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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 및 공무원 정원

2. 각종 현황

조직

학교

본청 3국, 2담당관, 1연구소, 15과

기준: 2022. 1. 1.

학교 수

구분

학급 수

학생 수

교원 수

1,020

15,802

341,579

26,713

259

380

1,964

38,651

3,273

297

6

304

6,922

153,017

9,337

136

35

171

3,016

74,939

5,755

4

63

75

142

3,453

72,279

7,486

일반고

1

42

46

89

2,196

48,123

4,719

특수목적고

3

7

4

14

314

6,263

704

특성화고

8

24

32

780

14,325

1,713

자율고

6

1

7

163

3,568

350

특수학교

8

7

15

359

1,887

672

각종학교

2

5

7

79

683

165

1

1

9

123

25

3

3

24

931

학교별

교육감
교육정책
연구소

합계

대변인

국립

공립

사립

계

5

627

388

121

유치원

부교육감
초등학교
중학교

감사관

고등학교

교육국

행정국

기획국

교육혁신과

총무과

정책기획과

유초등교육과

관리과

예산기획과

중등교육과

지원과

안전기획과

미래인재교육과

재정과

학교생활교육과

시설과

교원인사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추진단

직속기관

19기관(11개 공공도서관 포함)

교육지원청

공무원 정원·현원

8

1

5청

기준: 2022. 1. 1. 단위: 명

구분

계

정무직

교 원

교육전문직

일반직

정원

22,508

1

18,597

296

3,614

현원

20,990

1

17,419

296

3,274

과부족

△1,518

0

△1,178

0

△340

고등기술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

중학교과정

204
고등학교과정

6

6

107

3,602

※ 학교수(2022.3.1.) : [신설]유치원 15개원(단설 5, 병설 10), 초 1교, 중 1교 / [폐교(원)]유치원 21개원(공립 1, 사립 20), 초 1교, 중 2교
※ 학생수(2021.12.1.기준) : 나이스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자료
※ 교원수(2022.1.1.기준) : 기간제 및 휴직교사 포함

9

평생교육기관
기준: 2022. 1. 1.

평생교육시설

학

222개소

원

교 습 소

5,436개원

3,252개소

재정
| 총 재정규모 | 4조 8,753억 원
비율(%)
77.2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9,884

20.3

기타이전수입

56

0.1

471

1.0

전년도이월금

604

1.2

금융자산회수

97

0.2

1

0.0

48,753

100

자체수입

내부거래
(기금전입금)
합계

23,550

48.3

188

0.4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3,976

8.2

다. 교육복지지원

3,178

6.5

라. 보건/급식/체육활동

2,648

5.4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8,603

17.6

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4,957

10.2

2. 평생·직업교육

228

0.5

가. 평생교육

228

0.5

2,007

4.1

가. 교육행정일반

660

1.3

나. 기관운영관리

565

1.2

다. 재무활동

782

1.6

4. 예비비

151

0.3

5. 인건비

22,817

46.8

48,753

100

1. 유아및초중등교육
가. 인적자원운용

3. 교육일반

기타

비율(%)

합계

2022
부산교육방향

Ⅲ. 2022 역점과제

37,640

예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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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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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수입

세출(정책사업별)

예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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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022년 본예산, 단위: 억 원

세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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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교육비전 및 정책방향

| 총 재산규모 | 9조 7,422억 원
구분

국유재산

공유재산

2 2022 달라지는 교육정책

계

5,763

91,271

97,034

일반재산

0

388

388

5,763

91,659

97,422

Ⅴ.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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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022. 1. 1. 단위: 억 원

행정재산

합계

Ⅳ. 2022 추진과제

국·공유재산

11

미래를 함께 여는 부산교육

2022 역점과제

즐거운 학교, 행복한 학생
창의성과
감성을 키우는

미래교육

미래를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창의융합교육

생태·해양교육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디지털기술 기반의 창의융합교육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교육과정 연계, 지역 클러스터와 함께하는
생태•해양 교육으로 실천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삶을 디자인하는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진로진학교육

학교안전망

다양한 진로탐색과 개별 맞춤형 미래 설계를
지원하는 진로진학교육으로
모든 아이들의 꿈을 소중히 키워내겠습니다.

기초학력, 심리•정서, 체력회복,
학교 방역체계 강화로 모든 학생의
행복한 일상을 책임지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정책방향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소통과 협력의

참여교육

책임교육

학교자치
확대

교육복지
확충

미래교육

책임교육

참여교육

1. 학생성장 중심의 수업혁신

1. 출발선이 같은 교육

1. 소통과 공감의 학교문화 혁신

2. 핵심역량을 키우는 창의융합교육

2.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2.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생태계 확산

3. 존중과 배려의 인성교육

3. 더불어 성장하는 맞춤형 교육

3. 현장을 지원하는 청렴한 교육행정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융합교육

지속가능한
생태·해양교육

삶을
디자인하는
진로진학교육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학교안전망

부산교육은 언제나 ‘학생 중심’, ‘학교 지원’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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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2 0 2 2
달라지는
교육정책

공통사항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구축으로 가르침과 배움의 폭이 확 넓어집니다.
•전 교실 블렌디드러닝 시설 구축
•초·중·고 모든 학생에게 학습용 1인 1학습용 스마트 기기 제공

AI메타버스를 적극 도입하여 교실에서 본격적인 미래교육의 장을 펼칩니다.
•AI 기반 부산형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 개발
•AI 활용 초·중등 영어·수학 수업 본격 시행
•AI 기반 교육용 앱 보급 및 90개의 무료 콘텐츠를 제공하는 B-MOOC 운영
•AI 기반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통한 개별 학습 성취도 및 진도 실시간 파악

공연 및 전시 등 문화예술 체험 확대로
코로나로 메마른 아이들의 정서와 감수성을 되살립니다.
•모든 학생에게 1인 3만 원의 문화예술 활동비를 지원하는 ‘행복채움예술보따리’ 운영
•부산지역 문화예술 시설·단체 등의 정보를 안내하는 ‘부산예술나드리 앱’ 개발·운영

부산교육 체험의 장을 확장합니다.
•부산학생안전체험관 개관

•부산수학문화관 개관

•동부창의센터 개관

•글로벌외국어교육센터(동부) 개관

•(가칭)부산교육역사체험관 착공

•(가칭)부산예술학교 착공

•(가칭)북부권역미래교육센터 착공

신개축 유치원, 학교의 개교(원)로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교 내 밀집도를 완화하여 감염병 유행에도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축 : 명지가온유치원, 명지꿈자람유치원, 온샘초등학교, 오션중학교
•개축 : 해운대초등학교, 기장중학교

Ⅱ. 일반현황

수요자별
중학교
유치원
부산최대규모 ‘명지가온유치원’ 개원으로 유아교육의 새 지평을 열겠습니다.
공·사립 구분없이 유아가 마음껏 놀 수 있는 유치원 환경을 지원합니다.
•바깥놀이터 환경 개선 지원사업 사립유치원까지 확대 실시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확충 지원
•학부모안심유치원 운영 확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책임 있는 유치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컨설팅 및 실무중심 현장 지도 강화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을 통한 안정적 운영지원 및 학부모 부담경비 경감

AI수학 수업으로 조금 느려도, 자꾸 틀려도
개인 학습 속도에 맞추어 수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중학교 소그룹 AI수학 학습반 운영
•AI수학 학습프로그램 활용 대학생 튜터링으로 개별 학습지도
•AI를 활용한 ‘수학 수업’, ‘방과후 수업’, ‘학습이력관리’ 및 ‘수학 클리닉’

「부산의 환경과 미래」로 부산에 맞는 생태환경 교육을 실시합니다.
•지역 환경교과서 「부산의 환경과 미래」 개발·보급
•중학교 자율학년제 주제선택 과목, 환경 과목, 교과연계 환경 수업 교재로 활용

SW·AI 교육 체험의 장을 확 넓혔습니다.
•LG디스커버리랩과의 협약으로 중학교 SW·AI 체험교육 확대
•중학교 자유학년제 활용 다양한 SW·AI·메타버스 체험 기회 확대

고등학교
초등학교

온·오프라인 1:1 맞춤형 학습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학습컨설팅 영역: 학습법, 학습상담, 심리·저서, 진학·진로

모든 아이의 학습결손을 회복하고 기초학력을 탄탄하게 보장합니다.
•다깨침협력교사 운영, 기초학력전담교사 배치, 1수업 2교사제 운영

AI 활용 고교학생들의 대입 설계를 지원합니다.

•담임교사 학생 학습이력 책임 관리

•빅데이터 기반 2023 대입 수시·정시 상담 프로그램 운영
•누적된 수시모집 합격자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AI기반 진학 플랫폼 구축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로
맞벌이 학부모님의 근심을 덜어드립니다.

•대입지원관의 대입관점 학교컨설팅 ‘진학, PEN+와 함께’ 운영

•전 초등학교 돌봄교실 1실 이상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

특성화고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우리동네자람터 확대 운영(21곳)

•학과 내 세부전공 운영(36교), 학과 간 부전공 과정 운영(32교)
•영역단위 공간혁신사업과 연계한 학점제형 실습실(가변형, 융합형) 구축

초등 AI영어AI수학으로
개별 맞춤형 학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올 AI학교 수학’으로 수준별 문제풀이와 오답노트 제공
•초등 ‘AI 펭톡’ 활용 영어 말하기 학습 지원

직업계고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적극 지원합니다.
• 취업준비금과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 AI 기반 취업지원 분석 및 학생역량에 적합한 기업 매칭

교직원
부산방과후학교·돌봄지원센터 확대로 교직원의 업무가 확 줄어듭니다.
•방과후 학교의 자유수강권관리, 수강료 징수, 강사료 지급, 환불처리 등 학교 업무 센터로 이관

•교원에 대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최적의 환경 확보

학부모·시민
전 특수학교에 알레르기 대체식단을 제공하여
맞춤형 급식 시대를 엽니다.

Ⅲ. 2022 역점과제

다문화·탈북 학생들의 적응력 향상과 학습결손 해소를 적극 지원합니다.
모든 유치원에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집니다.

1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융합교육
2 지속가능한 생태·해양교육

Ⅳ. 2022 추진과제

초·중·고 수학여행비 지원! 모든 중학생의 교복 지원! 고교무상교육의 완성!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든 아이들의 무상급식 실시!
교육비 부담 없는 공교육을 완성합니다.

Ⅱ. 2022 부산교육방향

2022
역점과제

Ⅰ. 일반현황

「교원힐링센터(동부)」 이전 및 운영 확대로
교육활동 침해 및 교원 심리·정서 회복을 돕습니다.

Ⅲ

미래를 함께 여는 부산교육

Ⅱ. 일반현황

3 삶을 디자인하는 진로진학교육
Ⅴ. 부록

4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학교안전망

Ⅲ. 2022 역점과제

1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융합교육

1-1 부산미래교육 기반 조성

2

지속가능한
생태·해양교육

3

삶을 디자인하는
진로진학교육

4

역점 1-1-1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학교안전망

부산미래교육 2.0 실행 전략 수립
미래사회 변화 대응 및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부산미래교육 방향 설정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학생 중심의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개발
| 추진부서 | 교육정책연구소, 교육혁신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부산미래교육 2.0* 운영
부산미래교육 2.0 영역별 운영 계획
주요 내용

구분
교육
과정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융합교육
1-1 부산미래교육 기반 조성

교육
활동

수업

평가

학교문화

교육공간

1-2 블렌디드 러닝 수업 활성화

· 미래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

○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개별 맞춤 교육과정
○ 학교별 특색을 반영한 학교 교육과정

· 배움중심의 블렌디드 수업 확산

○ 학생 주도의 탐구 중심 수업
○ 지역과 함께 배움을 실천하는 문제해결 중심 수업

· 성장을 이끄는 과정중심평가 정착

○ 학생 개인별 맞춤형 성장 중심 평가
○ 개인별 피드백으로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중심평가

· 민주적 학교문화와 협력적 교육공동체

○ 교육공동체의 민주적 의사소통 문화
○ 수업과 평가 혁신을 주도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 교육과정과 함께하는 교육공간 혁신

○ 학교 구성원 참여를 통한 창의적 교육공간
○ 참여와 소통, 학습과 삶을 아우르는 유연한 교육공간

* 부산미래교육 1.0 : 부산미래학교 모델 개발 연구 및 부서별 미래교육 관련 정책 추진·기반 조성 시기(2017~2021)

1-3 메이커교육 활성화

부산미래교육 2.0 : 부산미래교육 1차 운영 시기(2022~)

부산미래교육 전담 체계 구축 및 공론화 추진

신규

· 부산미래교육 방향 탐색과 기획을 위한 추진
- 정책기획·개발·실행을 위한 부산미래교육 기획단, 실무추진단 운영
- 부산미래교육 정책 현장 적용도 제고를 위한 교육정책 자문단 운영

· 교육주체별 공론화를 통한 인식 공유 및 확산
- 부산미래교육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이해와 공감대 확산의 공론화 마당 운영
- 부산미래교육 포럼, 부산미래교육 선포식 운영

· 부산미래교육 현장 연계 연구
- 부산미래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학교 연구지원팀, 교원연구회 운영
- 부산미래교육 길잡이 발간, 연구학교 연구지원팀 및 교원연구회 활동 보고서 제작

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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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산미래교육 기반 조성

역점 1-1-2

디지털 기반 학습생태계 구축
1인 1스마트 기기 지원 및 콘텐츠 활용을 통한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디지털 기반 학습을 통한 학생의 학습 주도권 강화
| 추진부서 |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편성·운영

디지털 기반 학습을 위한 1인 1스마트 기기 지원

·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대비한 체제 구축

· 1인 1학습용 스마트 기기 지원

- 개정 교육과정 추진 협의체, 교육과정 전문가 자문단 운영(유·초·중등)
-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연구학교(초 2교), 자유학년제 탄력적 운영 연구학교(중 1교) 운영

· 2015 개정 교육과정 부분 개정 고시에 따른 교육과정 지침 개발
- 학교급별 교육과정 지침 개발 위원회 운영(유·초·중등·특수)
- 학교급별 교육과정 지침 개발·보급 및 교원 연수(1~4월)

신규

- 대상: 전체 초4~6, 중1~3, 고1~3, 특수학교 학생 및 교사
- 내용: Android OS, iPadOS, Chrome OS, Windows OS 등이 탑재된 스마트 기기 보급
※ 지원 플랫폼에 따른 학생용 스마트 기기 충전보관함 지원(6,351대)

· 학습용 스마트 기기 활용도 제고
- 플랫폼 기업(Google, Microsoft, Apple 등) 연계 교육 지원 체계 구축
- 교원의 자율적 연구 문화 정착을 위한 플랫폼별 교사 지원단 운영

· 학습용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블렌디드 수업 활성화

·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역량 제고

- 유관기관(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기업 등) 연계 상시 교육 지원 체계 구축
- 블렌디드 러닝 연구학교 운영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수업 지원

- 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지원자료 개발·보급
- 학생, 학부모 대상 교육과정 안내 연수 및 동영상 제작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지역 교육과정 개발

미래인재교육과, 미래교육원

· 교육정보인프라 관리 지원체제 구축
신규

· 지역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지역 교육과정 업무 기획, 추진을 위한 교육과정연구위원회 운영
- 시도교육감협의회 주관 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2기) 구성

· 교육주체의 교육과정 문해력 신장 지원 및 소통
-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지역교육과정 문해력 신장 교원 연수(관리자, 교사)
-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지역교육과정 포럼, 공청회

· 지역, 대학, 유관기관을 연계한 교육과정 지원체제 구축
- 다행복교육지구, 마을교육공동체,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및 유관기관, 대학 간 진로협의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
- 마을교육공동체 성장지원단 및 네트워크 활성화, 고교학점제 추진단, 진로진학지원단 운영

- 교육정보인프라 관리전담반 신설 운영
- (가칭)교육정보인프라 관리·지원 종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학습용 스마트 기기 원격 관리 프로그램 운영: MDM(Mobile Device Management)
- 학습용 스마트 기기 관리 표준 매뉴얼 개발·보급 및 관리 콜센터 운영

단위학교 콘텐츠 제작 및 활용도 제고
· 콘텐츠 저작도구 고도화 및 공유시스템 구축·운영
- 진단 및 분석이 가능한 부산형 콘텐츠 제작 도구 보급 확대(전 초·중·고)
- 부산에듀원 학습플랫폼 내 콘텐츠 검색 및 참여도 분석 기능 강화

· 디지털 콘텐츠 개발 지원
- 콘텐츠 개발 전담 TF 운영: 활용사례 발굴, 자문위원 활동
- 지원센터 운영: 콘텐츠 개발 모니터링, 게시판·수시상담 창구 운영
- 지원단 운영: 콘텐츠 개발 컨설팅 및 수시 모니터링(초·중·고 교원 20명)
- 연구·선도학교 컨설팅 및 수업 공개, 특별연구교사 연구대회를 통한 수업나눔 문화 정착
- 플랫폼 및 에듀테크 활용·AI교육 자료 등 4종 개발(부산미래교육원-대구창의융합교육원 MOU체결)

· 교육부 콘텐츠 제작 플랫폼 ‘잇다(ITDA)’* 시스템 활용 지원
- ‘잇다’ 시스템 사용 매뉴얼 제작·보급(연 1회) 및 활용 연수
- ‘잇다’ 시스템 활용 매뉴얼 제작, 연수 및 컨설팅 지원단 운영
- 부산형 콘텐츠 제작 도구와 ‘잇다’ 연계 운영
잇다(ITDA: ICT-based Teacher Development Assistance Platform)
교원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수업꾸러미 제작을 손쉽게 지원해주는 교원전용 플랫폼

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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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블렌디드 러닝 수업 활성화

역점 1-1-3

역점 1-2-1

인공지능ㆍ메타버스 기반 융합교육 확대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 지원 체계 강화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이해교육 강화

수업결손 방지를 위한 상시학습 가능 온ㆍ오프라인 교육환경 구축

메타버스 활용을 통한 창의융합교육 기반 마련

학생 참여 수업과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 추진부서 |

| 추진부서 |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미래인재교육과, 미래교육원, 창의융합교육원, 어린이창의교육관

빅데이터 이해교육 및 인공지능 맞춤형 콘텐츠 지원

블렌디드 교실 구축 지원

· 빅데이터 분석 도구 고도화 및 교육활동 강화

· 블렌디드 교실 구축 확대

- 텍스트 데이터 수집→정제→분석→시각화 서비스를 통한 빅데이터 이해 교육활동 추진
- 빅데이터 자료구조 검증 및 최적화를 통한 시각화 자료 활용·연수

· 학생활동 중심 SW·AI교육 지원

2020

2021

2022

233교 4,875학급

374교 9,882학급

532교 3,100학급

- AI교육용 앱 보급 및 B-MOOC* 운영 활성화
- AI교육 선도학교(52교)·중심고(3교) 및 SW·AI교육 학생동아리(30팀) 운영
- SW 중심대학 연계 자유학기 활동 교재 공동개발
- AI 기반 프로젝트 경진대회 개최

· SW·AI교육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 AI융합교육 전공 교원 양성(150명 내외)
- SW교육지원단(30명)·연구회(40팀) 및 부산SW교육지원센터 운영
- 부산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교사 전문성 신장 연수

미래인재교육과

(특별실 및 추가 증설학급)

· 블렌디드 교실 구축 지원
- 블렌디드 교실 구축 컨설팅 지원단 운영(교사 40명)
- 블렌디드 러닝 지원 시스템(www.classgo.kr)운영
- 블렌디드 교실 구축교 컨설팅(교당 10회 이상)

· 블렌디드 교실 활용교육 지원
- 블렌디드 교실 내 IT 기기 활용 상시 교육 시스템 구축
- 블렌디드 교실 구축교 상시 모니터링 및 학교별 환경 분석

메타버스 활용 교육 기반 조성

- 블렌디드 교실 장애 처리 및 유지보수 지원 체계 마련

· 메타버스 활용 교육 지원체제 구축 및 역량 강화 지원
- 부산형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 구축·운영 및 ABM시범학교* 운영(12교)
- 메타버스 교육자료 개발·보급(교사동아리 2팀)

· 메타버스 기반 교육 및 체험 활성화
- 부산수학문화관 및 어린이창의교육관 전시·체험 연계 온·오프라인 교육활동 기회 제공
- 메타버스 기반 교육 및 미래교육원 내 메타버스 체험 교육실 구축

블렌디드 러닝 교수·학습 모델 개발
· 블렌디드 러닝 연구학교 운영
- 교수·학습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학교 운영(초 3교, 중 1교, 고 1교)
- 학생 1인 1스마트 기기 및 블렌디드 교실 활용 교육과정 운영 모델 개발

·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운영
- 온·오프라인 연계 교수·학습 모델 개발 및 미래형 교과서 모델 개발(22교)

