간도서, 특화자료, 비도서자료, 이용자 희망도서 바로- 

call 서비스 등을 통한 자료 확충
연중

연속간행물 

확충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한 신문, 잡지 등 연속간행물 지속적인 

확충
연중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책이음, 책바다, 책나래 서비스 운영 연중 

책으로 

소통하는

독서문화 조성

독서토론교실 방학 기간에 학생 대상 독서토론 프로그램 운영 1월·7월

도서관주간
체험형 독서 프로그램, 독서퀴즈, 과월호잡지 배부 등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
4월

독서의 달 독서이벤트, 원화전시, 공연 등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 9월

다독자 시상 도서관 우수 이용자, 책 읽는 가족을 선정하여 시상 9월

라이브러리 

스타트 사업

라이브러리 스타트 북 배부(유·초·중학생 단계별 권장도서 

목록), 독후 활동, 우수자 시상
연중

순회문고 
나주 관내 학교 및 기관과 연계하여 1회당 100권 이내 

도서 대출
연중

체험(진로)학습 

운영
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관 이용법 등 교육 연중

독서회 운영 학생, 성인 독서회 운영 연중 

지역사회

밀착형

평생교육 운영

독서관련 

프로그램 운영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 독서프로그램 등 운영 연중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격증, 교양, 취미, 문화예술, 건강 등 수요자 중심의 생애

주기별 프로그램 운영
연중

신뢰와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구현

환경 개선 방역, 소독, 시설물 관리 철저 등 연중

직원 교육 청렴교육, 친절교육 등 실시 분기

도서관 이용

만족도 조사  
도서관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11월

44 평가계획

평가 영역 평가 지표 목표

남평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관리 남평공공도서관 이용 만족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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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나주영재교육원

11 목표

    ∙ 영재교육원 시설, 여건 개선으로 영재교육 기관의 질 제고

    ∙ 다양한 영재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나주영재교육의 활성화

    ∙ 창의적인 문제해결력과 리더십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22 주요 사업

    ∙ 자연과학, 인문영재 교육과정 운영

    ∙ 다양한 현장체험학습 추진

    ∙ 영재교육 수혜 대상 학생 점진적 확대

33 현황 및 주요 운영 계획

    ∙ 주소: 나주시 북망문길 2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 나주영재교육원 ☎ 333-2024

    ∙ 직원 현황 

구분 전담교사 지도교사

총계
과목

과학
(초)

과학
(중)

수학
(중)

수학
(초)

과학심화
(초)

SW
(초)

SW
(중)

창작
비평

통합
논술

현원 1 2 1 2 1 1 1 1 1 11

    ∙ 주요 시설 현황

구분
교지(㎡) 건물(교실)

총면적 연건평 운동장 교실 멀티실 실험실 교무실

면적 2,366.00 2,321.52 44.48 5실 4실 4실 1실

    ∙ 학생 현황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개요

영역(명)
학생현황 운영일수 및 

연간 시간
운영방법 운영과목

학교급 학년 학생수

자연

(160)

학년제

심화과정

(64)

초등
5 16 총 52일

연간 208시간

주 2일(화, 목)

산출물집중학습(+16시간)

겨울집중학습(+12시간)

기본과정

(과학, 수학

SW), 

심화과정 융합과정

창의적체험활동

6 16

중등

1 16
총 58일

연간 232시간
주 2일(화, 목)

여름 산출물집중학습 

(+16시간)2 16
총 53일

연간 212시간

학기제

주제집중

(96)

초등

4 48

총 3일, 24시간 방학 중 3일
과학, 수학

SW
5 32

6 16

인문

(12)
중등 3 12

총 26일

연간 104시간
주 1일(화)

비평창작

통합논술

창의적체험활동

계 172

    ∙ 주요 사업 운영 계획

사업명 내용 일정

교육과정 운영

∙ 기본과정 및 심화·융합과정, 창의적체험활동 운영

∙ 프로젝트학습, 토의·토론학습, 실험·실습 중심 탐구학습
연중

∙ 학기제 주제집중 과정 7~8월

다양한

체험학습 운영

∙ 자연과학·인문 진로체험학습 및 다양한 체험학습  연중

∙ 인성 리더십 캠프 및 소프트웨어교육 캠프 7월, 8월, 11월

∙ 과학축전, 재능계발 성과나눔 축제 참가 9월

특별

프로그램

운영

∙ 진로체험학습 및 문화 체험 활동 8월

∙ 영재교육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한 찾아가(오)는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9월~11월