B-MOOC: 부산교육청, 온라인 공개수업(Massive Open Online Course)을 말함
부산형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
부산형 메타버스 교육 콘텐츠 이해·활용·창작 교육을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
부산형 메타버스 교육 콘텐츠 예시: 교과 및 지역화 콘텐츠, 해양·금융 산업 교육 등
ABM시범학교: AI(인공지능)+Bigdata(빅데이터)+Metaverse(메타버스) 융합교육 선도학교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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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블렌디드 러닝 수업 활성화

역점 1-2-2

학생 주도 배움 중심 수업 강화
블렌디드 교실 기반 학생 주도형 배움 중심 수업 강화
교사의 자발적 수업연구와 실천을 통한 교실수업 혁신
| 추진부서 |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협업 기반 교사 수업전문성 신장
· 자발적 수업연구와 실천 문화 조성

신규

- 학교 단위 수업나눔 지원 동행장학 내실화(연중, 전 유·초·중·고)
- ‘2022 도전! 수업-StartUp’* 운영(개인·팀, 초 100명)
- 교사 수업혁신연구회 운영(초 5팀, 중 1팀)

· 블렌디드 러닝 수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신규·저경력·중견교사 단계별 수업역량 강화 연수
- 교과별 수업 퍼실리테이터 양성(초·중·고)
- 대학 연계 전문가와 함께하는 교과-수업 콘퍼런스 개최(연 4회)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수업혁신
협업 기반 교사 수업전문성 신장
- 일상 속 자발적 수업연구와 실천
- 블렌디드 러닝 수업역량 강화
- 대학연계 전문가와 함께하는 교과-수업 콘퍼런스

배움이
삶이 되는
수업

학생 삶과 연계한 배움 중심 수업 실천
- 1학생 1주제 중심 프로젝트 학습

· 인공지능, 메타버스 활용 교실수업 확장

신규

- 시·공간 경계를 넘나드는 학습활동 확장

- 인공지능 기반 교육, 메타버스 활용 수업력 강화 연수

- 학생의 온전한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수업-평가
일관성 강화

- 인공지능-학생 간 협업, 놀이·체험수업 등의 메타버스 수업사례 개발·공유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수업혁신
- 인공지능, 메타버스 활용 교실수업 확장

- 교사·학생이 함께하는 수업콘텐츠·아이디어 공모(연 1회)

·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수업나눔 문화 확산
- 학습동기 강화 프로그램 ‘즐거운 학교, 재밌는 수업’* 운영

신규

-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수업나눔 문화 확산

- 함께하는 수업력UP 정책 설명회(연 2회)

- 지역자원활용 「즐거운 학교, 재밌는 수업」, 교육공감콘서트

-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하는 교육공감 콘서트 개최(연 1회)

학생 삶과 연계한 배움 중심 수업 실천
· 블렌디드 러닝 학생 주도 수업 활성화
- 1학생 1주제 프로젝트 학습 운영

BTS(Blended learning with Teaching Supporters)

- 온·오프라인으로 지속적 학습관리

블렌디드 러닝 수업 설계·운영을 위한 현장 맞춤형 전문지원단(교육지원청별 초·중 1팀)

- 학생역량 중심 수업전략 개발·보급

2022 도전! 수업-StartUp

· 배움 중심 학습활동 확장

신규

- 배움 중심 수업전략 지원단 BTS* 운영(초·중 5팀)
- 학생 주도 수업혁신연구학교 운영(초 5교)
- 학교 안팎, 지역 네트워크 활용 수업자료 개발·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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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칠판, 스마트 도구, 앱·플랫폼, 인공지능·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다양한 수업사례를 발굴하고, 우수 수업 공개 및
자료개발 등을 통해 현장 교사의 수업역량 향상을 돕는 공모사업
즐거운 학교, 재밌는 수업
놀이·체험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여 즐겁게 배우고 성장하려는 내적동기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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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메이커교육 활성화

역점 1-2-3

역점 1-3-1

학생 변화와 성장 중심 평가 혁신

학교 메이커교육 지원 체계 강화

블렌디드 러닝 활용 수업에 대한 교사의 평가 역량 강화

상상력·창의력을 키우는 학교 메이커교육 지원

블렌디드 러닝 활용 수업 혁신에 따른 수업 ·평가 활동 지원

메이커 콘텐츠 개발·보급을 통한 다양한 창작 경험 제공

| 추진부서 |

| 추진부서 |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미래교육원

초등 블렌디드 러닝 활용 과정중심평가 역량 강화

재미

· 학생의 주도적 학습과 배움이 일어나는 과정중심평가 운영

부산형
메이커교육

미래인재교육과, 창의융합교육원

나눔

- (온전한) 학생의 온전한 성장을 위한 수행평가, 서술형 평가 내실화

성장

- (따뜻한) 학생-학생, 교사-학생 간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피드백 강화
- (지속적) 온·오프라인 연계 지속적 학습관리로 성공적 학습에 이르도록 하는 평가

메이커교육 지원센터

학교 내 메이커스페이스

남부창의마루
동부창의센터
창의공작소

무한상상실
창의공작실

· 단위학교 학생평가 공정성·투명성·신뢰도 제고
- 동학년(교과) 협의회를 통한 교사별 평가계획 수립·운영
-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개정·정비 컨설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개정 및 연수

· 학생평가 역량 강화 지원

안전 및
역량강화
연수

메이커
아티스트
양성

- 평가내비게이터 중심 현장지원 자료 개발·보급
- 학생 주도 수업혁신연구학교의 평가-수업 연계 사례 공유(연 2회)
- 교과융합 프로젝트형 평가문항 개발·보급 및 활용 지원

중등 블렌디드 러닝 평가 역량 강화

신규

· 중등 블렌디드 러닝 수업·평가 연구학교 운영
- 중등 블렌디드 러닝 활용 수업모형 및 평가방안 연구(공·사립 각 2교)
- 교과: 국어,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영어

· 중등 블렌디드 러닝 수업·평가 활동 지원
- 블렌디드 러닝 수업·평가 지원자료 개발·보급(전 중·고, 교당 2부)
- 평가문항(선택형, 서·논술형, 과정형) 진단 및 제작 연수
- 통합적 사고력을 기르는 논술형 평가문항 및 채점기준 개발·보급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메이커
체험
프로그램

[부산 메이커교육 추진체계]

학교 내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 무한상상실 및 창의공작실 지원
- 무한상상실 운영비 지원(101교)
- 메이커문화 확산을 위한 메이커교육 운영비 지원(156교)
- STEAM & MAKE 교육 협의체 운영

· 메이커 스페이스 작업환경 안전 강화
- 업무담당자 워크숍을 통한 메이커 안전 연수(2회)
- 메이커 스페이스 안전관리 실태 점검 추진(2회)
- 무한상상실 안전 매뉴얼, 3D 프린터 가이드북 및 3D 프린팅 ‘10대 안전수칙’ 교육 강화

메이커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STEAM & MAKE 선도학교 운영
- STEAM & MAKE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선도학교 운영(18교)
- STEAM & MAKE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 적용 수업모델 개발·보급

· 메이커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 학교 교육과정 내 적용을 위한 메이커 교육연구회 운영(10팀)
- 교육과정 연계 교수학습자료 개발(3종), 메이커교육 지원센터 성과 자료집 개발·보급
- 다양한 메이커 활동, 기자재 활용,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 보급 및 교육 강화

무한상상실 및 창의공작실 현황

28

무한상상실: 초 142교, 중 90교, 고 105교(총 337교)
창의공작실: 신규 5교, 기구축 22교(총 27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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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점 1-3-2

1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융합교육

2

지속가능한
생태·해양교육

3

삶을 디자인하는
진로진학교육

4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학교안전망

학교 밖 체험형 메이커교육 확대
다양한 체험중심의 학교 밖 메이커교육 운영
교육공동체가 함께 즐기는 체험중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메이커 문화 확산
| 추진부서 | 미래인재교육과 , 창의융합교육원, 어린이창의교육관

학생 중심 체험형 메이커교육지원센터 운영
· 초등학교 교육과정 지원 「창의공작소」
- 학생 실습형 프로젝트 창의수업 및 학생 메이커 심화동아리 운영
- 일반시민 1-day 토요창의캠프 및 가족 1-day 창의캠프 운영
- 창의공작 수업 역량 강화 교원연수

· 문화예술과 메이커가 만나는 「남부창의마루」
- 메이커 프로그램(3D 프린터, 목공, 레고, 영상, 조리 등 12개) 운영
- 특별 프로그램(예술과 만나요, 명사특강, 물류로봇 등) 운영
- 고교학점제(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 인공지능수학, 사물인터넷, 공학일반 등

· 디지털 융합 「동부창의센터」
- 메이커 프로그램(메타버스, XR* 체험, 영상, 공예, 도예 등) 운영
- 특별 프로그램(메이커 특강, 페스티벌, 가족과 함께하는 메이커 등) 운영
- 대학과 연계한 메타버스, XR 체험실 운영

지속가능한
생태·해양교육

공동체가 함께하는 메이커교육 프로그램 운영

2-1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교육

· 나누고 공유하는 메이커교육 프로그램

2-2 해양수도 부산의 해양교육

- 도전정신과 자긍심 함양을 위한 「2022 창의융합 한마당」 운영
- 탐구하고 즐기는 학생 동아리 활동 발표 및 공유의 장 마련

2-3 친환경 미래 교육공간 조성

- 누구나 즐기는 부산 메이커교육 프로그램 운영

· 수준별 맞춤형 교육시스템 운영으로 메이커 아티스트* 양성
- 초급, 중급, 고급, 심화 및 장기 과정의 체계적 교육시스템 운영
- 학생, 교직원, 시민이 함께하는 메이커교육 프로그램 운영

XR(eXtended Reality, 확장 현실)
현실이 아닌 실제처럼 생각하고 보이게 하는 가상현실(VR)과 실제 현실에 3차원 가상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증강현실(AR)이 합쳐진 개념
메이커 아티스트
문화예술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인간성 중심의 창작물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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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교육

역점 2-1-1

2050 탄소중립 이행 교육기반 마련
교육과정 연계 탄소중립 생활 실천 교육 강화
· (중학교)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활용 생태환경 교육

지역 환경단체 및 유관기관 연계 지속가능발전 교육 운영

- 주제선택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 추진부서 |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미래인재교육과, 정책기획과, 창의융합교육원, 어린이창의교육관

- 교과 연계 및 선택교과 중심 생태환경 교육
- 창의적체험활동 연계 무학년제 진로 및 생태환경동아리 운영

· (고등학교) 생태환경 관련 과목 개설 권장
교육과정 연계
생태환경교육

탄소중립 실현
생활실천교육

지역사회 연계
생태전환교육

- [교양과목] 환경, [전문교과Ⅰ] 생태와 환경, [전문교과Ⅱ] 환경교과(군) 관련 교과목 개설(권장)
- 전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 교육 저변 확대

· 『부산의 환경과 미래』 교과서 보급 및 생태환경 교육자료 개발·보급
-『부산의 환경과 미래』 교과서 보급(중2)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교육으로 푸른 부산 만들자!
하나! 인식개선

둘! 실천

셋! 문화확산

- 기후위기의 이해 및 탄소중립 실천 교육자료 개발(2종)
- 환경교육 교수·학습 자료 개발(2종, 초3~4, 중)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생태환경교육

· 탄소중립실천 선포식

· 분리배출 실천

· 부산청소년환경위원회

·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 빈교실 전원 끄기

· 탄소중립실천 일기 쓰기

· 기후위기 대응 교육자료

· 급식 잔반 줄이기

· 부산 학생 생태환경 축전

- 협력체제: 부산환경교육발전협의회, 해양교육발전협의회 등

·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 탄소중립실천 교사단 운영

- 지역환경단체(기관) 연계사업: 시민불편운동(부산환경공단), 찾아가는 녹색소비학교(부산친환경생활센터),

· 월 1회 채식, 줍깅데이

· 교육과정 연계 연구시범학교

개발·보급
· 탄소중립실천 학생 자치 활동
· 학교텃밭, 명상숲 조성

· 탄소중립 청소년 챌린지 전개

< 2050 탄소중립 부산교육 실행 체제 >

교육과정 연계 생태환경 교육 기반 강화

· 유관기관 연계 생태환경교육

자원순환교육(자원순환시민센터), 찾아가는 학교 숲체험 교실(숲해설사 단체) 등
- (가칭) 부산학생생태환경 축전 개최

· 「(가칭)부산환경체험교육관」 조성 지원
- (부산시주관) 지역사회 환경교육 허브센터(구, 반여초 활용/2024 개관 예정)
- 교육과정 연계 환경체험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유치원) 체험 중심 생태환경 교육
- 유치원별 자율적 체험중심 숲ㆍ생태교육 운영
- 유치원 텃밭, 숲 가꾸기 등을 활용한 체험활동 운영
- 함께하는 생태환경교육 「아기 고래를 살려 주세요」 실천

· (초등학교) 실천 중심 생태환경 교육
- 교과 간 주제 연계를 통한 실천 중심 생태환경 교육 운영
- 창의적체험활동 및 전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생태환경교육 운영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1교 1특색 해양·생태환경교육 운영
- 수요자 맞춤형 숲愛꿈 프로그램 운영

<『부산의 환경과 미래』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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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해양수도 부산의 해양교육

역점 2-1-2

역점 2-2-1

기후위기 대응 생활실천교육 강화

해양클러스터 연계 해양교육 확대

기후위기·환경재난 극복을 위한 생태전환교육 추진

해양클러스터 연계를 통한 부산의 해양교육 강화

탄소중립 문화 확산 및 유관기관 연계 지속가능발전교육 운영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교육과정 연계 해양문화교육 확대

| 추진부서 | 교육혁신과, 미래인재교육과, 창의융합교육원

| 추진부서 |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미래인재교육과, 창의융합교육원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

해양클러스터* 연계 해양교육

·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천 교육

· 학교로 찾아가는 해양교육

- 탄소중립교실(중·고), 학생 토크 콘서트(중·고 1회), 여름방학 환경캠프(고) 운영

- 국내 최고의 해양 전문가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해양문화아카데미’ 운영(중·고 60교)

- 지구의 날 소등 행사 및 환경 관련 기념일 교육자료 개발·보급

- 「극지해양미래포럼」 연계 ‘극지·해양 해설사 파견 프로그램’ 운영(초·중·고 800회)

- 학생자치회 연계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 및 환경동아리 운영

· 부산청소년환경위원회 운영
- 탄소중립 실천 청소년 환경전문가 양성(중·고 30명)

· 부산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
- 해양클러스터 소속 기관 간 협력체제
- 해양문화교류 확대 및 해양체험학습 강화(연 2회)

- 청소년 환경정책 개발, 자율적 환경보전 및 캠페인 활동 등

·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 생태환경교육 전문성 신장 환경교육 직무연수(초·중·고)
- 학교 탄소중립 실천 교원 직무연수(초·중·고)

해양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해양 전문기관 연계 맞춤형 교육자료 개발·보급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국립해양박물관 등 전문기관 연계
- 학교·학생 맞춤형 교육자료 개발·보급(초·중·고 각 1종)

실천 중심의 「학리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내실화
· 학생 대상 실천중심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상시 프로그램: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저탄소 생활 등(공통 5종, 선택 17종)

· 부산 해양문화를 반영한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협약 기관(부경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연계
- 『해양문화와 기술』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전체 고)

- 특별 프로그램: 그린리더십 캠프, 어린이 건축학교, 태양광RC자동차 경주 등

· 교육공동체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교원연수, 시민 아카데미 등
- 자립적 먹거리 교실, 생태 텃밭 교실 등

해양문화교육 확대
· 교육과정 연계 해양문화교육 운영
- 자유학년제 해양문화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 진로선택과목 『해양문화와 기술』 등 과목 편성 컨설팅

지역 맞춤형 생태환경교육
· 다행복교육지구·마을교육공동체 연계 생태환경교육

- 창의적체험활동을 통한 해양문화교육 활동 및 체험 동아리 운영

· 해양문화교육 역량 강화

- 다행복교육지구별 지역 맞춤형 생태환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11개 지구)

- 해양클러스터 소속 해양전문기관 연계

- 마을교육공동체 주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생태전환교육 운영

- 국립해양박물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연계 교원 대상 해양교육 특강 운영

- 지역 생태환경 자원 활용 생태 탐방 및 보존 활동, 생태 텃밭 및 동아리 운영 등
해양클러스터
국립해양박물관, 국립수산과학관, 해양환경공단 등의 해양 전문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산 해양 관련 정보와
지식, 문화를 공유하는 협력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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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친환경 미래 교육공간 조성

역점 2-2-2

역점 2-3-1

해양스포츠 및 해양문화 체험 활성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단계별 추진

해양스포츠 체험을 통해 미래에 대한 꿈과 진취적 기상 함양

자연친화적ㆍ스마트 기반의 사용자 참여 중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해양문화 체험을 통해 해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 고취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이해력 제고 및 내실화
| 추진부서 | 학교생활교육과, 미래교육원, 창의융합교육원

| 추진부서 |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해양스포츠 체험 프로그램 운영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 해양스포츠클럽 운영

· 단계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추진

- 지역 해양스포츠 연계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자유학년제 연계 해양 관련 안전 및 진로교육 실시(연 2시간 이상)

· 함께하는 해양 생태환경 보호 활동

- [1단계 ’21~’25년] 경과년수 40년이상 노후시설 개축·리모델링 사업추진
- [2단계 ’26년 이후] 1단계에서 제외된 40년이상 노후시설(소규모학교 포함) 및 연차적으로 40년이 도래하는 노후시설에 대해
향후 교육부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 ‘줍깅’ 챌린지 프로그램 운영(전 초·중·고 희망자)
- 걷기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한 해양 생태환경 보호 활동(초·중 10팀)

· 해양스포츠 캠프 거점학교 운영
- 해양스포츠 캠프 및 체험 교실 운영(요트 1교, 조정 1교)
- 해양 관련 교육감배 스포츠클럽대회 운영(서핑, 조정, 드래곤보트 등)

신규

2021
●

2022
●

’21년

타당성/사전기획

’22년

타당성/사전기획

’23~’25년

2023
●

2024
●

설계

2026
●

2027
●

2028
●

공사(23교)

설계
타당성/사전기획

2025
●

공사(15교)
설계

공사(60교)

해양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 지역특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 부산 지역특화 해양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초·중·고 500명)

· 학교로 찾아가는 해양 진로교육 운영
- 학교로 찾아가는 해양 진로교육(중 10교, 고 10교)
- 해양로봇 분야 심화 진로체험 프로그램(40명)

구분

학교수(교)

건물수(동)

사업비(억원)

비고

2021

23

43

3,917

- 개축 6교, 리모델링 17교

2022

15

15

2,933

- 개축 1교, 리모델링 14교

2023~2025

60

106

8,798

- 개축 21교, 리모델링 39교

합계

98

174

15,648

- 개축 28교, 리모델링 70교

· 고교 심화 진로체험 프로그램 「꿈담기」* 운영
- 해양 분야 심화 직무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고 40명, 방학 중)
-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우수기업 추가 발굴

부산 해양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 학생 참여형 해양교육 운영
- 해양동아리 교실(중·고 150명)
- 해양 진로체험 캠프(고 1~2학년, 40명, 2기 운영)

· 해양과학 체험 전시관 운영
- 온라인 해양과학관, 해양수족관, 해양과학체험물 운영
- 해양문화 체험 교실 운영(초 3~4학년, 300명)
- 해양수산 반려생물과 함께 성장하기 프로젝트 운영(초 10명, 중 10명, 2기 운영)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이해력 제고

신규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사업설명회
- 학교관계자, 관련 공무원, 사전기획 용역업체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 구성원의 역할 이해 증진 및 사업추진 역량 강화

· 대상 학교 워크숍 지원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교직원, 학생, 학부모 참여 워크숍 개최
- 홍보 및 연수자료 제공, 우수 강사 지원

· 공간혁신 우수사례 현장 탐방 및 워크숍 개최
- 공간혁신 우수학교 현장 탐방
- 부산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이해 워크숍 개최

꿈담기
고등학생 대상 기업(금융, 교통, 4차 산업, 영상·영화, 해양 등)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심화 인턴십 진로체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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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친환경 미래 교육공간 조성

역점 2-3-2

친환경 생태 전환 학습환경 조성
학교생태숲과 자연학습장 조성을 통한 친환경 교육공간 조성
저탄소ㆍ제로에너지 교육기반 학습공간 조성
| 추진부서 | 미래인재교육과, 시설과,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내실화

친환경 생태교육 환경 조성

신규

· 대상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 운영

신규

· 사용자 중심의 다양한 생태교육 환경 조성

- 대상 학교별 현장 애로사항 중심의 컨설팅 실시

- 학교 내 정원, 연못 등을 조성하여 생태환경교육에 활용

- 사용자 참여 설계 사전 준비, 방향 설정 등 사업추진을 위한 상시 지원

- 휴식과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학교 조경 계획 수립

· 학교공간혁신사업 연계 ‘오프닝 데이’ 운영

· 학습과 휴식이 가능한 녹지공간 확보

- 2023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학교 교직원, 학생, 학부모 참여

- 학교 광장, 운동장과 정원을 연계한 입체적 휴게 공간 조성

- 학교공간혁신사업 우수학교 선정 사례공유를 통한 사전기획 단계의 도움 제공

- 학생의 정서함양 도모와 쉼터 제공을 위한 학교 명상숲 조성

· 학교 구성원의 능동적 사업 참여 유도

· 학교별 특성에 맞는 생태교육 환경 조성

- 사용자 참여 설계 학생 동아리 운영

- 학교숲 조성, 생태정원 활용사례 연수 및 생태환경 조성 우수학교 탐방

- 사용자 참여 설계 및 슬로건 공모전 개최

- 생태학습과 체험을 위한 학교 텃밭 운영(130교)
- 부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 연계 컨설팅단 운영

· 미래학교 전환 준비 지원
- 사용자 참여 공간기획을 위한 미래학교 전환준비금* 지원
- 다양한 자연생태환경 체험 및 동아리 활동 지원
- 미래학교 전환을 위한 교수학습활동과 학부모, 교직원 대상 연수 및 워크숍 개최

에너지사용량 유지관리시스템(BEMS)* 도입

신규

· 탄소저감 및 에너지교육 기반 마련
- 학교시설 에너지 사용·유지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교육 및 생태전환 에너지교육

· 쾌적한 스마트교실 구축
- 교실 냉난방 환경 개선: 온도, 습도 모니터링
- 쾌적한 교실 환경 조성: 공기질(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등) 모니터링
<거제초등학교 조감도>

<전포초등학교 조감도>

오프닝데이
학교공간혁신사업 우수학교를 선정·개방하여 사전기획 단계 학교 구성원의 역할과 추진사례 공유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전기획 방향 설정 및 성공도 제고를 위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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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탄소 제로에너지 기반의 학습공간 조성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융합교육

2

지속가능한
생태·해양교육

3

삶을 디자인하는
진로진학교육

4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학교안전망

신규

· 신·개축 학교의 에너지 소비 최소화
- 기밀성 단열재(벽체ㆍ지붕ㆍ바닥) 적용
- 고성능 외부창호(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적용
- 그린블라인드를 이용한 차양 설비 적용
- 에너지 고효율의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추진
-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BIPV), 태양광 가로등, 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설비 확대 적용

· 클린에너지학교 태양광발전설비 보급 및 이용 효율화 개선사업 추진
- 부산시와 업무협약하여 학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총 100교 설치, 5년간 5MW 발전 목표)

2018~2020

60교

(초 15교, 중 23교, 고 19교, 특 3교)

2022

2023

13교

27교(예정)

(초 8교, 중 5교)

- 기구축 클린에너지학교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탄소배출권 판매 사업 추진
·사업계획서 환경부 승인→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10년 간)→ 탄소배출권 검증ㆍ판매
- 신재생에너지설비 리파워링 사업* 추진 및 유지관리 방안 마련
·점검 및 유지관리 매뉴얼 제작·배포(165교)

삶을 디자인하는
진로진학교육
3-1 학생 발달단계별 진로 교육
3-2 학생 개별 맞춤형 진학 지원
3-3 직업계고 취업 및 창업 지원

미래학교 전환준비금
미래교육의 방향 설정, 사용자 참여 디자인 기획을 위한 컨설팅, 학교구성원 연수 및 워크숍, 미래학교 전환을 위한
수업활동 등의 교육활동비
에너지사용량 유지관리시스템(BEMS)
IT 기술을 활용하여 전기, 공조, 신·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 정보를 실시간 수집·분석하여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이고
학교내 환경 개선 및 에너지 교육에 기여하는 시스템
리파워링 사업
신재생에너지설비 점검 후 개선을 통해 발전량을 늘리고 안전을 강화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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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학생 발달단계별 진로 교육

역점 3-1-1

· 지역사회 연계 진로탐색 활동 다양화

교육과정 연계 통합진로교육 확대

- 마을교육공동체·지역 전문기관 연계 ‘찾아가는 자유학기 프로그램’ 운영(중 20교)
- 지역 대학 연계 ‘기초과학 분야 체험·탐구형 자유학기 프로그램’ 운영(중 10교)

학교급별 교육과정 연계 진로교육으로 체계적인 학생 성장 지원

진로설계를 위한 고교 진로디자인학기제 운영

자유학년제, 진로디자인학기제, 고교학점제를 통한 자기주도적 진로탐색
| 추진부서 |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미래인재교육과, 미래교육원

- 고교 진로디자인학기제(1학년 1학기) 운영(전 일반고)
- 고교 진로디자인학기제 운영 후 진로 성숙도 조사

중

진로인식

· 고교 진로디자인학기제 운영
- 단위학교별 선택형 교육과정, 진로활동·진로상담 영역 운영 계획 수립

초·중·고 연계 진로교육 내실 운영

초

신규

고

진로탐색

진로설계

· 고교 진로디자인학기제 운영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 교과, 창체 연계 진로교육

- 교과, 창체 연계 진로교육

- 고교 진로디자인학기제

- 진로전담교사 전문성 신장 연수(전 일반고)

- 현장 견학형, 강연,

- 자유학년제

- 대학 학과 관련 진로체험

-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 특성화고 취업 지원

- 진로지도 역량 신장을 위한 단위학교 자체 연수(전 일반고)

대화형 진로체험

- 창업체험교육

- 교과 및 창체 진로활동 수업 시 학생 진로설계 지도계획 수립 연수(전 교과 교사)

자기개발시기 진로탐색 지원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기반 조성

초·중·고 진로탐색활동 지원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직업계고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지원
-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 선도학교 운영(36교)

[학교급별 진로교육]

- 학과 내 코스형 교육과정(36교), 학과 간 부전공 교육과정(32교) 운영 지원
- 영역단위 공간혁신사업과 연계한 학점제형 실습실(가변형, 융합형실습실) 구축
- 다교과 지원 역량 강화 멘토링 연수(20명), 교원 연수(200명), 워크숍 개최(7회)

· 학교급별 연계 진로교육 운영 지원
- 초·중·고 교육과정 연계 진로교육 지원 자료 개발·보급(책자 및 영상 각 2종)
· ‘자유학년제 맛보기’(초6), ‘고교학점제 맛보기’(중3)
- 학교급간 교육과정 연계 ‘징검다리 프로그램’ 운영 지원(희망 중·고)

· 일반고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지원
- 고교학점제 연구(7교)·선도학교(126교) 및 교과중점학교(11교 12과정) 확대

신규

- 찾아가는 고교학점제 이해 연수·워크숍(연 30회), 진로설계 컨설턴트 지원(고 10교)

- 학기말 ‘자기개발시기 전환기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전 초·중·고)

- 소인수·심화과목(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환경) 강사 인력풀 확보 및 교사 연수

- 중학생을 위한 고교생활 안내 동영상 제작·보급 및 직업계고 인식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홍보

- 고교학점제 우수 사례집 및 과목 선택 안내 자료 제작·보급

· 다양한 공동교육과정 운영

진로인식 단계에 맞는 초등 교육과정 운영

- 학교 간 플러스 교육과정, 온라인 바로교실, 교육과정 협력대학, 서머·윈터스쿨 운영

· 학년군별 진로활동 실시(전 초등학교)

-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거점센터 및 회원학교 운영(고 10교)

- 자기이해활동(1~2학년군), 직업탐색활동(3~4학년군), 직업설계활동(5~6학년군)

- 에듀테크 기반 수업 운영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3종), 에듀테크 선도고교 운영(1교)

· 부산 특화 교육과정 운영

· 지역사회 연계 진로교육 활동

- 금융클러스터* 연계 전문가 코티칭 수업 운영(고 30교)

- 구(군) 진로교육지원센터 진로교육 프로그램 참여(전 초등학교)

- 금융 교육 교원 연수 프로그램 개발

진로탐색을 위한 중학교 자유학년제 운영
· 자유학년제 운영 지원
- 자유학년제 교육과정 운영 우수사례 보급 및 컨설팅(전 중학교)

금융클러스터

- 창의적체험활동 연계 무학년제 진로 동아리 운영 지원(전 중학교)

금융 관련 기관(한국거래소, 한국은행 부산본점,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 ‘자기관리역량 강화 자유학기 프로그램’ 활동자료 보급(전 중학교)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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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선도지구 학교를 대상으로 금융 관련 수업과 연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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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학생 발달단계별 진로 교육

역점 3-1-2

역점 3-1-3

수요자 맞춤형 진로 개발 역량 강화

지속 가능한 진로교육 거버넌스 구축ㆍ운영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교육으로 학생 진로 개발 역량 강화

마을-학교-지자체 간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지역맞춤형 체험 프로그램 제공으로 진로교육 지원

구(군)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속 개발·지원
| 추진부서 | 미래교육원

메타버스를 활용한 진로·직업체험 지원

신규

· 진로·직업체험교육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 추진부서 | 교육혁신과, 중등교육과, 미래교육원

다행복교육지구 민·관·학 진로 거버넌스 강화
· 다행복교육지구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 학생 진로 도움 책자 ‘청사진(청소년을 사로잡는 진로 디자인-2)’ 자료 활용

- 구·군별 진로교육지원센터와 연계·통합 운영

- 16개 구(군)진로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한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운영

- 마을교육공동체 공모단체, 씨앗(새싹)마을교육공동체 운영

· 메타버스 기반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 다행복교육지구-마을교육공동체 진로교육 협력 강화

- 학교 진로수업과 연계한 진로탐색ㆍ진로설계 지원

-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확대(65곳) 및 성장지원단 운영

- 학생 맞춤형 메타버스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 다행복교육지구별 거점마을교육공동체 중심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학생 진로개발 역량 강화
· 학생 진로체험 기반 조성
- 우수진로체험처 ‘부산학생꿈터’ 인증제 운영(400곳)
- 진로체험처 지원플랫폼 ‘꿈길’을 통한 학교급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부산진로진학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위한 진로상담실 운영(상담원 7명, 상시 진로검사 및 상담)
- 우수기업 연계 학생인턴십 체험 프로그램 ‘꿈담기’ 운영(14기관, 고 300명)

학교 진로교육 지원
· 교육과정 연계 진로교육 운영
- ‘거꾸로 보는 청사진(청소년을 사로잡는 진로 디자인)’ 자료개발 및 보급(전 중·고)
- 중학생을 위한 ‘미리 보는 고교생활’ 동영상 공모 및 탑재(고 60교)

· 교원 진로교육 역량 강화
- 초·중 담임교사 진로역량 강화 연수(15시간, 초 60명, 중 100명)
- 학교 유형별 맞춤형 진로코칭 연수(30시간, 90명)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든든해, 진(鎭)」 운영
· 지역 기반 학점제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
-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추가 선정․운영(총 2곳)
- 지역대학 및 유관기관 연계 지역 특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3종)
- 학부모 연수(3회),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 컨설턴트 지원(10교)

· 지역 유관기관 연계 자료개발 및 연수
- 『해양 문화와 기술』 교수․학습자료 및 학생용 워크북 보급(전 고교)
- 금융 클러스터 연계 전문가 코티칭 프로그램 운영(30교) 및 교원연수

· 지역대학 연계 소인수 및 희소과목 수업 지원
- 지역대학과 연계한 소인수․희소과목 강사 인력풀 확보 및 관리(고교학점제 지원센터 홈페이지 활용)
- 소인수․희소과목 및 융합과목 개설을 위한 지역대학 연계 교사 연수(5과목)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진로교육 협력체계 강화
· 지자체 연계 16개 「구(군)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 온·오프라인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체험처와 학교 간 매칭

지역 연계 진로개발 역량 강화

-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직업특강, 진로동아리, 진로체험처 발굴 및 관리

· 지역 특화 진로체험 운영

- 지역사회 진로체험처 제공 수준별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지원

- 해양, 영상·영화 분야 지역특화 진로체험 운영 기관 공모(2기관, 초·중·고 100교)
- 소외계층 학생 대상 해양 및 영화 진로교육(중·고 40교, 800명)

· 지역 창업교육 생태계 조성 지원
- 「지역창업체험센터」 공모 및 운영(2기관, 초·중·고 100교)

· 「부산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 학생, 학부모 대상 진로상담 실시(상시)
- 중·고 진로전담교사 역량 강화 연수
- 우수 진로체험 기업 발굴, 지역특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 제3회 부산청소년창업경진대회(초·중·고) 개최
44

45

Ⅲ. 2022 역점과제

3-2 학생 개별 맞춤형 진학 지원

역점 3-2-1

역점 3-2-2

꿈을 실현하는 학력 향상 프로젝트 추진

빅데이터 기반 대입 상담 서비스 고도화

교과별 학습 보충 및 학력 향상 지원을 통한 공교육 역할 제고

축적된 대입정보 제공을 통한 진학지도 내실화

맞춤형 학습 시스템 및 프로젝트를 통한 학생 학력 보장

모바일 상담시스템 구축으로 상시 진로진학 정보 제공

| 추진부서 |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미래인재교육과

| 추진부서 | 미래교육원

학생 맞춤형 수학교육 추진

빅데이터 기반 상담참고 프로그램 개발·보급

· 인공지능(AI) 활용 수학 학습 지원 프로그램 운영

· 2023대입 대비 수시·정시 상담참고 프로그램 개발

- 인공지능 활용 수학 학습 지원 프로그램 운영(전 초·중, 고 1~2)

- 부산 및 서울 주요대학 상담활용 자료 엑셀 프로그램 개발

- 교사, 학부모 대상 연수 및 홍보, 자료 제작·보급(초 304교)

- 부산 및 서울 주요대학 환산점 산출(부산 15개, 서울 15개 대학)

· 중등 단위학교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지원

- 고3 담임 및 담당자 대상 대입상담 프로그램 활용 연수

- 학생, 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수준별 확대학급(중·고 20교) 운영
- 수학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1수업 2교사제(중·고 20교) 운영

· 모바일 진로진학상담 밴드 ‘부산진학길마중’ 운영

의사소통 중심 영어학습 지원
· 인공지능(AI) 기반 영어학습 지원

모바일 진학상담 및 대입정보 제공

- 진로진학 관련 질의 실시간 답변(진학전문가 4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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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 AI 펭톡 활용 영어 말하기 학습 지원 및 활용 연수
- 중등 인공지능(AI) 기반 영어학습 프로그램 보급 및 프로젝트 운영

· 개별 학생 교과 영어학습 지원

- 대입 지원, 전형 안내, 희망 진로 연계 계열·전공 상담

· 챗봇 ‘부산진학이야기365’ 운영
- AI 활용 대입정보 간편 안내 서비스 제공
- 카카오톡 채팅 키워드에 따른 상담 사례, 유관기관 안내 등 대입정보 제공

- 영어 문해력 강화 ‘통통(통으로 외워 통(通)하는)’ 영어 단위학교 계획 및 운영(초 304교)
- BTB(Back To the Basic) 프로젝트-영어 보충·심화 활동 운영(국·공립초 298교)

· 영어 의사소통능력 강화 프로젝트 운영
- 다중언어교육 활성화 지원(7교) 및 영어독서리더학교 운영(초·중·고)
- 영어로 배우며 나누는 K-CULTURE 프로젝트 운영(중·고 40팀)

통합적 독서능력 향상
· 함께 읽고 함께 나누는 독서교육 지원
-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실시

대입전문가 1:1 대입상담교실 운영
· ‘찾아가는 대입상담교실’ 운영
- 일반고 2~3학년 대상 찾아가는 1:1 진학 대면상담(30교)
- 수시 및 정시모집 대비 개인별 지원 전략 안내 및 상담

· 수시모집 대비 ‘대입상담캠프’ 운영
- 종합적 대입 정보 제공 캠프 운영
- 1:1 대면상담관(40개 부스), 대학정보관(대학소개 및 대입정보 제공), 실시간 스트리밍관(대학 인터뷰 및 설명회 송출) 운영

- ‘부산 꿈샘과 함께하는 월화책여행’* 학습자료 제작·보급(50회)

· ‘읽기·말하기·쓰기’의 통합적 독서교육 강화
- 자유학기제 진로독서 자료개발(중 1종) 및 교육과정 연계 독서활동 매뉴얼 제작(중·고 각 1종)
- 온라인 활용 ‘따로(학생-학생)·같이(교사-학생)’ 북토크 운영(중·고 각 1회)

부산진로진학지원센터 상설 대입상담 운영
· (일과 중) 대입지원관과 함께하는 대입상담
-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가정 학생, 졸업생, 검정고시 수험생 및 학부모 대상 1:1 대면 대입상담
- 주 5일(월~금) 10:00∼15:30, 홈페이지 사전예약제

부산 꿈샘과 함께하는 월화책여행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옛날이야기와 동화를 들려주는 영상을 제작하여 매주 월, 화요일
저녁 시간(오후 7시) 부산시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하는 프로그램

46

· (일과 후) 대입전문가와 함께하는 「대입길마중」
- 학부모, 졸업생, 검정고시 수험생 등 대상 1:1 대면 대입상담
- 주 3일(월, 화, 목) 19:00~21:00, 홈페이지 사전예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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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점 3-2-3

역점 3-3-1

고교 맞춤형 대입지도 역량 강화

취업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고교 교원 진학 지도 전문성 향상

부산 취업지원시스템 『다잡고』 운영을 통한 취업 활성화

시기별 진학정보 제공으로 학생·학부모 대입 진학 역량 제고

빅데이터 기반 AI 취업지원시스템 구축·활용을 통한 취업 지원 강화
| 추진부서 | 미래교육원

고교 진학지도 전문성 신장

| 추진부서 | 미래인재교육과

『다잡고(多-JOB-GO)』* 취업지원시스템 운영

· 교원 대상 진학지도 역량 강화 연수

· 『다잡고(多-JOB-GO)』 취업지원시스템 운영 활성화

- 학생부종합 모의평가 시스템 활용 ‘진학, PEN 와 함께’ 연수(월 3회)

- 부산시·교육청 협력 취업지원센터(부산시청 1층 내) 역할 강화

- ‘진로진학디자인 아카데미’ 운영(연 2회)

- 부산 취업지원시스템 ‘다잡고(산학협력→취업지원→교육운영→근속지원)’ 활성화

+

- 학생부종합전형의 이해, 수시모집 대비 면접의 이해 연수 등 연중 운영

· 학교로 찾아가는 진학지도 운영
- 학교 요청에 따른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찾아가는 진학지도 컨설팅’ 운영(매월, 대입정보 취약지역 우선)

· 지자체·유관기관과 연계한 현장실습 및 취업 활성화
- 부산시 연계 직업계고 학생 대상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운영(30명)
- 유관기관 연계 지역산업체 채용 연계 맞춤형 훈련과정 운영(5개 과정, 100명)

- 대입지원관의 대입관점 학교컨설팅 ‘진학, PEN과 함께’ 운영(월 1회)

· 일반고 1교 1진학지도 전문가 양성
- 부산진학지원단 조직 및 운영: 진학지도 자료개발 상설 대입상담, 입학설명회, 진학지도 컨설팅 등 학교 지원

AI 취업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 빅데이터 기반 AI 취업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직업계고 취업 활성화를 위한 통합 AI 취업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온ㆍ오프라인 병행 진학정보 제공
· ‘대입공감 똑똑, 톡(talk)’ 운영

- 일자리정보(전국 3대 정보망 연동), AI 취업지원, 기업분석지원 연계 자료 제공

· 직업계고 취업지원을 위한 AI 취업지원시스템 서비스 제공

- 대입지원관의 학부모 중심 그룹 진학상담 및 대입 정보 안내(매주 수요일)

- 교육과정 연계 교육활동(교과, 비교과) AI 취업지원 분석 및 지원(5,000명)

-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대학별·시기별·전형별 입학설명회

- 직업 데이터 분석을 통한 좋은 기업 발굴(1,000개) 및 정보 제공

- 유튜브 채널 활용 실시간 스트리밍 및 다시보기 서비스 제공

- AI를 기반으로 학생역량에 적합한 기업 매칭

· 대입진학 자료집 제작·보급
- 면접후기 자료집, 합격자 분석 자료집, 시기별·전형별 지원전략 자료집, 모바일 상담 사례집 등 발간

졸업생 취업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취업지원(2교)

AI 활용 맞춤형 진학 지원

신규

· AI 활용 대입 면접 지원
- 누적된 면접후기 데이터베이스 활용 AI 기반 진학 플랫폼 구축
- 대학 및 학과 맞춤형 가상면접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AI 활용 맞춤형 대입 설계 지원

- 졸업생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시범학교 운영(2교)
- 졸업생 사회진출 지원 공간(취업정보, AI 및 VR면접, 상담, 교육 등) 조성

· 지자체 및 유관기관 연계 미취업 졸업생 취업지원
- 직업계고 미취업 졸업생 현황 관리 및 지역사회 연계 취업지원 방안 기반조성
- 지자체 및 유관기관 연계 미취업 졸업생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운영