44 평가계획

평가 영역 평가 지표

영재교육 활성화

▸ 소외계층 영재교육대상 학생 수혜율

▸ 영재교육원 운영에 대한 학생, 학부모 만족도

▸ 이수율(이수학생/지원학생×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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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나주영재교육원

11 목표

    ∙ 영재교육원 시설, 여건 개선으로 영재교육 기관의 질 제고

    ∙ 다양한 영재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나주영재교육의 활성화

    ∙ 창의적인 문제해결력과 리더십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22 주요 사업

    ∙ 자연과학, 인문영재 교육과정 운영

    ∙ 다양한 현장체험학습 추진

    ∙ 영재교육 수혜 대상 학생 점진적 확대

33 현황 및 주요 운영 계획

    ∙ 주소: 나주시 북망문길 2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 나주영재교육원 ☎ 333-2024

    ∙ 직원 현황 

구분 전담교사 지도교사

총계
과목

과학
(초)

과학
(중)

수학
(중)

수학
(초)

과학심화
(초)

SW
(초)

SW
(중)

창작
비평

통합
논술

현원 1 2 1 2 1 1 1 1 1 11

    ∙ 주요 시설 현황

구분
교지(㎡) 건물(교실)

총면적 연건평 운동장 교실 멀티실 실험실 교무실

면적 2,366.00 2,321.52 44.48 5실 4실 4실 1실

    ∙ 학생 현황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개요

영역(명)
학생현황 운영일수 및 

연간 시간
운영방법 운영과목

학교급 학년 학생수

자연

(160)

학년제

심화과정

(64)

초등
5 16 총 52일

연간 208시간

주 2일(화, 목)

산출물집중학습(+16시간)

겨울집중학습(+12시간)

기본과정

(과학, 수학

SW), 

심화과정 융합과정

창의적체험활동

6 16

중등

1 16
총 58일

연간 232시간
주 2일(화, 목)

여름 산출물집중학습 

(+16시간)2 16
총 53일

연간 212시간

학기제

주제집중

(96)

초등

4 48

총 3일, 24시간 방학 중 3일
과학, 수학

SW
5 32

6 16

인문

(12)
중등 3 12

총 26일

연간 104시간
주 1일(화)

비평창작

통합논술

창의적체험활동

계 172

    ∙ 주요 사업 운영 계획

사업명 내용 일정

교육과정 운영

∙ 기본과정 및 심화·융합과정, 창의적체험활동 운영

∙ 프로젝트학습, 토의·토론학습, 실험·실습 중심 탐구학습
연중

∙ 학기제 주제집중 과정 7~8월

다양한

체험학습 운영

∙ 자연과학·인문 진로체험학습 및 다양한 체험학습  연중

∙ 인성 리더십 캠프 및 소프트웨어교육 캠프 7월, 8월, 11월

∙ 과학축전, 재능계발 성과나눔 축제 참가 9월

특별

프로그램

운영

∙ 진로체험학습 및 문화 체험 활동 8월

∙ 영재교육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한 찾아가(오)는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9월~11월

44 평가계획

평가 영역 평가 지표

영재교육 활성화

▸ 소외계층 영재교육대상 학생 수혜율

▸ 영재교육원 운영에 대한 학생, 학부모 만족도

▸ 이수율(이수학생/지원학생×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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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수교육지원센터

11 목표

    ∙ 지역 중심의 체계적인 특수교육 지원체제 구축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확대

    ∙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특수교육의 질 향상

22 주요 사업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 및 치료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위한 진단·평가 실시

    ∙ 장애학생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장애학생인권지원단 구성·운영

    ∙ 장애학생 진로 역량강화를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내방 프로그램 운영

    ∙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및 자립훈련 실시

    ∙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 행동중재 프로그램 지원으로 장애학생 문제행동중재 프로그램 실시

33 현황 및 주요 운영 계획

    ∙ 주소: 나주시 완사천길 15 ☎ 330-0116

    ∙ 대상: 교육대상자 및 통합·특수학급 교원, 학부모, 학생 등

    ∙ 직원 현황

구분 특수순회교사 운영강사 언어치료사 장애청년 일자리 계

인원 4 1 1 1 7

    ∙ 특수학급 현황(2023. 3. 1.)

학교급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계

학급 수 6 22 10 38

    ∙ 특수교육대상자 현황(2023. 1. 1. 기준)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합계

성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인원 수 15 8 23 64 35 99 23 15 38 102 58 160

    ∙ 주요 시설 현황

종류 교사협의실 자료실 언어치료실
실감형

콘텐츠실
가사실습실 직무실습실 샤워실 화장실

실수 1 1 1 1 1 1 1 2

면적(㎡) 42.50 15.50 20.40 34.00 40.80 34.80 17.40 34.00

    ∙ 특수교육관련서비스 현황(2022. 12. 기준)

특수교육 지원인력 교외방과후 영유아방과후 통학비 언어치료 보조공학기기

특수교육실무사 14명
사회복무요원    7명

118명 6교 110명 11명 3명

    ∙ 주요 사업 운영 계획

지원 방법 영역 프로그램명 내용 일정

선정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 진단평가팀 구성 운영
∙ 진단평가를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여부, 적절한 교육 배치

연중

순회 교육
학교
순회

순회교육 ∙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3~12월

치료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언어치료 지원 3~12월

센터 내 
교육

내방
교육

인권 및 
진로직업교육

∙ 학기 중 성·인권교육, 일상생활 및 진로·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학기별 
1회

「가족과 함께 꿈과 
열매를 맺는 
신나는 방학」

∙ 방학 중 특기 적성 계발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방학 중

연계 지원
기관
연계

통합교육지원단

∙ 특수교사 및 통합교사로 구성
∙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또는

현장지원 실시
∙ 통합교육 교수·학습 자료 지원

연중

인권지원단

∙ 교육지원청 및 지역사회 전문가로 구성
∙ 월 1회 이상 정기현장지원, 사안 발생 시 특별지원
∙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관리자, 교사, 학생, 학부모 연수 실시
∙ 전문 상담사를 통한 더봄학생 대상 ‘마음톡톡’상담

연중

직업전환중심 거점
진로직업교육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한 진로·직업 체험
∙ 전남특수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한 진로·직업교육
∙ 직업능력개발원과 연계하여 직업능력평가

연중

행동중재 
프로그램 운영

∙ 행동중재 지원단 운영을 통해 문제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중재 및 
보편적 지원 실시

∙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개인을 대상을 
개별지원 프로그램 운영

연중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 체험중심 교육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
∙ 유·초·중·고등학교 장애이해교육 지원

연중

서비스
지원

특수
교육
관련

통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및 학부모 대상 통학비 지원 연중

방과후활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교외방과후활동비 지원 연중

보조공학기기 지원 ∙ 시청각, 지체장애학생 대상 맞춤형 보조 공학기기 대여 연중

상담 및 가족 지원
∙ 부모교육,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연중

∙ 진로진학 설명회 연 1회

44 평가계획

평가 영역 평가 지표 목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관리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 만족도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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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수교육지원센터

11 목표

    ∙ 지역 중심의 체계적인 특수교육 지원체제 구축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확대

    ∙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특수교육의 질 향상

22 주요 사업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 및 치료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위한 진단·평가 실시

    ∙ 장애학생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장애학생인권지원단 구성·운영

    ∙ 장애학생 진로 역량강화를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내방 프로그램 운영

    ∙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및 자립훈련 실시

    ∙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 행동중재 프로그램 지원으로 장애학생 문제행동중재 프로그램 실시

33 현황 및 주요 운영 계획

    ∙ 주소: 나주시 완사천길 15 ☎ 330-0116

    ∙ 대상: 교육대상자 및 통합·특수학급 교원, 학부모, 학생 등

    ∙ 직원 현황

구분 특수순회교사 운영강사 언어치료사 장애청년 일자리 계

인원 4 1 1 1 7

    ∙ 특수학급 현황(2023. 3. 1.)