- 누적된 수시모집 합격자 분석 데이터 활용 AI 기반 진학 플랫폼 구축
- 학생, 학부모 및 교사 맞춤형 대입 정보 제공
- 교과학습발달상황, 창의적체험활동 및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 등 맞춤형 진학 설계 지원
다잡고(多-JOB-GO)
좋은학생-좋은일자리-좋은부산 선순환을 위한 부산 직업계고 취업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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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점 3-3-2

역점 3-3-3

고졸 취업 및 창업 희망자 맞춤 지원 강화

지역사회 연계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

직업계고 학생의 안전과 권익이 보장된 현장실습 운영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을 통한 선취업 후학습 성장 경로 플랫폼 구축

학생 창업가정신 함양교육 활성화

선취업과 후학습을 통한 지역 고졸 인재 양성
| 추진부서 | 미래인재교육과, 미래교육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취업역량 강화
· 교육과정 연계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부산 직업계고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3단계)’ 개발 및 운영(36교)
· (1단계)취업마인드 함양→(2단계)선취업·후학습교육→(3단계)학생 맞춤 취업역량 강화
- ‘AI 취업지원시스템’ 연계 직업계고 학생 취업역량 강화 및 관리

· 학생 취업역량 강화 취업준비금 지급

| 추진부서 | 미래인재교육과

협약
공동운영

부산광역시
※ 16개 자치구군

· 일자리 사업의 연계

·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참여기업 발굴

· 학생선별 및 교육

· 참여기업 지원정책 연계

· 참여기업 발굴

· 직업계고 학생의 안정적인

· 거점대학 및 협업기관 선정
· 직업교육 혁신지구 조례지정

일자리 지원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센터

- 교육청-직업계고 연계 교과·비교과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사업 운영 및 거버넌스 구축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1인당 최대 50만원(1년)까지 취업준비금(바우처) 지원(5,000명)

학습 중심의 안전한 현장실습 운영
· 학생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한 현장실습 운영

선취업

후학습

교육지원

정부지원

참여기업

거점대학

협업기관

유관기관

· 현장실습 및 취업처 연계
· 현장실습 기업 및 학생 관리

· 정부지원 사업 연계

- 현장실습 전·중·후 산업안전전담관, 기업현장교사, 학교전담노무사 운영 및 지원

· 선취업
· 현장실습생 교육

· 후학습 교육프로그램 운영
· 협업기관 업무수행 지원

- 직업계고 학생 대상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교육, 금융교육, 안전교육 실시

· 핵심산업 발전

·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 운영
· 방학 중 교육프로그램 운영

· 지역산업 연계 현장실습 운영 내실화
- 교육청 주관 산학관협의회(연 1회), 유관기관협의회(연 2회) 운영 정례화
- 산학관 연계 현장실습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다잡고 지원단’* 운영

부산광역시
교육청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개요]

직업교육 혁신지구 협업체계 구축ㆍ운영
·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학생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
· 창업가 정신 함양 교육을 위한 교원역량 강화
-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위한 교사역량 강화 연수
- 직업계고 학생 창업동아리 운영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36교)

· 창업가 정신 함양 생태계 조성 및 역량 강화
- 부산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 지원단 운영(연 3회), 지역창업체험센터 운영(2개 기관)
- 부산청소년창업경진대회 개최(10월)

- 부산시·교육청 연계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센터 운영(부산시청 내)
- 전략 산업 분야(스마트제조, 글로벌관광, 금융경영정보서비스, 라이프케어)

·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속 운영을 위한 규정 제정 추진
- 「부산광역시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 조례」 제정 추진(시청-교육청 공동 추진)
- 지역 산업계에서 활용 가능한 직무능력(직업기초능력, 자격증 등) 인증 체제 구축

직업교육 혁신지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선취업·후학습 프로그램 운영 기반조성
- 거점학교 지정(4교), 학생선발(분야별 25명, 최종 100명)
- 핵심분야별 지역 내 우수기업 발굴 및 사업참여 추진(100개)

· 선취업·후학습 프로그램 운영
다잡고(多-JOB-GO) 지원단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4개 지원단
(현장실습 학교지원단, 현장실습 현장실사단, 선도기업인정협의체, 전담노무사지원단)

- 기업맞춤형 선취업·후학습 프로그램(4개 과정) 운영
- 지역대학과 연계한 선취업·후학습 지원모델 운영

· 직업교육 확산 및 인식제고 프로그램 운영
- 부산직업교육박람회 연계 시민 대상 직업교육 확산 및 인식제고 프로그램 운영
- 지자체 및 유관기관 정책담당자 설명회(20회), 중학교 찾아가는 직업계고 설명회(1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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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융합교육

4-1 학습력 회복

2

지속가능한
생태·해양교육

3

삶을 디자인하는
진로진학교육

4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학교안전망

역점 4-1-1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부산 기초학력 안전망 강화로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회복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위한 현장 밀착 지원 강화
| 추진부서 |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 학생 맞춤형 다깨침 프로젝트로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회복 |
학생 한 명 한 명의 손,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학교안전망

꼭! 잡고 갑니다!

학교 안

교실 안

지역연계

[다중지원 통합지원]

[다깨침 개별 맞춤지원]

[온오프라인 심층지원]

· 다중지원팀 구성
· 두드림학교 운영

· 다깨침 서포터, 썸머스쿨
· 아이세움 학습동행
· 최소 성취기준 다깨침

· 대학 및 의료기관 연계
기초학력지원센터심층지원

학습결손회복! 기초학력 보장
학생 맞춤형 다깨침 프로젝트

4-1 학습력 회복
4-2 심리·정서 회복

온·오프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진단-보정 지원

4-3 신체 건강 회복

· 기초학력보장법(’22.3.25.시행)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계획 수립

신규

- 기초학력보장법 관련 담당 교원 연수 및 안내, 리플릿 제작·보급

·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진단-보정 체계 확대 운영

단위학교 내 통합진단

교육청연계 심층진단

지역연계 전문진단

온·오프라인 및
CANDI 표준화 진단,
담임 관찰, 다중지원팀 등

지역기초학력지원센터와 대학 연계
학습부진요인(정서,행동,심리) 등
다요인

부산기초학력지원센터와
의료기관 연계
난독, ADHD, 경계선지능 등
복합·다요인

· 학습결손 회복을 위한 학교 내 통합 진단-보정 지원
- 부산기초학력지원시스템(CANDI) 활용 단계별 보정지도 및 향상도 검사 지원
- 개별 보정학습을 위한 온·오프 최소 성취기준 다깨침 학습자료 지원
- 배우고·이루는·스스로 캠프 온라인 자율학습 콘텐츠 활용 자율진단·보정 강화
- 학습결손 보정을 위한 담임교사의 학생 학습이력 책임 관리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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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학습력 회복

역점 4-1-2

맞춤형 학습을 통한 개별 학생 학습력 강화
학생 맞춤형 학습지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개인별 학습력 강화
온ㆍ오프라인 개별 보충학습 강화를 통한 학습력 회복 지원
| 추진부서 |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학생 맞춤형 다깨침 프로젝트*로 기초학력 보장

촘촘한 학생 개별 맞춤 지원

· (교실 안) 개별 맞춤지도로 학습결손 집중 지원

초등학교
•아이세움 학습동행 800학급
•다깨침 서포터 1, 2기 260학급
•다깨침 썸머·윈터 스쿨 850학급

중학교

고등학교

•AI활용 수학학습 프로그램 171교

•AI활용 수학학습 프로그램 142교

•AI활용 영어학습 프로그램 171교

•AI활용 영어학습 프로그램 142교

· (학교 안) 다중지원팀 구성·운영으로 학습·심리 통합 지원

· 「THE(Together Hope Education) 배움 프로젝트」*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교과) 담임교사가 추천, 희망 학생 대상 방과후와 주말, 방학 중 운영
- 소규모(3~5명), 중규모(6~10명) 학생 대상 학교별 실정에 따라 온·오프라인 운영

· 겨울방학 중 교육 결손 해소를 위한 「다깨침 윈터스쿨」 운영
- 기초 및 교과학습지원대상 학생, 경계선 학생, 학습동기 강화 필요 학생 대상
- 담임(교과)교사 활용 맞춤형 학습지도 및 학습동기 강화 프로그램 운영(초 360학급)

- 교육결손 회복 지원을 위한 다중지원팀 필수 구성·운영(전 초·중·고)
- 단위학교 여건에 적합한 두드림학교 운영 확대(초·중 270교)
- 공모사업 학교선택제 ‘기초다지고! 학력올리고!’ 운영(중 170교)
- 일반고 기초학력 향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고 95교)

· (지역 연계) 기초학력지원센터 기능 강화로 전방위적 심층 지원
- 다요인 학생 지원 「지역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5개소)
· 찾아가는 학습클리닉 실시(학습지도, 학습상담, 학습코칭 등)
- 난독, 경계선지능, 복합·다요인 학생 지원 「부산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1개소)
· 전문의료기관 연계 맞춤형 심층 지원(마음봄 심리정서 프로그램)
· 코칭단 인력풀 활용 온·오프 맞춤형 개별 지도 및 상담(희망키움코칭단, 학습코칭단)
- 지역 유관기관 및 다행복교육지구 연계 기초학력 보장 지원

기초학력 보장 현장 밀착 지원

탄탄한 교과보충 집중 지원
· 「학습도움닫기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결손 해소
- 교과학습력 제고 및 학습동기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맞춤형 보충지도(중․고 314교)
․ 기초학력 보장: 읽기, 쓰기, 셈하기 지도, 교과 학습부진학생 지도
․ 학력 신장: 교과 심화과정, 독서, 토의․토론, 예체능 특기 신장
․ 학습동기 강화: 진로진학, 자존감 향상, 온·오프라인 각종 체험활동 지원

· 일반고 자기주도 학습력 강화
- 자기주도적 학습력 강화를 위한 교내 프로그램 운영(고 104교)
․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EBS 교육방송 활용 프로그램 운영
- 온·오프라인 1:1 맞춤형 학습컨설팅 제공(고 95교)
․ 학습컨설팅 영역: 학습법, 학습상담, 심리․정서, 진로․진학

·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위한 현장 밀착 지원
- 정규교사 활용 다깨침 협력교사제 공모·운영(초 10교)
- 기초학력 보장 선도·시범학교 운영 확대(선도 초 10교, 시범 초 5교)
- 국어, 수학 최소 성취기준 온라인 학습 콘텐츠 개발·보급 확대(초 60강)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원역량 강화
- 초등학교 기초학력 보장 자율연수비 지원(교당 400천원~600천원)
- 복합·다요인 학생 유형별 지도를 위한 전문가 양성 연수 운영
- 기초학력 지도 온·오프 현장 실습형 연수 운영
THE(Together Hope Education) 배움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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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맞춤형 다깨침 프로젝트

학력회복, 정서ㆍ심리안정, 학습동기 강화를 위해 학생 수준 맞춤형으로 운영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갖추어야 할 기초학력을 익히고, 학습결손을 회복하기 위한 학생 맞춤형 개별지도 프로젝트

방과 후ㆍ방학 중 교과보충ㆍ심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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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심리·정서 회복

역점 4-1-3

역점 4-2-1

교육소외 계층 맞춤형 학습 지원

존중과 배려의 체험 중심 인성교육 강화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지원으로 학습 지속 지원

단위학교에 맞는 인성 교육 계획 수립 지원

다문화·탈북학생 적응력 향상을 통한 학습력 회복 지원

체험중심 인성 프로그램을 통한 존중 문화 확산
| 추진부서 | 교육혁신과, 중등교육과

| 추진부서 | 학교생활교육과, 학생교육원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인성교육

·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활성화

· ‘1학교 1인성 브랜드’ 연계 학교별 인성교육 실천

- 특수학교(급) 컨설팅(수업, 생활지도, 교육과정)

- 1학교 1인성 브랜드 연계 교육과정 계획 수립(전 유·초·중·고 ·특수)

- 의사소통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연구학교 운영(1교)

- 놀이·체험 중심 생활교육(유), 휴식과 놀이가 있는 학교(초), 언어문화 개선(중)

- 대학 연계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 자원봉사자 운영(30교)
- 장애유형별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
․ 진로·직업(본청), 장애 영·유아(서부), 지체장애(남부), 발달장애(북부), 시각장애(동래), 청각장애(해운대)

· 공동체가 함께하는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
- 교육공동체 의견수렴을 위한 인성교육 토의․토론회 개최(초 25명, 중 25명)
- 인성교육진흥협의회를 통한 계획 심의(12월)

·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1교) 및 직업교육 거점센터(1개) 운영
- 지역사회 중심 기관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부산지역 복지관 등 20개 기관)
- 특수학교(급) 고등학생(전공과) 대학생활 체험 지원 프로그램 운영(110여 명)

·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확대
-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유형별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학생 온・오프라인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100가족)

다문화·탈북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 다문화․탈북학생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 및 초기 적응 지원
- 한국어학급 운영: 학교형(17학급), 센터형(1학급), 위탁형(4학급), 방문형(상시)
- 한국어 교육과정(KSL)에 따른 온라인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 중도입국 학생 초기 적응 지원: 다문화 언어강사 및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 다문화․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운영

부산시민 존중 캠페인 전개
· 학생, 학부모 대상 인성교육자료 개발·보급
- 5대 존중 역량* 및 교육과정 연계 인성교육 애니메이션 개발(3편)
* 자기존중감, 생명존중, 공감·소통, 다양성, 협력
- 가정 내 인성교육자료 「존중 받는 아동, 행복한 가정」 교육영상 제작(3편)

·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부산시민 캠페인 전개
- 캠페인 광고 송출(3개월), 유튜브 홍보자료, 존중 카카오톡 이모티콘(16종) 개발·보급
- 부산시민의 생활 속 존중 사례를 선정하여 나누는 존중 어울림 한마당 개최

· 고운 말·좋은 글·행복한 맘 「말·글·맘」* 언어문화 개선
- 자치활동, 학생동아리, 학교 교육과정 연계 언어문화 개선(연중)
- 고운 말·좋은 글·행복한 맘 「말·글·맘」 공모전 개최
- 학교급별 언어문화 개선 교육자료개발·보급(전 초·중·고)
- 가정 내 대화법 교육자료 「대화가 있는 밥상」 개발·보급

- 학교 적응력, 심리․정서 상담,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위한 대학생․교사 멘토링 운영
- 진로․진학 역량 강화를 위한 『다꿈』 멘토링 운영

· 다문화․탈북학생 어울림 문화예술교육 지원
- 다문화․탈북학생 오케스트라, 국악단, 사물놀이 운영 지원, 어울림 축제 개최

보완대체의사소통(AAC: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말과 글을 보완・대체하는 사진, 점자, 음성 출력 도구, 시선 따위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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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심리·정서 회복

역점 4-2-2

소통과 공감의 회복적 생활교육 강화
관계 개선 중심의 소통과 공감 문화 확산
촘촘하고 세심한 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 정서·심리 회복
| 추진부서 | 학교생활교육과, 교원인사과

인성교육의 허브 「울림마루」 운영

회복적 생활교육 체계적 지원

· 언어순화와 놀이문화를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 관계 개선 중심의 회복적 생활교육

신규

- 초등 언어순화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8종)

-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을 통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초 304교)

- 놀이 프로그램 개발·보급(8종)

- 교원 대상 회복적 생활교육 역량 강화 연수(1,100명) 및 원클릭 홈페이지 운영

· 아동학대 예방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 단위학교 인성 체험 프로그램 개발·보급
- 초등학생을 위한 인성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연 4회)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 존중키트(인성교육 꾸러미+수업영상, 10종) 개발·보급(30교, 3,000명)

- 가정 내 대화법, 가족놀이, 훈육방법 등 부모 교육자료 안내 및 홍보

· 초등 인성 체험 프로그램 운영

학생 심리·정서 상담지원

- 초4 학생 대상 ‘존중탐험대’ 운영(60교, 6,000명)

신규

· Wee클래스 개인 및 집단 상담프로그램 운영

- 초등 ‘존중 동아리’ (4팀, 10기, 800명)

- 일상회복을 위한 외부상담전문가 연계 맞춤형 집단상담 운영 지원(초 20교, 중 20교, 고 20교)

· 인성교육 중심 존중문화 확산

- 위기학생 발생 학교 지원을 위한 학교전문상담지원단 운영

- 가족 대상 ‘존중 탐험가족’ 운영(10기, 640명)
- ‘소통하는 가족’ 매거진 발행(연 4회), ‘존중하는 가족’ 캠페인 운영(연 2회)

· 생명사랑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 학생자살예방위원회 운영 및 생명존중프로그램 운영(초 40교, 중 60교, 고 60교)
-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상담지원: 24시간 온라인 상담, 그물망 상담시스템 구축
- 교사 대상 학생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초) 및 VOD 제작(중·고)

· 학생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지원
- 자살위험군 학생 지원 전문가팀(정신건강전문의, 상담전문가) 운영
- 자살위험군 학생을 위한 학교 방문 상담 및 병(의)원 치료비 지원

· 학교생활 적응력 제고를 위한 치유 지원
- 학교부적응 학생 유형별(비행, 학교폭력 등) 치유 지원(초·중 40교)
- 치유 종료 후 가정, 학교의 지속적 변화 관찰 및 추수 관리

공감·소통·존중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 강화
<울림마루>

· 교원의 능동적 자기 관리 지원
- 교원 심리·정서의 능동적 자기 관리를 위한 온라인 심리검사 자가진단 운영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One-Step 지원단 및 위교원 전담지원단 운영

고운 말·좋은 글·행복한 맘 「말·글·맘」
고운 말과 좋은 글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활동을 통해 욕설이나 비속어로 흐린 맘이 ‘맑은 맘’으로 변화하여
삶 속에서 고운 말·좋은 글이 생활화되는 학생 주도적 언어문화 개선

58

·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 교원에 대한 심리·정서 회복 지원
- 교원힐링센터, 외부 전문의를 통한 개인 상담 연중 지원
-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심리치료비 지원
-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집단상담 지원(회복탄력성 상담, 저경력교사 의사소통 능력향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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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심리·정서 회복

역점 4-2-3

행복을 더하는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 문화소외지역 학생의 예술체험 기회 보장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예술교육 강화로 예술적 감수성 함양

- 지역 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예술꽃 씨앗학교 및 예술드림거점학교 운영(초·중·고 10교)

학생 예술체험 기회 제공을 통한 학생 심리·정서 회복

- 지역 예술자원 연계 영화교육 및 영화중점학교 운영(초 3교)
| 추진부서 |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 예술교육 관련 디지털 콘텐츠 지원

신규

- 꿈과 끼를 키우는 예술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부산예술나드리* 앱 개발
- 온라인 전시 등 예술교육 콘텐츠 발굴·제공(교육부, 미래교육원, 학생교육문화회관, 학생예술문화회관)

예술로 행복을 더하는 학교예술교육

-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우수영화 콘텐츠 제공
3

1

예술싹 키움

예술꽃 피움

2

교육과정 기반
학교예술교육 강화

학생 예술교육
경험 다양화

3

예술꿈 나눔

예술교육 지역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예술꿈 나눔

예술교육 지역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신규

· 지역 연계 학교예술교육 인프라 확대
- 예술교육 유관기관 협력 강화: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영화진흥위원회, 부산국립국악원, 부산시민회관 등
- 학교예술교육진흥위원회 등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지속가능 예술교육 협의체 구축
- 지역 연계 학교예술교육 우수사례 발굴·공유를 위한 학교예술교육지원단 운영
- (가칭)덕도예술마루 건립 추진을 통한 학생 문화예술체험공간 조성

1

예술싹 키움

교육과정 기반 학교예술교육 강화

· 체험과 실기 중심의 질 높은 예술수업 지원
- 학교 맞춤형 예술강사 협력수업 지원 확대(508교)

·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 운영
· 전시 체험, 학생예술단
· 예술축제, 교원직무연수

부산학생
예술
문화회관

부산교육청

- 예술 우수인력을 활용한 특강, 레슨 등 학교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학교예술교육 교원역량 강화
- 교원 예술교육 전문성 신장 직무연수 및 교사연구회 운영(초·중등 교원 10팀)
- 교수학습샘터 문화예술플랫폼 활용 예술교육 우수자료 공유

·문
 화예술진로융합형 체험프로그램
· 북카페, 전시실, 인문학 콘서트
· 동아리 지원, 문화예술 특강

놀이마루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추진
지역예술단체와 연계사업 추진

부산학생
교육
문화회관

· 예술체험학습, 전시, 예술축제
· 예술영재교육원, 청소년오케스트라
· 교원직무연수, 문화교실

·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
교육지원청 · 학교예술교육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 지역 특색 문화예술교육 운영

· 학생 맞춤형 예술동아리 운영
- 학생 수요를 반영한 예술동아리 운영(전 초·중·고·특수)