학교급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계

학급 수 6 22 10 38

    ∙ 특수교육대상자 현황(2023. 1. 1. 기준)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합계

성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인원 수 15 8 23 64 35 99 23 15 38 102 58 160

    ∙ 주요 시설 현황

종류 교사협의실 자료실 언어치료실
실감형

콘텐츠실
가사실습실 직무실습실 샤워실 화장실

실수 1 1 1 1 1 1 1 2

면적(㎡) 42.50 15.50 20.40 34.00 40.80 34.80 17.40 34.00

    ∙ 특수교육관련서비스 현황(2022. 12. 기준)

특수교육 지원인력 교외방과후 영유아방과후 통학비 언어치료 보조공학기기

특수교육실무사 14명
사회복무요원    7명

118명 6교 110명 11명 3명

    ∙ 주요 사업 운영 계획

지원 방법 영역 프로그램명 내용 일정

선정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 진단평가팀 구성 운영
∙ 진단평가를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여부, 적절한 교육 배치

연중

순회 교육
학교
순회

순회교육 ∙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3~12월

치료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언어치료 지원 3~12월

센터 내 
교육

내방
교육

인권 및 
진로직업교육

∙ 학기 중 성·인권교육, 일상생활 및 진로·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학기별 
1회

「가족과 함께 꿈과 
열매를 맺는 
신나는 방학」

∙ 방학 중 특기 적성 계발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방학 중

연계 지원
기관
연계

통합교육지원단

∙ 특수교사 및 통합교사로 구성
∙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또는

현장지원 실시
∙ 통합교육 교수·학습 자료 지원

연중

인권지원단

∙ 교육지원청 및 지역사회 전문가로 구성
∙ 월 1회 이상 정기현장지원, 사안 발생 시 특별지원
∙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관리자, 교사, 학생, 학부모 연수 실시
∙ 전문 상담사를 통한 더봄학생 대상 ‘마음톡톡’상담

연중

직업전환중심 거점
진로직업교육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한 진로·직업 체험
∙ 전남특수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한 진로·직업교육
∙ 직업능력개발원과 연계하여 직업능력평가

연중

행동중재 
프로그램 운영

∙ 행동중재 지원단 운영을 통해 문제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중재 및 
보편적 지원 실시

∙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개인을 대상을 
개별지원 프로그램 운영

연중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 체험중심 교육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
∙ 유·초·중·고등학교 장애이해교육 지원

연중

서비스
지원

특수
교육
관련

통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및 학부모 대상 통학비 지원 연중

방과후활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교외방과후활동비 지원 연중

보조공학기기 지원 ∙ 시청각, 지체장애학생 대상 맞춤형 보조 공학기기 대여 연중

상담 및 가족 지원
∙ 부모교육,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연중

∙ 진로진학 설명회 연 1회

44 평가계획

평가 영역 평가 지표 목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관리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 만족도 96%

93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



Ⅳ. Wee센터

11 목표

    ∙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 협력으로 학교 부적응 학생 지원

    ∙ 위기학생 조기발견, 전문적 진단-상담-치유 원스톱 제공

22 주요 사업

    ∙ 초·중·고 위기학생 학교순회 및 센터내방 상담·치유·기관 연계 지원

    ∙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치유 프로그램 운영

    ∙ 학교폭력 가해학생·보호자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학업중단 위기학생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학생 심층평가

    ∙ 관내 Wee클래스(30교) 운영 지원

    ∙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역량강화 연수 및 협의회 실시

33 현황 및 주요 운영 계획

    ∙ 주소: 나주시 북망문길 2 나주교육센터 1층 ☎ 337-7179

    ∙ 대상: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 직원 현황

구분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계

인원 4 2 1 1 8

    ∙ 주요 시설 현황

구분 사무실 개인상담실 놀이치료실 집단상담실 심리검사실 물품보관실 계

실수 1 1 1 1 1 1 6

    ∙ 주요 사업 운영 계획

구분 영역 사업명 내용 시기

센터
내

상담

내방
상담

개인상담
개인(학부모 포함) 희망신청하거나 학교가 의뢰한 학생에 
대한 개인상담 실시 

연중

집단상담
개인(학부모 포함) 희망신청하거나 학교가 의뢰한 학생에 
대한 집단상담 실시 

연중

전화상담 전화를 통한 학부모/교사자문/학생 상담 연중

사이버상담 사이버상담실을 활용한 온라인 상담 연중

구분 영역 사업명 내용 시기

센터

내

상담

내방

상담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치유

학교에서 의뢰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적 회복을

위한 상담·치유활동
연중

학교폭력

가해학생·보호자 특별교육
학교에서 의뢰한 학교폭력 가해학생·보호자 특별교육 연중

정서행동특성검사 

심층평가

학교에서 의뢰한 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학생의 심층평가
연중

학업중단숙려제
학교에서 의뢰한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전문상담을 통한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
연중

위기학생 집중상담 위기학생에 대한 집중상담 연중

특화

프로그램

벗(友)꽃 놀이터 신학기 교우관계 향상 프로그램 3월

위기학생 가정방문 위기학생 의류·생필품 지원 및 가정방문 상담 연중

학부모 교육 자녀 양육에 대한 학부모 교육 연 2회

방학

프로그램

마음을 위한 종합비타민 

(여름방학)
심리적 안정 및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7~8월

행복동행(겨울방학)
상담자와 내담자가 문화체험 활동을 통한

정서적 지지 및 추수상담 운영
12월

학교

순회

상담

상담
개인상담 학교방문을 통해 학교가 의뢰한 학생 개인상담 운영 연중

집단상담 학교방문을 통해 학교가 의뢰한 학생 집단상담 운영 연중

집중 

프로그램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치유
학교폭력 피해학생 심리적 회복을 위한 상담·치유 지원 연중

정서행동특성검사 

심층평가
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학생의 심층평가 연중

진단 심리검사 개별화 심리검사 학생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개별화된 심리검사 운영 연중

연계

지원

연계

지역사회 및 전문기관 연계 지역사회 내의 자원 및 기관 연계를 통한 학생 지원 연중

ADHD 치료비 지원 관련 병원 치료비 지원 연중

샘-품지원단/맘-품지원단 위기학생 1:1 멘토링 지원 연중

지원 쓰담쓰담 코로나 19 대응 심리방역 물품 지원 연 2회

연수 

지원

Wee

프로젝트 

운영

수퍼비전 및 협의회

상담 역량강화 및 학교상담 활성화를 위한

상담 사례 수퍼비전 
연 1회

전문상담인력의 상담 역량강화 연수 및

상담 네트워크 형성 협의회
연 1회

컨설팅 Wee클래스 운영 점검 및 컨설팅 연 1회

연수지원 Wee센터 전문인력의 전문성 향상 직무연수 지원 연 1회

44 평가계획

평가영역 평가지표 목표

Wee센터 운영 및 관리 Wee센터 운영 프로그램 만족도 80%

94 2023 | 나주교육 주요업무계획



Ⅳ. Wee센터

11 목표

    ∙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 협력으로 학교 부적응 학생 지원

    ∙ 위기학생 조기발견, 전문적 진단-상담-치유 원스톱 제공

22 주요 사업

    ∙ 초·중·고 위기학생 학교순회 및 센터내방 상담·치유·기관 연계 지원

    ∙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치유 프로그램 운영

    ∙ 학교폭력 가해학생·보호자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학업중단 위기학생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학생 심층평가

    ∙ 관내 Wee클래스(30교) 운영 지원

    ∙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역량강화 연수 및 협의회 실시

33 현황 및 주요 운영 계획

    ∙ 주소: 나주시 북망문길 2 나주교육센터 1층 ☎ 337-7179

    ∙ 대상: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 직원 현황

구분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계

인원 4 2 1 1 8

    ∙ 주요 시설 현황

구분 사무실 개인상담실 놀이치료실 집단상담실 심리검사실 물품보관실 계

실수 1 1 1 1 1 1 6

    ∙ 주요 사업 운영 계획

구분 영역 사업명 내용 시기

센터
내

상담

내방
상담

개인상담
개인(학부모 포함) 희망신청하거나 학교가 의뢰한 학생에 
대한 개인상담 실시 

연중

집단상담
개인(학부모 포함) 희망신청하거나 학교가 의뢰한 학생에 
대한 집단상담 실시 

연중

전화상담 전화를 통한 학부모/교사자문/학생 상담 연중

사이버상담 사이버상담실을 활용한 온라인 상담 연중

구분 영역 사업명 내용 시기

센터

내

상담

내방

상담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치유

학교에서 의뢰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적 회복을

위한 상담·치유활동
연중

학교폭력

가해학생·보호자 특별교육
학교에서 의뢰한 학교폭력 가해학생·보호자 특별교육 연중

정서행동특성검사 

심층평가

학교에서 의뢰한 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학생의 심층평가
연중

학업중단숙려제
학교에서 의뢰한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전문상담을 통한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
연중