지역사회
예술
유관기관

- 학생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 미술, 밴드, 자율동아리 운영(200교)
- 1인 1악기 연주(인증제) 활성화 및 악기연주 발표 기회 확대(전 초·중·고)
2

예술꽃 피움

학생 예술교육 경험 다양화

·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예술체험 활성화

· 부산시, 구청, 문화회관 등 지자체
· 영화진흥위원회, 부산국립국악원 등
· 지역예술전문가, 예술단체 등

[예술교육 지역협력 네트워크]

신규

- 예술체험 확대를 위한 행복채움예술보따리* 운영(전 초·중·고·특수 1인 30,000원)
- 등굣길 음악회, 온라인 버스킹, 틈새 콘서트 등 예술체험의 생활화

· 감성을 키우는 예술 표현·감상 기회 확대
-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플러스’ 확대 운영(유·초·중·고·특수 700회)
- 부산학생비엔날레 개최 등 예술발표의 장 마련

·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 향유 예술체험 활성화
- 지역 예술활동 및 축제 참여로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부산청소년예술제, 중·고등학생 대상
국제광고제 등
- 학교 밖 자원의 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학생 정서 회복·성장 지원

· 예술적 감수성 함양을 위한 일상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
- 온·오프라인 예술활동을 위한 학교공간혁신 예술공감터 및 온라인예술공감터 운영
- 예술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로 찾아가는 갤러리 사업 운영(70교, 2,000점)
- 학생교육문화회관, 학생예술문화회관(놀이마루, 영도놀이마루) 문예체 체험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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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채움예술보따리 공연·전시 관람 등 예술체험을 통하여 학생들의 행복을 더하는 학교예술교육지원사업
부산예술나드리 부산 지역의 예술 단체, 체험, 전시, 공연장 등 예술교육자원 정보 지원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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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신체 건강 회복

역점 4-3-1

역점 4-3-2

학교폭력 예방시스템 강화

학교체육·학교급식 운영 내실화

학교폭력 예방시스템 구축으로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실현

맞춤형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체력회복 및 건강 증진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통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학교체육 활성화와 안전한 학교급식을 통한 신체 건강 회복
| 추진부서 | 학교생활교육과

일 상적인 예방활동 강화
· 학년별·교과별·유형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전 초·중·고), 교육자료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 학교폭력 조기감지 및 학생 중심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푸른꿈교실 운영
- 업무담당자 수업지원을 통한 부적응학생 지원 강화(중·특성화고 203교, 34주)

기 본에 충실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안처리 지원
· 학교폭력 사안처리 현장지원단 운영
- 단위학교 사안처리 현장 지원 및 컨설팅 지원단 상시 운영(15팀, 90명)

· 학교폭력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량 제고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및 온라인 원격연수 자료 제작·보급(전 초·중·고·특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량 강화 연수 및 워크숍 개최(연 2회)

예 방하고 존중하는 학교폭력 Zero문화 조성
· 학교 내 학교폭력 예방문화 조성
- 사이버폭력 예방(6~7월) 및 언어폭력 예방 주간(9~10월) 운영

| 추진부서 | 학교생활교육과

학생 체력회복 지원
· 7560+ 운동* 활성화
- 틈새시간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건강달리기, 걷기, 줄넘기, 스포츠스태킹 등
- 학교스포츠클럽 참여율 제고: 1학생 연간 17시간 이상

· 체력ㆍ건강 UP+ 캠페인 전개
- 건강체력교실 운영(초·중·고 30교)
- 저체력·비만학생(PAPS 4~5등급)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우수사례 일반화
- 여학생 건강체력 UP+(10교):여학교 5종목 이상, 남녀공학 학교 2종목 이상
- 1학생 1스포츠활동 프로그램 운영(20교): 걷기, 요가, 줄넘기, 필라테스 등

식품알레르기 대체식단 확대 지원
· 식품알레르기 대체식단 학교 운영
- 식품알레르기 대체식단 확대·운영(35교) 및 지원단 구성·운영(10회)
- 식품알레르기 시범학교 교육과정 컨설팅 및 교육(지원)청 지도·점검(총2회)

· 식품알레르기 대응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 전문가 초청 영양사·교사, 조리사(원) 역량 강화 연수(2회)
- 전문기관 연계 학부모 대체식단 조리교실 운영(2회)
- 식품알레르기 대체식단 업무매뉴얼 제작·보급(3월)

-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사이버폭력예방 온라인 캠페인 추진(6월)

· 지역사회 연계 학교폭력 예방문화 조성
- 교육청․부산시 협력 부산형 ‘학교폭력 Zero!’ 시범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초 2교)

학교급식 우수레시피 지원
· 학교급식 우수레시피 제작․보급
- 학교급별 학교급식레시피북 제작․보급(12월)

보 호하고 치유하는 갈등·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회복탄력성 향상 지원
- 갈등·분쟁·화해조정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운영(2개 기관)
- 피해학생·학부모 전담기관 운영(5개 Wee센터 및 2기관 위탁운영)

- 실시간 검색 가능한 부산시교육청 ‘학교급식클라쓰’ 유튜브 운영(10회)

· 학교급식 조리컨설팅 운영 및 자발적 연구 활동 지원
- 영양․조리 전문 자문단(2인 1조, 4개팀) 구성․운영(16교, 32회)
- 초등 학교밥상연구회, 중등 학교급식레시피연구회 운영(8회)
- 학교급식 우수레시피 개발․조리실습 연수(4회)

· 관계회복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 교원 관계회복 역량 강화 직무연수 개설(2,000명 이상)

7560+ 운동
일주일(7)에 5일 이상 하루 60분 이상(60+) 운동하기
학교 무상급식 완성
(2015년) 초등학교→(2017년) 중학교→(2020년) 고등학교→(2022년) 유치원(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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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점 4-3-3

재난·재해 및 감염병 대응 강화
재난·재해 및 감염병에 대한 학교 위기대응 역량 강화
신종감염병 대응 방역체계 강화를 통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 추진부서 | 학교생활교육과 , 안전기획과

재난 대비·대응 체계 강화
· 재난 ‘위기 단계’ 별 적극 대응 및 지원
- 재난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대비·대응으로 학교(기관)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미래를 함께 여는 부산교육

Ⅲ. 2022 역점과제

Ⅳ

- 신속한 상황관리, 상황판단 회의, 재난정보 수집, 모니터링 강화
- 재난 상황 전파시스템(긴급재난문자시스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한 선제적 재난 대응

· 체험 중심 안전교육 강화
- 부산지역 안전체험 교육시설 「부산학생안전체험관」 개관
-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역사회 안전교육 거점센터 「교실형 안전체험관」 운영(와석초, 부암초, 옥천초, 부산마케팅고)

· 감염병 위기대응 모의훈련 실시
- ‘감염병 위기대응 모의훈련 모더레이터’* 양성 교육 실시(학교·교육지원청 20명)

Ⅱ. 2022 부산교육방향

- 교육지원청별 소그룹 모의훈련 실시 및 감염병 대응 전문가 연수

Ⅰ. 일반현황

감염병 대응 학교역량 강화

2022
추진과제

· 감염병 대책 자문위원회 운영
- 교육청, 방역당국, 학교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 협력체계 구축
- 감염병 발생 동향 공유 및 위기상황 대응 자문위원회 운영(2회)

· 감염병 예방 교육자료 개발·보급
- 학교 내 빈발 감염병에 대한 교육자료(카드뉴스, 포스터) 제작․배부(전 학교)
Ⅲ. 2022 역점과제

- 감염병 위기대응 모의훈련 사례집 제작·배부(전 학교)

신종감염병 대응 방역체계 강화
· 학교 내 방역시스템 강화
-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 학교 방역관리계획 수립
- 등교 전 자가진단 및 비상연락체계 정비

Ⅳ. 2022 추진과제

· 학교 방역(물품·인력·소독) 강화 지원
- 학교 방역물품 권장기준 이상 확보 및 방역인력 지원(시니어클럽, 초단시간근로자, 자원봉사자)
- 정기 방역소독(5회), 일상 소독(1회 이상), 감염병 확진자 발생 시 전문업체 소독

감염병 위기대응 모의훈련 모더레이터

1 창의성과 감성을 키우는 미래교육
2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책임교육

감염병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며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이끌어 내도록 조정하는 중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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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부록

3 소통과 협력의 참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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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주요업무계획

미래를 함께 여는
부산교육

2 0 2 2

추 진 과 제

창의성과 감성을 키우는
미래교육

1-1

창의성과
감성을 키우는
미래교육

학생 성장 중심의
수업혁신
1-1-1 놀이와 배움이 어우러지는 유치원 교육과정
1-1-2 다양성을 존중하는 초등 교육과정
1-1-3 미래핵심역량을 지원하는 중등 교육과정
1-1-4 꿈과 가치를 찾아가는 부산 자유학년제
1-1-5 진로 맞춤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고교학점제
1-1-6 자율적 학교 성장을 지원하는 동행장학
1-1-7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교원역량 강화

1. 학생 성장 중심의 수업혁신
2. 핵심역량을 키우는 창의융합교육
3.존중과 배려의 인성교육

Ⅳ. 2022 추진과제

추진부서
유초등교육과
유아교육진흥원

1-1-1

놀이와 배움이 어우러지는
유치원 교육과정
· 함께 만들어가는 자율적·창의적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 놀이가 배움으로 이어지는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역량 강화

내실 있는 자율적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원의 교육과정 운영 역량 강화

· 협력과 참여 중심의 미래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 미래형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돕는 교원연수 운영

-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유치원별 특색있는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편성

- 2022 단위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지원 연수 운영(1월)

- 누리과정 5개 영역 통합적 운영 및 충분한 놀이시간 확보

- 유아교육정책 공유를 위한 2022 부산유아교육 책자 배부(392개원)

· 유치원 ‘놀이(가) 밥(이 되는) 교육과정’* 운영 사례공유 및 나눔

- 유아가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한 신규교사 생활교육 역량 강화 워크숍 운영(5월)

신규

-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디지털 및 AI 리터러시 역량 강화 교원 워크숍 운영(6월)

-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 선정 및 사례 나눔(4개원)

· 관리자 소통 리더십 및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 ‘교육과정 나눔’을 통한 교원의 자발적 교육과정 실행력 제고

- 소통과 공감의 문화 혁신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관리자 역량 강화 지원

· 유아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중심평가 내실화

- 특색있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하는 컨설턴트 역량 강화 워크숍 운영(4월)

- 유아의 전인적 성장 발달을 돕는 과정중심평가 활성화

- 유아교육전문직 장학역량 강화 연수 운영(「유아교육진흥원」, 6~10월)

- 일상적인 놀이 관찰 및 자율적 기록을 통한 유아 성장 지원 평가 운영

- 협력적 교육공동체 지원을 위한 대상별(관리자, 부장교사) 및 교직생애단계별 맞춤형 연수 운영(「유아교육진흥원」 연계)

·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교단지원자료 개발·보급

함께 만들어가는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 교원의 교육과정 역량 강화를 위한 도움자료 제작·보급

· 유치원 미래교육체제 구축 및 지원

- 지역 연계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유아용 자료 제작·보급

- 미래교육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현장지원자료 개발·보급
- 미래형 학부모 놀이교실 운영 및 온라인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가정 연계 활성화 지원
-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 협력·연계를 도모하는 ‘유초이음교육’ 시범유치원 운영(1개원)

- 놀이로 키우는 자녀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2022 학부모 다이어리」 보급

신규

-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실천 사례 공유를 위한 누리과정 포털 운영

· 놀이 활성화를 위한 현장 지원 및 사례 공유
- 공동사고로 함께 성장하는 전문적학습공동체(70팀) 및 교육연구회(3팀) 운영
- 놀이 중심 수업 개선을 실천하는 ‘유치원 수업혁신사례 연구대회’ 운영
- 함께 만들어가는 유아·놀이 중심 수업 실천 ‘교사-전문가 연계 수업 네트워크’ 운영(5팀)

신규

- 연구대회 수상자 및 수업 우수 교사의 좋은 수업 나눔 토크 운영(12회)
-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일상적 유아놀이지원단 ‘대학생놀이샘’ 운영(250명)
- 유아의 안정적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확대 배치(796명)

· 마음껏 놀이하는 유치원 환경 조성 지원

유치원 놀이밥 교육과정

- 유치원 교육공동체가 협력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학부모 안심유치원 운영(30개원)
- 놀이 활성화를 위한 유치원 바깥놀이터 환경 개선(공립 11개원, 사립 100개원)
- 놀이 환경 조성을 위한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확충 지원(256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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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의 가치가 밥만큼 중요하고 일상적임을 알고, 특색있는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사례 공유 및 나눔을 통해
유아의 행복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사업

신규

69

Ⅳ. 2022 추진과제

추진부서
유초등교육과

1-1-2

다양성을 존중하는
초등 교육과정
· 2022 개정 교육과정 대비 자율적이고 특색있는 학교(교사)교육과정 실현
· 미래역량기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통한 학생 개별 성장·다양성 지원

역량 중심 학생주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신규

· 학교·지역단위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 강화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위한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 교육과정 문해력 신장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

- 학생의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 교과 교육과정 문해력 신장을 위한 교사 연수 운영(2월)

- 학교교육계획 수립 지원 학교교육과정 핵심요원 워크숍 운영(1월)

- 연구·실천하는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초등교육과정연구회 운영(4팀)

- 자율적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맞춤형 학교교육과정 컨설팅

· 학생이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 배움과 삶을 연결하는 1학생 1주제 프로젝트 수업 운영
- 학생 주도성 제고를 위한 학생 중심 선택형 교육활동 확대

·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교사교육과정* 운영
- 교육과정 문해력 기반 교과 성취기준 및 학생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재구조화

·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공동체 이해력 제고
- 학생 및 학부모 대상 2022 개정 교육과정 안내 동영상 탑재
- 2022 개정 교육과정 연계 지역교육과정 이해력 제고 교원 연수(관리자, 교사)

·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사례 일반화
- 학교(교사)교육과정, 학생 주도 프로젝트 교육과정 사례공유(12월)
- 교육과정 중심 학교문화 확산을 위한 사례 나눔 워크숍 운영(초 304교)

- 학교 내·학교 간 교육과정 중심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활성화
- 교사교육과정 현장 안착을 위한 전문가 양성 및 워크숍 운영(초 50명)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편성·운영

신규

· 2022 개정 교육과정 기반 조성
-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협의체 구축·운영
- 배움이 삶이 되는 초등 지역교육과정 개발 추진
-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연구학교 운영(초 2교)

·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메타버스를 활용한 지역화 콘텐츠 자료 개발·보급(5종)
- 인공지능(AI) 활용 초등수학수업지원시스템 지원(전 학년) 및 연구학교 운영(초 1교)

· 교육과정 연계 해양·생태환경교육 내실화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1교 1특색 해양·생태환경교육 운영 지원
-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주제 연계 교육과정 재구성 강화

교사교육과정

- 생태환경 교육과정 모델 창출을 위한 생태감수성 교육과정* 선도학교 운영(초 6교)

학생의 개별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교사가 자율적·적극적으로 개발·운영하는 교육과정
생태감수성 교육과정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적 특색과 교육공동체의 요구를 반영한 환경친화적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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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미래핵심역량을 지원하는
중등 교육과정

추진부서

추진부서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

1-1-4

꿈과 가치를 찾아가는
부산 자유학년제

· 2022 개정 교육과정 연계 지역 교육과정 개발

· 내실있는 자유학년제 운영으로 학생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

· 학교·교과 교육과정의 충실한 운영으로 학생의 미래핵심역량 함양

·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통한 창의융합형 자유학기 활동 지원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교 맞춤형 자유학년제 운영

· 2022 개정 교육과정 연계 지역 교육과정 개발 추진

· 자유학년제 운영 역량 강화

- 지역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연구위원회, 포럼 및 공청회 운영

- 자유학년제 운영학교 운영비 지원 및 교육과정 컨설팅(연중)

- 2015 개정 교육과정 부분 개정 고시 연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개발·보급(2월)

- 자유학년제 운영 지원 자료 및 우수사례 제작·보급(교당 2권)

· 학생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한 학교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지원
- 중학교 예술체육, 생활외국어 강사비 지원(연 1회)
- 일반고 학생 과목선택권 확대 강사비 지원(2월)

- 자유학년제 탄력적 운영을 위한 시범학교 운영(중 1교)
-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연 2회)·교사(연 1회)·학부모(연 2회) 연수

· 교육과정 연계 전환기 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일반고 신입생 대상 과목선택 안내자료 ‘어떤 과목을 언제 배울까?’ 보급(3월)

- 초·중·고 교육과정 연계 도움자료 제작·보급 : ‘자유학년제 맛보기’(초6), ‘고교학점제 맛보기’(중3)

- 고등학교 제2외국어, 확대학급 강사 매칭 지원, 우수강사 명단 안내(2월)

- (중1 대상) ‘자기관리역량 강화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활동자료 보급(3월)

- 중·고 전입생 미이수·미개설 과목 수강을 위한 온라인 보충과정 운영 지원

- (중3 대상) 자유학년제 연계 ‘자기개발시기 전환기 프로그램’ 운영(12월)

· 학교 교육과정 컨설팅 및 교원연수

신규
신규

-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를 위한 무학년제 진로동아리 운영(연중)

- 교육과정-수업-평가를 지원하는 교과 교육과정 연수(전체 고, 2월)
- 중등 교원 교육과정 문해력 신장 연수(희망 교원, 4월)
- 고등학교 교육과정 전문가 연수(희망 교원, 5월)
- 중등 교육과정 담당자 연수(교당 1명, 연 1회) 및 학부모 연수(연 2회)
- 교육과정 컨설팅단 운영 및 연수・워크숍(중 30명, 고 40명, 연 4회)

지역사회 연계 자유학년제 운영
· ‘학교로 찾아가는 자유학기 프로그램’ 운영
- 마을교육공동체 연계 자유학기 프로그램 운영(중 10교)
- 지역 전문기관 연계 자유학기 프로그램 운영(중 10교)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 체험 중심 학생동아리 운영

· ‘기초과학 분야 체험·탐구형 자유학기 프로그램’ 운영
- 지역대학 연계 자유학기 프로그램 운영(중 10교)

신규

- 학생 수요를 반영한 동아리 구성・운영(전 초·중·고, 학교별 자체 점검 연 1회)
- 학생 자율동아리 운영비 지원(전 초 1,000천원, 중 4,000천원)
※ 일반고는 ‘일반고 역량강화 사업비’로 운영

·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체험활동 지원
- 지역 교재 『우리 고장의 생활』 (초3) 및 『부산의 생활』(초4) 보급
- 지역 교과서 『부산의 재발견』 보급(전 중1, 희망 고교)
- 지역자원 활용 체험활동: ‘MathTour in Busan’ 연계 자료 보급(전 초․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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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맞춤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고교학점제

추진부서
중등교육과

추진부서

1-1-6

자율적 학교 성장을 지원하는
동행장학

·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으로 미래사회 핵심역량 함양

· 현장중심 맞춤형 장학으로 학교의 자율적 변화와 성장 지원

· 교원 역량 강화 및 환경조성으로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 소통과 공유, 협력적 성장을 통한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함께 참여하는 교내 자율장학

· 전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지정․운영

· 블렌디드 러닝 정착을 위한 수업장학 활성화

- 연구학교(일반고 7교), 선도학교(일반고 88교, 특목고 2교, 특성화고 36교)
- 교과특성화학교 지정․운영 확대: 9교 10과정(’21년)→11교 12과정(’22년)

· 고교학점제 운영 역량 신장 지원
- 수준별 교원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기초, 심화, 전문가과정)
- 학교로 찾아가는 고교학점제 이해 연수(연 30회),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컨설팅

· 단위학교 지원 강화
- 고교학점제 추진 기획단 및 현장 지원단 운영, 과목 선택 시간표 작성 컨설팅
- 과목소개 동영상, 진로안내 프로그램(청․사․진), 수강 신청 오류 검증 프로그램 지원

공동교육과정 운영
·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 학교 간 플러스 교육과정: 학교 미개설 과목 수강 지원(100강좌)
- 바로교실(BARO Class: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과목 확대: 23강좌(’21년)→30강좌(’22년)
- 공동교육과정 통합 관리 시스템 운영(업무 경감 및 학생․학부모 대상 정보 제공 확대)

· 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 고교 교육과정 협력대학(12강좌) 및 대학 연계 계절수업 신설(6강좌, 방학 중)
- 고교 서머․윈터 스쿨(80강좌)

· 에듀테크 활용 교육과정 운영 지원
-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개성고, 부산센텀여고) 운영(8교과): 소규모․원도심 일반고(8교) 지원
- 에듀테크 선도고교 운영: 1교(에듀테크 접목 교육프로그램 개발, 학생통합관리시스템 등)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학교공간 조성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대비 교과교실제 신규 구축학교 지정 확대
- 일반고 교과교실제 신규 구축학교 연차별 확대: 6교(’21년)→24교(’22년)→34교(’23~’24년)
- 신규 구축학교 워크숍(1회), 컨설팅(3회 이상) 지원(교육부 연계)

·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사업(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 수업공개(나눔)의 날 운영을 통한 수업나눔 활성화
- 등교중지 학생 학습결손 보완 및 대체학습 프로그램 지원 강화

· 전문적학습공동체 기반 동료장학․자기장학 체제 구축
- 교과 간, 부서 간 공동 실천(수업설계, 나눔, 실천) 및 연구 결과 공유
- 평가문항 공동 출제․공동 검토, 선택형 및 서․논술형 평가 내실 운영

함께 공유하는 학교 간 자율장학
· 지구별 자율장학 협의회 운영
- 학교 교육활동 현안 토론 및 학교 간 정보 공유(지구별 3회 이상)
- 교육정책 설명 및 건의 사항 청취를 통한 교육청-학교 간 소통 확대

· 학교관리자 장학역량 강화 연수 지원
- 유․초․중등 관리자 장학역량 강화 연수(1회), 일반고 신규 임용 관리자 협의회(2회)
- 지구별 자율장학 협의회별 관리자 역량 강화 워크숍(연간 1회)

성장과 변화를 촉진하는 학교 맞춤장학
· 학교 담당장학사 중심 소통과 공감의 장학활동
- 블렌디드 러닝 내실화 지원을 위한 컨설턴트 상시 지원(방문․유선․SNS 등)
- 학교의 필요와 요구를 바탕으로 한 교육활동 영역별 장학활동 실시

· 상시 학교컨설팅 지원 체제 구축
- 「수업․평가지원센터」, 「학교컨설팅지원센터」 홈페이지 활용 상시 컨설팅 활성화
- 개별․상황별 현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온․오프라인)

- 운영비 지원(중․고 56교) 및 컨설팅 지원(교원 40명)

· 과목선택권 확대에 따른 교수학습 환경 구축
- 소인수 과목 학교 간 온라인수업 스튜디오(일반고 30교) 및 수강실(일반고 25교) 구축
- 학생 개별 시간표에 따른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공강 학습실(일반고 20교)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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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부서
교원인사과

1-1-7

2 0 2 2

추 진 과 제

창의성과 감성을 키우는
미래교육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교원역량 강화
· 교직생애 전 단계에서의 지속적인 역량개발을 위한 직무연수 체제 구축
· 포스트코로나 및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교원의 역량강화 지원

1-2

교육활동 전문성 신장 지원체제 구축
· 교직생애 단계별 교과 직무연수 과정
- 30시간, NEIS 활용 교원연수 이력 관리
입직기

성장기

발전기1

발전기2

심화기1

심화기2

0~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25년 미만

25년 이상

· 직속기관별 교과 브랜드 연수 개설
직속기관

(초중등) 관련 교과

교육연수원

국어, 가정, 영어/ 한문/ 제2외국어, 진로진학, 사회교과(일반사회/역사/지리/도덕·윤리), 특수/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

창의융합교육원

수학, 기술, 과학교과(물리학/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미래교육원

정보·컴퓨터

학생교육문화회관
학생예술문화회관

예체능교과(체육/음악/미술)

핵심역량을 키우는
창의융합교육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역량 함양
· 신규교사 학교 적응력 제고
- 신규 임용자 직무연수·추수연수 연계로 교직 적응력 향상
- 생활지도·학급경영 등 필수 역량 강화

· 미래교육과 민주적 학교경영 리더십 역량 신장
- 학교관리자, 경력교사 대상 미래교육 리더십 아카데미 운영
- 학교구성원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 교육

핵심역량을 지원하는 자격별 교원연수
· 예비교사 양성 및 역량 강화 지원
- 학교현장실습학기제(시범운영), 교육실습 협력학교 선정 및 실습대상자 배정·운영
- 교육대학․사범대학 교원양성 교육과정 협의체 구축 지원

1-2-1 탐구중심의 창의력 신장 과학교육
1-2-2 생각하는 힘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수학교육
1-2-3 삶의 힘을 키우는 독서교육
1-2-4 직업계고 현장실무중심 교육
1-2-5 미래핵심인재 육성을 위한 영재교육
1-2-6 의사소통 중심 영어교육 및 국제이해교육

· 유·초·중등 교사 자격 연수
- 단위학교 필수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 자격연수 평가방식 개선(상대평가→절대평가)으로 연수생 간 협력과 소통의 기회 제공

· 교(원)장·교(원)감 자격 연수
- 미래교육 대비 학교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방법 다양화
- 지역 교육비전 및 정책 반영 교육과정 확대,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토의토론, 분임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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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탐구중심의
창의력 신장 과학교육

추진부서
미래인재교육과

추진부서

1-2-2

생각하는 힘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수학교육

· 즐거움을 찾는 탐구·실험 중심 과학교육과정 운영

· 학생과 교원이 함께 성장하는 수학교육 실현

· 기초를 다지고 미래를 이끄는 과학교육 추진

· 부산수학문화관 설립을 통한 수학 문화 확산 및 대중화 지향

기초과학교육 인프라 구축

학생 맞춤형 수학교육 추진

· 지능정보 기술 기반 지능형 과학실 구축

· 체험과 탐구 중심 수학교육 활성화

- 노후 과학실 개선 및 실생활 기반 플랫폼 중심의 미래지향적 학습 환경 구현

- 수학체험교실 및 수학교구지원센터 운영

- 대상: 149교(초 55, 중 52, 고 40, 특수 2)

- 수학 학습곤란 해소를 위한 ‘수학점핑학교’ 운영(초·중·고 50교)

· 학생 참여형 과학수업 선도학교 운영
- 다양한 학생 참여 수업(거꾸로 교실 등) 모델 적용 및 현장 확산 방안 도출
- 대상: 13교(초 5, 중 4, 고 4)

· 과학교사 전문성 신장
- 중등 과학교사 멘토링 연수, 지능형 과학실 활용 과학수업 역량 강화 연수 운영
- 과학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및 학교현장 지원단 운영

중등교육과
창의융합교육원

- AI 데이터 리터러시 모델학교 운영(초·중·고 13교), 부산지능형수학실 구축(중 10교)
- 학교급 간 연계 학습자료 ‘징검다리’ 개발․보급(중3)
- ‘MathTour in Busan’ 추가 개발․보급(2코스, 초)
- 수학탐구대회(초5~6, 중·고, 9월), 창의융합 한마당(10월), 수학어울마당(12월) 운영

· 역량 중심의 맞춤형 수학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인공지능활용 중등수학학습지원(중·고 269교)
- 수업협력교사 지원 1수업 2교사제 운영(중·고 20교)
- 수학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수준별 확대학급 지원(중·고 20교)

과학 실험실 안전 강화
· 과학실험 안전교육 및 안전 모델학교 운영
- 탐구·실험 지도 역량 강화 연수, 과학실험실 안전 지도교사 연수

· 수학교원 전문성 신장
- 수학교육지원단(40명) 및 수학교육 연구회(8팀) 운영
- 중등 수학교사 전문성 신장 연수(2기, 60명)

- 과학실 안전 모델 개발·적용 및 안전관리 지원 체계 구축 25교(초 10, 중 10, 고 5)

· 과학실험실 안전점검 컨설팅 운영
- 과학실험실 안전점검(매월 1회, 자체점검) 및 컨설팅
- 실험 전 5분 안전교육 및 안전장구 상시 활용 지원

「부산수학문화관」 설립ㆍ운영
· 수학문화 대중화를 위한 「부산수학문화관」 설립
- 수학에 기반한 융․복합 전시콘텐츠 설계 및 제작․설치
- 온라인 전시, 관람, 체험의 기회 제공을 위한 부산수학문화관 메타버스 구축

우수 과학인재 양성 기반 조성
· 과학중점학교 운영 지원
- 일반고 우수 학생 이공계 진출 유도 및 과학 인재 양성(일반고 10교)
- 3년간 과학, 수학, 정보 교과에서 총 교과 이수단위의 45% 이상 이수

· 과학 영재교육 기반 조성
- 과학고 내실화 사업 지원을 통한 부산의 우수 과학 인재 양성
- 과학·수학 전문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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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연계 체험탐구 프로그램 운영․지원
- 학교체험수학, 심화체험수학 등 전시콘텐츠 활용 교과 연계 체험 프로그램 운영(연중)
- 체험 수학 캠프 등 수학 중심의 융·복합 프로젝트 활동 수업(8월, 12월)
- 지역 자원 활용 교과서 『(가칭)부산의 활동 수학』 개발․보급(초·중)

· 모두가 수학을 즐기는 프로그램 운영
- 수학클리닉 등 사전 검사를 통한 학습 방법 및 수학과 관련된 적성, 진로 탐색 상담(연중)
- 다문화 수학체험교실, 찾아오는 수학체험교실 등 소외 계층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연중)
- 학생, 학부모, 일반인 대상 수학의 가치 및 문화 공감 특강 운영(8월, 10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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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추진부서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공공도서관

삶의 힘을 키우는
독서교육
·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 내실화로 미래 핵심역량 신장
· 학교·공공도서관 연계를 통한 단위학교 독서교육 지원체제 구축

「더 읽기」 로 자기주도적 독서습관 형성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누는 독서 환경 조성

· 책 읽기 좋은 학교도서관 환경 조성

- ‘부산꿈샘과 함께하는 월화책여행’ 학습자료 개발·보급(연 50회)

- 책 소독기 운영 지원 및 장서점검 지원 확대

- 생태환경교육과 연계한 독서 체험활동 도움자료 개발·보급(전 초·중·고)

- 학교도서관 리모델링으로 학생 창의력 향상과 교육공동체 소통 공간 마련(초·중·고 34교)

- 온·오프라인 독서교육 활성화 캠페인(연 10회)

·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독서 문화 확산
- 평생 독서인을 기르기 위한 맞춤형 독서체험프로그램 운영

· 온·오프라인 지원 강화
- 전자도서관 홍보 강화 및 e-book 활용 안내
- 학술정보 상호협력 연계로 학교도서관 정보 접근성 확대(연 2회)

- 가정연계 「책 읽어주는 학부모, 책으로 자라는 유아」 운영
- 학교 특색을 반영한 학교자율사업선택제 독서활동 운영(전 초·중·고)
- 통합적 독서활동을 위한 학교급별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 지원(전 초·중·고)

공공도서관으로 소통하는 독서문화 조성
· 학교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지원사업 내실화
- 교육청-교육지원청-공공도서관 5개 권역별 협의회 운영 활성화

「더 토론하기」 로 협력적 인성 함양

- 학교-공공도서관 1:1 매칭을 통한 공공도서관 집중지원학교 운영(10개관 10개교)

·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 토의·토론 활동 운영 지원

- 전자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교육청-시민도서관 업무 상호협력 강화

- 소통과 공감이 있는 1학교 1독서토론 학생동아리 운영(전 초·중·고)
- 독서 토의·토론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Book적Book적 북튜버!’ 한마당 공모(전 초·중·고)
- 인문학 소양을 기르는 학생 중심 독서 토의·토론 프로그램 운영(전 초·중·고)

· 함께 생각을 키우는 독서 토의·토론교육 역량 강화

- 학교 원격수업 지원 구독형 전자자료 서비스 제공(1,200종)

·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및 생활 속 인문독서 문화 확산
- 도서관 현대화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연 1관)
- 공공도서관 교육사랑인문학아카데미 운영 활성화(홍보자료 2,000부)

- 초등 독서내비게이터를 통한 온․오프라인 독서 토의·토론교육 컨설팅 실시

- 학교로 찾아가는 책·원화 꾸러미 및 인문독서 프로그램 운영(200교 50회)

- 중등 행복독서교육지원단과 함께하는 ‘행복한 북토크’ 운영(중·고)

- 지역자원(서점, 출판사) 활용 독서교육생태계 조성 프로그램 운영(30회)

- 독서 토의·토론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직무연수 운영(초 3회, 중·고 2회)

「더 쓰기」 로 창의적 사고력 신장
·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글쓰기 활동 지원
- NIE(중·고 25교) 및 자유학기제 연계 진로독서 글쓰기 활동 운영(전 중학교)
- 읽는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협력적 글쓰기 활동 도움자료 개발·보급(중·고)
- 온·오프라인 글쓰기 교육을 위한 ‘작가와 함께하는 행복한 글쓰기’ 프로그램 운영(초 80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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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부서
미래인재교육과

1-2-4

직업계고
현장실무중심 교육

직업계고 환경 개선 및 안전 강화
·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지원

· 현장실무중심 교육과정 운영 및 취업지원체계 구축으로 학생 취업 지원 강화
· 학교혁신 및 학과 재구조화를 통한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

-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비 및 노후기자재 대체비 지원(36교)
- 특성화고 실험실습 기자재 수리비 지원(36교)

· 실습실 작업환경측정 및 교원·학생 특수건강진단 실시
- 작업환경측정(19교), 교원·학생 특수건강진단(5,500명)

현장실무중심 교육과정 운영

· 실습실 안전환경개선사업 현장점검 및 개선지원

·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 특성화고 기자재 관리 컨설팅·점검(공업계고, 20교)

- 학과 내 세부전공(36교), 학과 간 부전공 과정 운영(32교)

- 노후환기시설 및 배기장치(국소배기장치, 집진기 등) 교체(36교)

-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플러스, 바로교실, 공동실습소 연계)

직업계고 경쟁력 강화

- 학교 밖 교육과정 운영(4교)

·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과정 운영 확대

·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직업계고 학과개편

- 10교(’20년)→18교(’21년)→24교(’22년)

- 취업률 및 신입생 충원율 향상을 위한 학과개편(5교 이상) 및 개편학과 선정(5개 학과 이상)

-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학교지원단 운영 및 컨설팅 지원, 우수사례 공유 워크숍(2회)

- 사전, 사후 학과개편 컨설팅(10교)

· 직업계고 교원 역량 강화

· 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 운영

- 소그룹 산업체 직무연수 운영 강화(36교, 300명)

- 유형에 적합한 학교 추가 선정 및 지원(총 26교)

- 직업계고 학점제 교원 역량 강화 연수(36교, 500명)

-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 및 학교컨설팅(3회)

- 다교과 지원을 위한 저경력교사 역량 강화 멘토링 연수(10개 과정, 20명)

- 운영학교 성과분석을 통한 우수사례 공유(상시)

· 직업교육 활성화
- 부산지방기능경기대회(21교, 37종목, 250명)
- 부산상업경진대회(14종목 125명), 전국FFK전진대회(12종목 35명)

직업계고 학생 취업 역량 강화

신규

· 직업계고 학생 사회진출 지원사업 운영
- 직업계고 학생 취업준비금 지급(5,000명, 1인 50만원, 바우처카드 지급)

· 안전한 현장실습 운영 및 노동인권교육 내실화

목표

Ⅰ유형
가고싶은 학교

Ⅱ유형
머물고 싶은 학교

Ⅲ유형
실력을 키우는 학교

Ⅳ유형
꿈을 이루는 학교

신입생 충원

학업중단 완화

취업률 제고

창의적 기술인재 양성

➊ 교육과정 개발

공통 유형별

➋ 지역자원 활용

➌ 학생 진로지원 및 자존감 증진

필수

학교 비전 설정

자율동아리 활성화

취업 마인드 제고

프로젝트 수업
글로벌 역량 강화

공간조성

인식개선 및 체험 공간

학생 친화적 복합공간

기술전수 및 취·창업공간

스마트 교육공간

[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

- 현장실습운영비 지원 및 현장실습지원단(4개 분과 68명) 운영
- 현장실습 매뉴얼 제작(교사용: 1,000부, 학생·학부모용: 3,000부)
-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38교, 학급단위 학기당 4시간)

· 유관기관과 연계한 취업지원 강화
- 교육청 주관 산학관 협의회(1회) 실시 및 일자리 박람회 실시(2회)
- 지역산업체와 연계한 채용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2개분야, 40명)

· 글로벌 인재양성반 운영을 통한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
- 글로벌 현장학습(33교): 호주 시드니(26명), 멜버른(14명) 선발 파견
- 독일 교류 프로그램(3교): 독일어 교육 2년 이수 후 독일 취업 연계

82

과정평가형 자격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내부, 외부 평가를 거쳐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기존 검정형 자격에 비해 합격 기준과 난이도가 높으며
자격 취득자의 역량이 높음)
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
신입생 충원, 학업중단 예방, 취업률 제고 등 체질 개선이 필요한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해 혁신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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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미래핵심인재 육성을 위한
영재교육

추진부서
미래인재교육과

추진부서

1-2-6

의사소통 중심 영어교육 및
국제이해교육

· 재능 계발 영재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창의융합 인재 육성

· 국제화·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영어 의사소통 능력 함양

· 교사 관찰·추천제 선발 강화로 잠재력 있는 영재 조기 발굴 육성

· 국제교육교류 활성화 및 외국어교육센터 운영으로 글로벌 미래인재 육성

영재교육기관 운영

의사소통 중심 영어교육 강화

· 특화된 영재교육기관 운영

· 실용영어 중심 영어수업 운영

- 영재교육원(13개 기관) 및 고등학교 영재학급(51개교) 운영

- ‘통으로 외워 통(通)하는(통통)’* 초등 영어교육 단위학교 계획 및 운영

- 수학, 과학, 정보, 창작, 발명, 언어, 인문사회, 융합, 음악, 미술 등 11개 영역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262명) 및 영어회화 전문강사(164명) 운영

- 지역대학 연계를 통한 예술분야 영재교육 활성화 지원

- 체험활동 중심 영어 동아리 운영(희망교, 초3~6)

- 기관 운영 및 교수․학습 컨설팅 위주의 맞춤형 영재교육기관 평가(컨설팅)

- 영어 듣기 지도 및 블렌디드형 영어 수업자료 제작·보급(중등 2종)

·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및 연수
- 영재 선발에서의 사교육 영향 최소화를 위한 교사관찰추천제 실시

중등교육과
미래인재교육과

- 중고등학생 영어듣기능력평가 운영(연 2회)

· 영어 사용 기회 확대

- 영재교육기관 전 영역에서 사회통합전형으로 20% 우선 선발

- 의사소통 능력향상을 위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 영어캠프 운영(초․중학교)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영재교육 기회 제공

- 도시 소외지역 영어캠프 운영비 지원(초 105교)

-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과정 및 GED 교사추천선발시스템 관련 연수(영재교육담당자와 학부모 대상)

- 배움과 쉼이 있는 영어놀이터 구축(초 3교) 및 운영(초 10교)
- 「부산글로벌빌리지」 활용 정규과정 프로그램 운영(희망교, 초6)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 영어로 배우며 나누는 동아리 활동 공모사업 운영(중ㆍ고)

· 영재교육 지원 강화
- 인성 및 리더십 계발을 위한 다양한 특강, 진로설계 특강 및 캠프 운영

영어교사 및 영어수업 지원인력 전문성 신장

- 잠재적 영재성 탐색·발견하기 위한 영재교육 선도학교(초 2교) 운영

· 영어 교사 수업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 상상실현 캠프

- 영어교과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초 304명) 및 원격 직무연수(초 600명)

- 도전 정신 및 기업가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한 진로캠프

- 학교 간 전문적 학습공동체 ‘초등영어 아카데미’ 지원(초 15팀)

- 초등학교(영재교육대상자 100명, 일반학생 300명), 중학교(영재교육대상자 100명)

-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교사 파견 프로그램 운영(초등 2명, 중등 2명)
- 부산국제외국인학교와 함께하는 수업 나눔 TALK 운영(초·중·고 희망 교사)

영재교육 담당교원 역량 강화
· 영재교육 담당교원 연수
- 단계적 연수: 기초과정(80명, 61시간)→심화과정(80명, 91시간)→전문과정(30명, 121시간)

· 영어수업 지원인력 전문성 강화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멘토·멘티제(연 2회) 및 워크숍(연 2회) 운영
- 영어회화 전문강사 원격연수(2회), 수업공개(학기별 1회), 컨설팅(연 1회) 운영

- 테마별 특화 연수: 관리자 연수, 상담연수, 선발연수, 사이버연수 등

· 영재거점학교, 영재교육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 거점학교 부장교사, 관리교사 및 영재교육기관 담당자 워크숍 운영
- 영재교육기관 및 유관기관 연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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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과 제

창의성과 감성을 키우는
미래교육

국제교육 교류 활성화
· 학생 및 교사 국제교류 지원
- 단위학교 국제교류 지원(초·중·고 45교)

1-3

- 단위학교 국제교류 화상수업 지원(초·중·고 20교)
- 단위학교 국제교류 워크숍 실시(1회)
- 부산-상해 학생 및 교원교류: 부산초청 각 1회(학생방문단 23명, 교원방문단 15명)
- 한·일·중 어린이동화교류대회: 한·일·중 초등학생 4~6학년 100명(교육부 주관)