위기학생 집중상담 위기학생에 대한 집중상담 연중

특화

프로그램

벗(友)꽃 놀이터 신학기 교우관계 향상 프로그램 3월

위기학생 가정방문 위기학생 의류·생필품 지원 및 가정방문 상담 연중

학부모 교육 자녀 양육에 대한 학부모 교육 연 2회

방학

프로그램

마음을 위한 종합비타민 

(여름방학)
심리적 안정 및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7~8월

행복동행(겨울방학)
상담자와 내담자가 문화체험 활동을 통한

정서적 지지 및 추수상담 운영
12월

학교

순회

상담

상담
개인상담 학교방문을 통해 학교가 의뢰한 학생 개인상담 운영 연중

집단상담 학교방문을 통해 학교가 의뢰한 학생 집단상담 운영 연중

집중 

프로그램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치유
학교폭력 피해학생 심리적 회복을 위한 상담·치유 지원 연중

정서행동특성검사 

심층평가
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학생의 심층평가 연중

진단 심리검사 개별화 심리검사 학생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개별화된 심리검사 운영 연중

연계

지원

연계

지역사회 및 전문기관 연계 지역사회 내의 자원 및 기관 연계를 통한 학생 지원 연중

ADHD 치료비 지원 관련 병원 치료비 지원 연중

샘-품지원단/맘-품지원단 위기학생 1:1 멘토링 지원 연중

지원 쓰담쓰담 코로나 19 대응 심리방역 물품 지원 연 2회

연수 

지원

Wee

프로젝트 

운영

수퍼비전 및 협의회

상담 역량강화 및 학교상담 활성화를 위한

상담 사례 수퍼비전 
연 1회

전문상담인력의 상담 역량강화 연수 및

상담 네트워크 형성 협의회
연 1회

컨설팅 Wee클래스 운영 점검 및 컨설팅 연 1회

연수지원 Wee센터 전문인력의 전문성 향상 직무연수 지원 연 1회

44 평가계획

평가영역 평가지표 목표

Wee센터 운영 및 관리 Wee센터 운영 프로그램 만족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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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나주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

11 목표

  ∙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AI·SW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 신장

  ∙ 연수 운영 및 교수·학습자료 지원으로 AI·SW교육 관련 교원의 전문성 신장

  ∙ 중부권역 거점센터 운영으로 학생의 접근성 및 단위학교의 연계성 강화

22 주요 사업

  ∙ 기본프로그램: SW교육 체험프로그램(찾아오는 프로그램, 찾아가는 프로그램)

  ∙ 특별프로그램: 여름방학 중 AI·SW창의·융합 체험캠프, 신나는 SW아카데미

∙ SW활성화프로그램: 가족과 함께하는 SW주말체험, AI·SW 교구대여, 교사·학부모 연수

33 센터 현황

  ∙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93(라온초등학교 본관 4층) ☎ 339-1850

  ∙ 직원 및 주요 시설 현황

  

구분 겸임교사 강사 계 구분 드론 & VR체험교실 FunFun 코딩교실 교구준비실 계

인원 1 1 2 실수 1.5 1.5 0.5 3.5

44 현황 및 주요 운영 계획

  

연번 프로그램명 내용 기간

1
기본

프로그램
SW교육 체험프로그램

∙ 찾아오는(가는)SW체험 프로그램
∙ SW 코딩미션수행 및 놀이체험활동
  - 자율주행차, 알버트AI코딩, 로보마스터 등

연중

2
특별

프로그램

방학 중 SW창의융합
체험캠프

∙ 방학 중 SW집중교육
  - 앱개발 기본심화과정, 레고스파이크 등

7월

신나는 SW
아카데미

∙ 주제별 SW교육 심화활동
  - EV3(로봇활용), AI·SW프로젝트 운영

연중

3
SW활성화 
프로그램

가족과 함께 SW주말체험
∙ 체험실 관람 및 놀이 중심 AI·SW교육
  - AI코딩로봇, 드론 미션 해결
∙ 가족별 예약 신청을 받아 운영

연중

AI·SW교구대여 ∙ 단위 학교에 로봇 및 AI·SW교구 대여 연중

역량강화연수
∙ 교육과정 중심 AI·SW 활용 연수
∙ 교사·학부모 개별 신청

학기별 

1회

55 평가계획

  

평가 영역 평가 지표 목표

나주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의 

효율적 운영 관리

나주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 운영 

프로그램 만족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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