· 아시아청소년교육포럼 개최
- 기간: 2022. 7월 중(2박 3일)
- 참가자: 아시아 9~12개국(한국, 중국, 일본 등) 중고등학생 및 인솔교사 등 150여명
- 내용: 특강, 나라별 학생프리젠테이션·문화 발표, 한국문화체험, 분임활동, 장기자랑 등

· 다양한 언어 교육

존중과 배려의
인성교육

- 다중언어 구사 인재 육성을 위한 다중언어교육 활성화 학교 지원(7교)
- 원어민 중국어 보조교사 운영(19교, 12명)

「부산글로벌외국어교육센터」 구축 및 운영

신규

· 「부산글로벌외국어교육센터(동부)」 구축
- (구)반송중학교 활용, 교육 소외지역 학생을 위한 외국어교육 공간 구축
- 2022년 9월 개관 예정

· 「부산글로벌외국어교육센터(동부·서부)」 운영
- 1일 체험 프로그램: 초5 및 중1 대상 자기주도적 미션달성형 체험활동
- 방과 후 영어 프로그램: 방과 후 영어학교, BOB영어온라인북클럽

1-3-1 참여와 실천 중심의 학교 민주시민교육
1-3-2 역사의식 기반의 평화ㆍ통일교육
1-3-3 즐거운 체육수업, 청렴한 학교운동부
1-3-4 다(多)함께 즐기는 학교스포츠클럽

- 동아리 활동: P&S Club(펜팔앤스피치), 서부산 어린이영어기자단 운영
- 제2외국어(4개 국어), 특강, 외국문화체험(CCAP), 방학캠프운영

통통 영어교육
영어를 많이 들은 후, 관련 자료를 큰 소리로 반복하여 읽고, 말하고, 써서 문장을 통으로 외워 실제적인 상황에서
통(通)하는 의사소통역량 신장을 위한 영어교육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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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추진부서

추진부서

교육혁신과

교육혁신과

참여와 실천 중심의
학교 민주시민교육

1-3-2

역사의식 기반의
평화·통일교육

· 교육과정 연계를 통한 참여와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 교육과정 기반 평화·통일교육을 통한 통일감수성 제고

· 자율적 학생 활동 지원을 통한 학생 자치 및 참여 역량 강화

· 체험 중심 역사교육 강화로 올바른 역사관 정립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통일미래 대비 학교 평화·통일교육 강화

· 학교 민주시민교육 체계적 지원

· 체험 중심 평화·통일교육 지원

- 민주시민 성장학교 공모·운영: 16교(초 5, 중 5, 고 6)
- 민주시민교육 협의회 운영: 연 2회(6월, 11월)
- 선거관리위원회 연계 새내기 유권자교육: 전체 고등학교
- 학교 금융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금융교육 현장지원단 운영(초·중·고 교사 15명)

· 교육공동체 민주시민 역량 강화
- 교원·학생·학부모 시민 대상 학교 민주시민교육 포럼(11월)
-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실 운영(민주시민·법·선거·인권·세계시민·인구 교육): 초·중·고
- 민주시민교육 프로젝트 ‘생동감 톡톡 학생사회참여 토론의 장’(고등학생)
- 교육과정 연계 학생인권교육(전 초·중·고) 및 학생인권보호 연수(교원·학부모)

학생 자치 및 참여 역량 강화
· 단위학교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 학급회·학생회 운영(월 1회 이상), 학생 자치활동 예산 편성 및 학생 사용권 보장
- 학생회의실 환경 조성 권장, 학교생활협약 추진, 학생자치활동 중점학교 운영
- 선거공영제* 운영을 통한 공정하고 민주적인 학생회 선거 및 투표 관리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의회 운영
- 학교급별 학생의회 운영: 11개(교육지원청별 초·중 각 1, 고 1)
- 학생의원 소양교육, 학생의회 정례회(연 2회) 및 임시회 개최

학교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 학교 세계시민성 함양 교육 강화
- 학교자율사업선택제 연계 학교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연구회 2팀(초 1, 중·고 1) 운영, 교사 역량 강화 연수
- 환경, 평화 등 범교과 학습주제 중심의 교육과정 연계 세계시민교육 자료 개발

- 체험 중심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초·중·고 40교)
- 부산-강원 평화·통일 학생교류(중학생 40명), 통일교육 연구학교 운영: 2교(초 1, 중 1)

· 평화·통일교육 교원 역량 강화 지원
- 통일교육지원단 운영(초·중·고 교사 18명)
- 평화·통일교육 교사현장답사단 운영(초·중·고 20교)
- 교원 통일역사문화탐방 직무연수(DMZ 접경지역, 초·중·고 교직원 50명)
- 평화·통일교육 교단지원자료(학교급별 1종) 보급(전 초·중·고)

· 평화·통일교육 공감대 확산 및 네트워크 강화
- 통일교육주간 운영(5월 넷째 주)
- 통일교육원·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연구실 협업 프로그램 운영
-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조성(’22년 5억, ’25년까지 최종 14억)
-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및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체험으로 배우고 익히는 역사·독도 교육 강화
· 지역 역사교육 강화
- 지역 역사교육 협의회 운영(연 2회)
- 『부산 민주길을 걷다』 워크북·지도서 보급 및 E-book 발행(초·중·고)
- 부산항일학생의날(11.23.) 행사 참여 및 계기교육(학생, 시민)

·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일제잔재청산협의회 운영(연 2회)
- 일제잔재청산 및 우리역사바로알기 학생동아리 운영(초·중·고 3팀)
- 조선통신사 문화전승 체험 프로그램: 조선통신사 옛길 체험(고등학생 32명)
- 임시정부대장정을 통한 통일미래 프로젝트: 임시정부 이동 경로 탐방(고등학생 53명)

선거공영제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준수하는 학생회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선거 및 투표를
관리하고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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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바로 알기교육
- 독도체험관 구축(’23년 개관, 「(가칭)부산교육역사체험관」 내)
- 독도체험관 기자재 활용 교육자료 개발(초·중·고, 3종)
- 독도 인정교과서 사용 승인 심사(고 1교), 초·중등 학생용 독도 교재 및 교사용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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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즐거운 체육수업,
청렴한 학교운동부

추진부서
학교생활교육과

추진부서

1-3-4

다(多)함께 즐기는
학교스포츠클럽

·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 및 신체활동 확대를 통한 학생건강·체력 증진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한 건강·인성·시민성 함양

·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및 청렴한 학교운동부 문화 정착

· 다양한 신체활동 참여 기회 제공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학생 중심 체육교육과정 운영

학생주도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지원

· 다양한 체육교육과정 지원

· 학급·학교 단위 수준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운영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및 체육전담교사 지정·운영

- 우수 학교스포츠클럽 및 여학생 스포츠클럽(823팀)

- 중학교 스포츠강사비 및 스포츠클럽 시설사용료 지원(170교 예정)

- 교내 학교스포츠클럽리그(62팀)

- 고등학교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4교), 체육지역방과후학교(3교) 운영
-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실내수업용품 지원(전 초·중·고)
- 체육수업 역량 강화: 교직생애주기별 연수 운영(30시간)

초등 생존수영교육 활성화
· 초등학생 생존수영 확대 운영
- 운영대상: 전 초등학교 1~6학년
· (1, 2, 6학년) 이론교육 2시간, (3~5학년) 수영교육 10시간 이상(생존수영 4시간 이상)
- 학년별·수준별 프로그램 운영(생존·수영·구조기능 포함): (3~4학년) 생존수영, (5학년) 영법교육

· 수상안전 역량 강화
- 대학 및 기관 연계 교사 대상 생존수영 연수 개설
- 야외(바다, 강) 생존수영 실기교육 운영 기관(단체) 발굴

· 지역 및 마을 단위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운영 및 참가
- 지역 리그(마을단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비 지원(5교): 상시 스포츠 리그 운영
-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참가 및 지원(농구 등 23종목)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운영
· 교육감(장)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개최: 축구 등 36종목
· 유관기관 연계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공동 운영
- 각 회원종목단체 36종목(축구 등), 부산외대, 신라대, 부산여대 등 연계
- 교육기부 사업 추진: ㈜롯데자이언츠, ㈜아이파크, ㈜동아오츠카 등

· 교사 전문성 신장
- MOU 체결을 통한 교사 연수: ㈜롯데자이언츠(티볼), ㈜아이파크(축구)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청렴한 학교운동부 운영

선진형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 학생선수 학사 관리 및 인권보호 강화

· 종목별 맞춤형 전문스포츠클럽 확대 운영

-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 및 최저학력제 적용, 학생선수 학습지원 e-School 운영(상시)

- 학교체육·생활체육·엘리트체육 연계 지역거점형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 학기별 1회 이상

- 교육청지정형(7종목), 학교거점형(2종목), 회원종목 단체 직영형(2종목), 법인설립운영형(23팀 예정)

- 유관기관 연계 학생선수 스포츠 인권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상시)

· 학교운동부 운영 청렴도 제고
- 학교운동부관계자 청렴연수(연 2회 이상), 지도교사 역량강화 연수(연 2회 이상)

학교생활교육과

· 학교로 찾아가는 스포츠 만남 교실 운영
- 회원종목단체 및 전문스포츠클럽 지도자 활용 종목별 전문 강사 지원(펜싱, 씨름, 체조 등)
- 재능기부를 통한 전문강사 지원: 한국여자농구연맹(농구), ㈜롯데자이언츠(티볼) 등

- 학교운동부 운영 정보 학교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 학교운동부 정기점검(연 1회 이상) 및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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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주요업무계획

미래를 함께 여는
부산교육

2 0 2 2

추 진 과 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책임교육

2-1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책임교육

출발선이
같은 교육
2-1-1 처음학교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2-1-2 함께 행복한 엄마품 초등돌봄교실
2-1-3 꿈을 키우고 미래를 열어가는 방과후학교

1. 출발선이 같은 교육
2.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3. 더불어 성장하는 맞춤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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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추진부서

추진부서

지원과
유초등교육과

유초등교육과

2-1-2

처음학교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함께 행복한 엄마품
초등돌봄교실

· 공립유치원 신·증설을 통한 유아의 취원율 확대

·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를 통한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 제공

· 유치원 공공성 강화로 유아 학습권 보장 및 학부모 신뢰도 제고

· 온마을이 함께하는 온종일돌봄으로 촘촘하고 안정적인 돌봄 지원

공립유치원 신·증설 추진

온마을이 함께하는

함께 행복한

· 공립유치원 신·증설
신설

증설

계

공립단설

공립병설

학급수

공립단설

공립병설

학급수

공립단설

공립병설

학급수

예상
취원율*
(%)

5

10

80

1

1

2

6

11

82

25

안전하고 행복한

온종일돌봄 활성화

초등돌봄교실

돌봄 환경 조성

✽ 오후·오후연장형·저녁돌봄

✽ 우리동네자람터 운영 확대

✽ 돌봄교실 환경 개선

✽ 방과후학교연계형돌봄

✽ 지역 돌봄기관 연계·협력

✽ 초등돌봄교실 확대

* 취원율[(공립유치원 취원아수 / 공·사립유치원 취원아수)×100

- ’21년 매입형 유치원 3개원 공립 전환(’22.3.1.개원)

초등돌봄교실 내실화

· 공립유치원 정원 충족률 향상을 위한 노력

· 수요자 중심의 초등돌봄서비스 확대

- 원도심 및 교육환경 취약지역의 통학차량 제공 등 공립유치원 서비스 개선
-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모든 학교 초등돌봄교실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

·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학급당 정원 조정

ㆍ맞벌이 부모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최소 1실 이상 오후 7시까지 운영

- 2023~2025년 유아배치계획 수립 시 공․사립유치원 학급당 정원 감 조정

- 오후돌봄교실 32실 확충으로 돌봄 수용률 제고
- 돌봄 운영 내실화를 위한 특기적성프로그램 운영 (학기중 1일 1개, 방학 중 1일 2개)

유치원 방과후과정 및 돌봄교실 운영

· 돌봄전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및 컨설팅 지원

· 놀이와 쉼 중심의 행복한 방과후과정 운영
- 학부모 수요 및 유치원 여건을 반영한 내실있는 방과후과정 운영(392개원)
- 유아·놀이 중심 ‘방과후 놀이쉼터’ 운영 공모 선정(50개원) 및 맞춤형 컨설팅 운영

- 돌봄교실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길라잡이 연수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나이스 프로그램 연수
신규

- 돌봄교실 운영 질 제고를 위한 교육(지원)청 합동 컨설팅

· 편안하고 안전한 유치원 돌봄교실 운영
-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유치원 돌봄교실 운영 확대:(’21년) 69개원 → (’22년) 106개원
- 유아 안전·위생 관리를 위한 돌봄교실 현장지원(연 2~3회)

온마을이 함께하는 온종일돌봄 활성화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우리동네자람터·학교돌봄터 운영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운영

- 아파트 및 공공기관 유휴공간 활용한 우리동네자람터 운영 확대(’21년) 9개소→(’22년) 21개소

· 공정하고 편리한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운영

- 지자체와 학교 협력 모델인 학교돌봄터 운영(2교 4실)

- 유치원 입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참여(392개원)
-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담당자 연수 및 홍보 강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의 안정적 정착
- 사립유치원 원장·회계 업무담당자 교육 확대, 상설 연수장 운영
-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모니터링을 통한 컨설팅 및 실무중심 현장 지도·강화

·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및 교원 처우개선비 지원
-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 확대로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지원, 학부모 부담경비 경감
-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을 통한 유아교육의 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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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와 지역돌봄기관과의 연계로 지역돌봄 활성화
- 25개 권역별 학교와 지역돌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요자 중심의 돌봄 제공

안전하고 행복한 돌봄 환경 조성
· 돌봄교실 환경 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돌봄 제공
- 돌봄교실 노후시설 개선 및 운영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38실)

· 돌봄 수요를 반영한 초등돌봄교실 확대로 돌봄 수용률 제고
- 초등돌봄교실 확충 및 리모델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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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부서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2-1-3

2 0 2 2

추 진 과 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책임교육

꿈을 키우고 미래를 열어가는
방과후학교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질 관리 강화로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
· 지역 연계 방과후학교 활성화로 프로그램 다양화 및 참여 기회 확대

2-2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
· 학생의 성장을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초

꿈을 키우는
방과후학교
학생, 학부모 수요 반영

문예체 중심 프로그램

중

소질을 계발하는
방과후학교

고

진로를 찾아가는
방과후학교

자유학년제 및 동아리 연계

자율동아리, 진로, 특기적성 등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 저소득층 대상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및 학습·심리·진로·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방과후학교 질 관리 강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개발·보급, 업무담당자 및 강사 연수로 역량 강화
- 간담회 및 시민감사관 운영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투명성 제고

지역 연계 방과후학교 활성화
· 통합방과후학교 확대로 지역 방과후학교 활성화
- 지역 기관 및 대학 연계 통합방과후학교 확대로 방과후학교 교육생태계 구축(21기관)
-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통한 통합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질 관리 강화

· 지역 연계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 부산방과후행복카드 확대 운영으로 지역사회 문·예·체 프로그램 제공
- 기장 빛물꿈 행복예술학교 및 지역 연계 학생·학부모 동아리 운영
- 지자체 및 기관 연계 학교 밖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발굴 및 안내

방과후학교 업무지원 강화
· 방과후학교·돌봄지원센터 확대로 학교 업무 센터로 대폭 이관
- 단위학교 업무지원을 위한 방과후학교·돌봄지원센터 조직 및 역할 확대
- 센터 내 학교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방과후학교 회계·민원 등 업무 직접 처리(초 100교)
- 센터의 콜센터 기능 강화로 민원을 직접 상담하고 즉시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

· 방과후학교 업무지원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업무 표준화
- 방과후학교 업무지원시스템 사용자 맞춤형 기능 개선으로 시스템 편의성 제고
- 회계 업무처리 과정 표준화 및 징수·지출 등 회계 표준서식 개발․보급으로 업무처리 간소화

2-2-1 효율적인 재난대응 및 학교안전
2-2-2 건강 더하는 학교급식 행복 나누는 영양교육
2-2-3 건전 정보문화 조성 및 디지털 기반 미디어교육
2-2-4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성평등 문화
2-2-5 학생보호를 위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2-2-6 몸과 마음이 건강한 부산학생
2-2-7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2-2-8 근로자가 안전한 산업안전보건관리

· 방과후학교 심사지원시스템 운영으로 학교업무경감
- 개인위탁강사 선정을 위한 1차 제안서 심사지원으로 학교 업무경감(희망하는 초등학교)
- 사용자별 매뉴얼 보급, 담당자 연수, 모니터링 및 기능 개선으로 시스템 활용도 제고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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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효율적인 재난대응 및
학교안전

추진부서
안전기획과

추진부서

2-2-2

건강 더하는 학교급식
행복 나누는 영양교육

· 각급학교 재난대응능력 강화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원

· 우수 식재료 사용 및 건강한 식단 운영으로 학교급식의 질 제고

· 학교 교육과정 연계 안전교육 실시로 안전역량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 체험형 영양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미래인재 양성

재난 대비·대응 체계 강화

질 높고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

· 재난 ‘위기 단계’별 적극 대응 및 지원

· 우수 식재료 구입비 지원

- 재난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신속한 대비·대응으로 학교(기관)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 재난상황전파시스템(긴급재난문자시스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한 선제적 재난 대응
- 부산시 등 재난대응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등 상시 협력체계 강화

· 다양한 재난안전 훈련 및 선제적 안전 대책 추진
- 다양한 재난유형에 대한 종합훈련 및 현장감 있는 재난대응훈련 추진
- 어린이 주관 안전훈련, 실습·체험중심 재난 대비 훈련 확대
- 학교여건을 반영한 종합 안전관리계획 시기별·계절별 안전 대책 수립

학교생활교육과

- 유치원 및 초·중·고 학교급식비, 초등학교 친환경 우수농산물 식품비

· GMO(유전자변형농산물) 없는 식재료 구입비 지원
- NON-GMO 식품비 지원: 1인 1식당 130원(급식비에 포함하여 지원)
- 지원품목(20개): 장
 류(국간장, 양조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쌀엿, 밀가루, 전분류(감자, 고구마), 식용유(해바라기유 등), 참기름,
두부류(경두부, 연두부, 순두부), 스위트콘, 토마토케첩, 김류[조미김(8절), 조미김가루], 튀김가루, 부침가루

· 학교 채식급식 운영
- 학교급식 채소․과일 먹는 날 확대․운영(40교)
- 학교 채식급식 연구학교 운영(5교) 및 성과보고회 개최(1회)

학생과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활성화
· 체험 중심 학생안전교육 실시
- 「부산학생안전체험관」 및 「부산119안전체험관」 연계 체험형 학생안전교육 실시

「영양교육체험관」 운영
· 체험형 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 전문기관 연계 ‘학교로 찾아가는 안전교육’ 운영

- 교육과정 연계 학생 체험 활동 및 교직원 조리체험 연수 프로그램 운영

- 지역거점 및 단위학교 교육과정 연계 교실형 안전체험관 활용 안전교육 실시

- 학부모 및 지역주민 대상 체험형 영양교육, 가족체험 프로그램 운영

· 교직원 표준안전연수 운영 및 지원
- 다양한 재난 유형을 포함한 교육부 컨텐츠 활용 재난안전교육 실시
- 교육연수원 연계 교직원 대상 원격 안전연수 실시 및 지원(14강좌 개설 예정)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연계 방학 중 대면 및 비대면 실시간 안전교육 연수 개설

· 온․오프라인 영양캠프 및 온라인 맞춤형 영양상담 프로그램 운영
- 초4~6학년 비만학생 및 학부모 대상 온·오프라인 영양 체험·상담 활동(3주간, 200명)
- 온라인 식생활진단시스템을 활용한 영양진단 및 맞춤형 영양상담 제공
- 영양상담 지원단 구성․운영(10명), 영양상담전문가과정 운영 및 연수 실시(2회)

· 영양·식생활교육 체험 한마당 운영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현장체험학습 지원

- 유관기관 연계 영양체험·학교급식연구회 연구 성과 전시 및 체험

·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지원
- 코로나 공존 대응 1일형 현장체험학습 모델 추가 개발
-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개발 및 지원
- (신규)교원 대상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직무연수 상설 운영 및 지원

· 소규모·테마형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 수학여행 모델 개발 교원 동아리 운영 및 우수사례 공모
- 교육과정 연계 소규모·테마형 현장체험학습 운영 컨설팅 지원 강화

98

쾌적한 학교급식 환경 조성
· 급식실 현대화 및 식당 설치
- HACCP 시설 기준 급식실 환경 개선(10교), 신규 식당 설치(6교), 전기식 급식기구 지원(5종)

· 학교급식 위생․안전 관리 강화
- 위생․안전점검(연 2회), 식중독 예방 진단 위생 컨설팅(10교), ‘식재료 공급업체 점검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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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 정보문화 조성 및
디지털 기반 미디어교육

추진부서
미래인재교육과
안전기획과

추진부서

2-2-4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성평등 문화

· 건전 정보문화 조성 및 유해 정보로부터의 학생 보호

·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통한 모두가 행복한 성평등 문화 조성

· 예방 중심의 안전한 사이버 교육환경 조성

· 교육과정 속 성교육 및 성폭력 근절 지원체계 강화를 통한 안전한 학교 구현

건전 디지털 문화 확산을 위한 정보윤리교육 강화

성인지 교육환경 조성

· 건전 정보문화 조성 프로그램 운영

· 성인식 개선 및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조성

- 찾아가는 정보윤리교육 특강 실시(전 초․중․고)

- 성교육 및 성인식개선위원회 운영(1회), 주요정책 성별영향평가 실시(1회)

- 정보화 역기능 예방 교단지원자료 보급 및 교사 전문성 신장 연수

- 성인지Up 네트워크(4회)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회(2회) 운영

- 개인정보 보호 및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스마트폰 관리 프로그램 ‘사이버 안심존’ 보급 및 유해정보차단시스템 운영

· 인터넷 ․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조사, 상담 ․ 치료 강화

학교생활교육과

· 교육공동체 성평등 문화조성
- 성인지 관리자 연수 및 찾아가는 성인지Up 교직원 연수(전 초·중·고 희망 450교)
- 성인지감수성 자가진단 프로그램 실시(학생, 교직원, 학부모)

-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실시(초4, 중1, 고1)

- 학부모 성인지라운지토크(2회) 및 학부모 인문성인지동아리(1팀) 운영

- 유관기관 연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학생 상담․치료(치료비 지원)

- 『부산성인지교육 웹진』 운영(분기별), 성인식 개선 및 성폭력 예방 홍보(웹툰 등)

디지털·미디어교육 활성화
· 디지털 기반 미디어 교육 지원
- 디지털 시민성 『매거진 딘』 보급(연 2회: 상․하반기)

학생 성교육 내실화
· 교육과정 속 학생 성교육 강화

- 미디어 리터러시 학생동아리 운영(초 5팀, 중 3팀, 고 2팀)

- 찾아가는 학생 참여형 성교육 지원 확대(전 초·중·고 희망 350교)

- 디지털 시민성 ․ 미디어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초․중 40교, 40팀)

- 성교육집중이수학년제 실시 초5(5차시), 중1(5차시), 고1(3차시)

- ‘부모와 함께하는 올바른 디지털 기기 사용법’ 학부모 연수(학기별 1회)

- 중학교 자유학년제 주제선택 프로그램(성인지) 운영 지원(50교)

· 교원의 디지털 기반 미디어 교육 전문성 신장

- 중․고등학교 선택교과(보건, 성교육) 확대를 통한 성교육 운영 지원(50교)

- 디지털 리터러시 교과서(중학교 선택교과) 활용 지원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보급

- 성인식 개선 공모전(1회) 및 성인식 개선 학생동아리(5팀) 운영

- 미디어 리터러시 교원직무연수 운영(4회)

- 학교 성인지교육 전문강사단 운영(30명)

안전한 사이버 교육환경 조성
·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제고 및 역량 확보
- 대상별 맞춤형 교육 확대(찾아가는 교육 실시), 개인정보 처리 절차별 세부 매뉴얼 제작․배포
- 개인정보보호 활동 지원 웹사이트 신설, 개인정보보호 소식지 발행 및 홍보 다양화

· 예방 중심의 정보보안 활동 강화
- 컨설팅 중심의 정보보안감사로 정보보호 업무 역량 강화(40개 기관)
- 보안 영역별 취약점 점검·조치로 정보 유출 방지(PC, 정보통신망, 정보시스템, 웹서비스)

· 성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사 역량 강화
- 성인지아카데미 연수(성교육 담당교사 80명, 상담(교)사 40명)
- 자유학년제 주제선택 프로그램 연수(성인지), 범교과 주제학습(성교육) 담당자 연수(1회)

· 양성평등교육 지원
-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지원(희망 450학급)
- 양성평등 중점학교 운영(초 10교, 중 5교, 고 5교)
- 양성평등 주제 애니메이션 제작·배포

ㆍ교육현장 중심의 보안관제센터 운영
-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및 관제상황실 운영 활성화로 교육현장 지원 강화
- 최신 사이버위협 분석·차단으로 선제적인 대응 강화, 침해사고 확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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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획과

학생보호를 위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지원체제 강화

· 어린이는 안전하고 학부모는 안심하는 즐거운 교육환경 조성
· 부산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안전 체험교육 공간 구축

· 성사안처리지원단 운영
- 성인권 시민조사관 운영(사안 발생학교 전수조사 및 2차 피해 모니터링)
- 성사안 처리 전문가 지원(변호사 6명, 공인노무사 7명)

통학로 안전 강화

- 단위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인력풀 구축·지원(74명)

· 스쿨존 내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교통지도 활동 지원

· 성사안 처리 담당자 역량강화

- 과속단속카메라 및 신호기 설치, 스쿨존 내 시인성 강화 시설 설치

-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 심화연수(2회, 50명), 성고충상담원 직무연수(1회, 400명)

- 보도, 과속방지턱, 안전펜스 등 지속 확충

- 성사안 처리 관련 매뉴얼 제작·배포(5종)

- 녹색어머니회, 시니어클럽의 교통지도 활동 지원

· 성사안 발생학교 일상회복 지원
-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출장상담, 의료비 지원)
- 행위자 성인지 향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지원(대면 연수비 50%)
- 사안 발생학교 성인지연수 실시(강사 지원,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운영)

· 학교 내 화장실 등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 교육청-지자체 부지 소유권 교환 등 학교 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개선
- 학교 부지 내 지자체 소유 부지와 교육청 소유의 학교 부지를 교환하여 통학로 확보
- 통학로 중 보도 설치나 확장이 필요한 경우 학교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설치

· 통학로 안전 실태 조사(정책연구용역) 실시
- 인근 대규모 공사 등으로 인한 통학로 안전 실태 조사 및 해소방안 마련

- 전문기관 불시점검 위탁용역(4회)
-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합동점검단 운영(2회, 초·중·고·특수 각 1교)

학생보호를 위한 인적·물적 지원
· 어린이 통학버스 관리시스템 운영
- 통학버스 안전관리 현황조사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관리 시스템 지속 운영

·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경비실 설치 지원
-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보호를 위한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 운영(교당 1~2명)
- 외부인 출입관리, 학생보호 안전망 강화를 위한 경비실 설치 지원(13교)

셉테드(CPTED)* 구축
· 부산형 셉테드(CPTED) 추진
-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을 고려한 감성적 환경 개선(초 2교, 중 5교, 고 2교)
- 지역사회와 함께 만드는 범죄없는 마을공동체 조성

· 외부인 침입 예방에 중점을 둔 모델학교 구축
- 셉테드 사업 추진 9교 중 3교 선정(초, 여학교 우선 검토)
- ‘접근통제 강화’에 중점을 두고 방문예약제 등을 접목한 모델학교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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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교육과

몸과 마음이 건강한
부산학생
「부산학생안전체험관」 전시체험공간 구축

신규

·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반영한 체험실 구성

· 건강한 부산학생만들기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자기 건강관리 능력 향상
· 교육과정과 연계한 흡연예방 교육활동으로 흡연예방교육 내실화

- 생활안전체험실, 교통안전체험실, 대형교통안전체험실, 신변안전․응급처치체험실, 재난안전체험실(직업안전 VR체험존 포함)

· 부산의 지역적 특색 및 학생 발달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체험공간 구축
- 해양도시 부산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선박안전체험존 운영(대형교통안전체험실 내)
- 초등 생존수영교육 실시 및 실제적 해양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수상안전체험실 운영
- 유아의 눈높이에 맞춘 어린이안전체험실 구축(신변안전, 교통안전, 생활안전, 화재대피 등)

「부산학생안전체험관」 운영

신규

· 학생단체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 운영일 및 운영시간: 학기 중 월~금(주 5일), 10:00~15:30(1일 3회차 운영)
- 차량 지원을 통한 단위학교 업무경감 및 안전한 학생 이동수단 확보

· 초등 생존수영교육 운영
- 운영 대상: 초등학교 3~5학년 학생(단체)

건강한 학생성장 지원
· Good-Smile 건강증진 연구학교 운영
- 체육·보건·급식 협업프로그램(신·박·한 on 앱·웹) 운영
- 교육과정과 연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연구학교 운영(초·중 각 1교)

· 학생정서케어시스템 운영
- 전문기관 심층평가 연계 지원 및 학교마음건강 자문의사 운영(50회)
- 병원 정밀검진비(1,000명) 및 치료비(180명) 지원

· 아토피․천식 케어시스템 운영
- 아토피․천식 예방물품(보습제, 마스크) 지원, 교육 실시 및 홍보자료 제작

· 학생비만 예방 프로그램 운영
- 초등학교 건강한 돌봄 놀이터 운영(40교), 칼로리계단 걷기 실시(70교)

· 척추측만증케어서비스 지원
- 척추측만증 학생 보조기 제작 및 치료비 지원(50명), 예방교육자료 제작·보급

- 운영일 및 운영시간: 학기 중 월~금(주 5일), 9:00~12:00

· 교직원 대상 안전체험교육 직무연수 운영
- 여름방학(1~5기), 겨울방학(6~10기) 중 안전체험 중심 직무연수 운영(1일, 5시간)
- 안전교육 정책 이해 및 7대 안전교육 표준안에 따른 체험관 투어․체험 진행

· 가족, 지역주민 등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
- 방학 중 가족․지역주민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 월~금(주5일), 1일 2회차 운영
- 수영장 상시 개방으로 지역주민 편의 도모: 평일(오후) 및 주말(전일) 프로그램 운영

흡연예방교육으로 ‘나는 NO-담, Yes-건!’*
· 학생 중심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활동
- ‘나는 NO-담, Yes-건!’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
- 흡연·음주 실태조사(초등 준심화형 학교, 전 중·고)
- 학생정책제안 동아리(7팀) 및 HAHA 서포터즈* 2기(8팀) 운영

· 학교 중심 흡연예방교육사업 운영
- 흡연예방사업 유형별(기본형·준심화형·심화형) 학교운영비 지원(638교)
- 학교흡연예방사업 컨설팅(온-오프라인), 흡연예방교육자료 제작·배포(638교)
- 흡연예방사업 지원단, 찾아가는 금연학교 운영(80교)

· 흡연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
- BRT(중앙차로), 부산도시철도를 활용한 흡연예방 공모전 우수작 전시(~2022.2.7.)
- 유관기관 네트워크로 흡연학생 금연상담 및 지원

나는 No-담, Yes-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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셉테드(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학생 스스로 비흡연을 다짐하고 금연을 권유하며 함께 건강을 약속하는 프로그램

건축·환경의 적절한 설계와 효과적 사용을 통해 범죄유발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기법
교내·외 후미지거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장소에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하여 학생들의 소통과 참여 공간 조성

HAHA 서포터즈(Healthy Attitude-건강한 행동, Happy Attitude-행복한 행동)
흡연예방 및 금연홍보로 건강태도를 가지고 행복한 행동으로 이끌고자 하는 서포터즈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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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추진부서
학교생활교육과
시설과
안전기획과

추진부서

2-2-8

근로자가 안전한
산업안전보건관리

·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 도모

· 작업현장 유해·위험요인 제거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 안정적인 고품질의 부산교육망 인터넷 서비스 제공

· 근로자 안전보건 역량 강화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추진

학교 환경위생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학교 미세먼지 피해 예방

· 내실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 체제 운영

- 교내 공기정화장치 운영비 및 미세먼지 청소비 지원
- 학생 계기교육 및 담당자 연수 실시, 학교 미세먼지 대응 정기점검(2회)

· 교사 내 환경위생 관리
- 학교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 신규·보수교육, 위해성 평가(2회)
- 학교 석면안전성 검증 석면조사 위탁 용역(413교)
- 학교 먹는 물(정수기) 위생관리 현장점검(전체 정수기의 10%이상)
- 교사 내 공기질 전문기관 위탁 측정(2회, 전 학교)

안전기획과

- 노·사 상호협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사전 실무협의회 소통 역할 강화

· 급식 및 시설분야 작업현장 위험성평가 기술적 업무지원
- (’22년) 고등학교→(’23년) 중학교→(’24년) 초등학교 순으로 연차별 순환 업무 대행(공립 해당)

· 찾아가는 안전보건점검·컨설팅 강화로 작업환경 개선
- 법령 준수사항 안내·지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지도(100교)
- (과학실) 실험 시 취급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파악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8교)

·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을 통한 금지행위 및 시설 심의(상시)
- 교육환경보호구역 합동점검반 구성․운영(12회), 유해업소 전수조사(1회)

맞춤형 안전보건교육 역량 강화
· 전문지식 함양 맞춤식 산업안전보건교육 정착

교육환경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
· 중기(2023~2027년) 교육환경개선사업계획 수립
- 교육수요와 변화된 교육정책 반영
- 학교 현장 노후시설 개선에 대한 수요자 체감만족도 제고
- 교육(지원)청별 예산 관리로 지역 간 시설 불균형 해소

·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속 추진
- 노후시설개선 등 6개 분야 46개 세부사업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 내진보강사업(성능확보 기준): 35동, ’22년 내진 확보율 75.2%
- 교실 석면천장 교체: 31교 1,526실, ’22년 석면천장 교체율 87.3%
- 분류식하수관로 연결사업: 425교

· 교육시설물 안전점검

- 관리감독자 교육(연 16시간), 근로자 정기교육(분기 6시간), 신규채용자 교육(채용 시 8시간)

· 유사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재해 사례 공유 강화
- 실제사례중심 산업재해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공유 『산업안전 소식지』 (분기 1회)
- 현업근로자와 직접 소통 및 산업정보 전달 카카오톡 채널 『안전보감』 확대 운영(수시)

근로자 안전 및 건강 유지·증진
·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직업성질환 사전 예방 위한 급식종사직원 특별건강검진(흉부 X-Ray, 폐활량, 문진 등)
- 부산근로자건강센터 업무협업 종합의료상담 ‘이동의료서비스’(1월, 200명)
- 예방의학전문의와 함께하는 ‘허준이 간다’*, 근골격계질환 예방 스트레칭 챌린지 운영

- 정기안전점검: 제2종시설물 77교(기관) 93개소(동), 제3종시설물 579교(기관) 1,049개소(동)
- 정밀안전점검: 제2종시설물 44교(기관) 52개소(동), 40년 경과 90교(기관) 108개소(동)

부산교육망(스쿨넷) 고도화
· 교육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부산교육망(스쿨넷) 서비스 제공
- 사립유치원 정보시스템 접속환경 개선: IPSEC VPN(가상 전용회선) 도입
- 인터넷 회선, 전용회선 서비스 장애 모니터링 및 대응 강화
- 각급기관(학교) 인터넷 통신비 일괄 예산편성 및 매월 납부
106

허준이 간다
예방의학 전문의가 학교로 찾아가 현업근로자 업무성질환 예방 상담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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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부서

2 0 2 2

추 진 과 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책임교육

2-3-1

중등교육과

참여와 존중의
맞춤형 특수교육
·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 교육력 제고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체계 강화

2-3

더불어 성장하는
맞춤형 교육

통합교육 내실화
·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교육(지원)청별 통합교육지원단(6팀), 통합교육 거점유치원 운영(5개원)
- 대학 연계 특수교육대상자(특수학급) 교육활동 지원 자원봉사자 운영(30교)
- 통합교육 지원 가이드북, 특수학급 운영 매뉴얼 자료 보급

· 협력적 통합교육 운영
- 통합교육 협력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선도학교 ‘정다운 학교’ 운영(4교)
- 일반·특수교사가 함께하는 주제중심의 통합교육 연구회 운영(1팀)
- 통합학교(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일반학교) 교(원)장 대상 특수(통합)교육 연수 운영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 특수학교(급) 장학(현장지원, 지구별 자율장학, 교내장학, 컨설팅)
- 직업교육 중점학교(1교), 직업교육과정 특성화(3교) 지원

2-3-1 참여와 존중의 맞춤형 특수교육
2-3-2 지속적인 성장과 통합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
2-3-3 이해와 공존의 상호문화교육

- 특수학교 자유학년제(13교), 진로교육집중학년제(1교) 운영

· 특수교육 연구 및 현장 지원
- 중도·중복장애 교육과정 연구회(1팀), 자유학년제 교과연구회(13팀) 운영
-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연구학교 운영 지원(1교), 긍정적 행동지원 프로그램 운영
- 특수(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지원단 운영(5팀, 38명)

2-3-4 수요자 맞춤 학업중단예방 대안교육
특수교육 지원 및 교육여건 개선
·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강화
-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 운영(특수학교 15교, 특수학급 200교, 유관기관 27기관)
- 특수학교(급) 1인 1기, 동아리 문·예·체 활동지원(10교), 문화예술 공연지원(10교)
- 장애학생체육대회(전국대회 200여 명, 교육감기 1,000여 명), 전국장애학생 e페스티벌(100여 명)

· 특수교육 여건 개선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원예체험 학습장 지원(4교)
- 노후 특수학급 교실 리모델링(25학급), 특수학교(급) 학급 신·증설 환경개선비 지원(22학급)
- 특수학교 안심알리미, 통학버스 위치추적서비스, 운전자 스마트폰 제어 시스템 이용료 지원(8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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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추진부서
중등교육과

지속적인 성장과 통합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
·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강화
· 지역사회 협력 체계를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직업교육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My JOB 프로젝트'*
· 특수학교(급) 직업교육과정 운영 지원
- 특수학교 학교기업 지원(2교),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지원(1교)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 직업교육 거점센터 운영(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 식품가공, 제과제빵, 바리스타

· 유형별 거점지원센터 운영

- 장애학생 직업실기 역량 강화 지원(125명)

- 거점지원센터 지정・운영(6개): 진로・직업(본청), 장애 영・유아(서부), 지체장애(남부), 발달장애(북부), 시각장애(동래),
청각장애(해운대)
- 장애유형별 특색 프로그램 운영: 시기능 평가, 속기 지원, 진로직업체험,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대여 등

· 특수교육 기회 확대
- 특수(통합)교육 지원 강화: 순회교육 지원 확대(연중), 통합교육지원실 구축(5교)

·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직업교육 운영 지원
- 지역사회중심 기관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부산지역 복지관 등 20개 기관)
- 장애학생 기관연계 직업평가 운영(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300여 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계 직업교육(체험) 운영: 위탁교육(7명), 직업체험(430여 명)

· 장애학생 현장실습 및 취업・진학 지원

-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확대: 병원학교(3교), 원격수업(위탁 2기관), 학교복귀프로그램 운영(5교)

- 장애학생 원스톱 취업지원 협의체 운영(12개 기관) 및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지원

- 의료적 지원(가래흡인, 경관영양 등)이 필요한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 장애학생 진로설계 아카데미 운영(학생, 학부모, 교사 100명)

-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 내 특수학급 마중물동아리 프로그램(3강좌) 운영

-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 운영(한국장애인개발원 위탁, 12명)

·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확대

- 특수학교(급) 고등학생(전공과) 대학생활 체험 지원 프로그램 운영(110명)

- 수요자 중심의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 및 운영 지원(760명)
-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지원 서비스: 치료지원・통학지원・보조공학기기 지원
- 온・오프라인을 통한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100가족)

My JOB 프로젝트
특수학교(급) 장애학생 대상 우리교육청 진로・직업교육 지원 사업 브랜드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 ‘世울림’* 교육활동
- ‘世울림’ 인형극(100개원), ‘世울림’ 공모전(2개 분야),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400학급)
- 특수학급 미설치교 장애인식개선 교육활동 지원(151교), 장애공감문화 조성 활동 지원(5회)

·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6팀(본청 1, 교육지원청 5), 정기・특별지원 실시(150회)
- 인권보호 특색사업 운영: 인권침해 예방상담(30교), 장애학생 성교육(60교), 장애인권 교육(60교), 인권보호 인형극(22개원),
인권보호 연수(교사 및 학부모)
-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침해 실태조사(교육부): 특수교육대상자(초4~전공과), 보호자, 교원
世울림
‘세상을 울리는 작은 소리’란 뜻으로 장애이해교육, 장애공감문화 조성, 장애인권보호 등 모두를 아우르는
우리교육청 장애인식개선 사업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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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와 공존의
상호문화교육

추진부서
교육혁신과

추진부서
학교생활교육과

2-3-4

수요자 맞춤
학업중단예방 대안교육

·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교육환경 조성

· 학교 중심의 학업중단 예방 활동 및 꿈멘토 기관을 통한 맞춤형 지원

· 다문화·탈북학생 적응력 향상 및 교육기회 보장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대안교육으로 학업중단 예방 활동 강화

상호문화교육 활성화

단위학교 학업중단 예방 활동 지원

· 다문화 감수성 제고

· ‘학업중단 위기 및 숙려제’ 지원을 위한 꿈멘토 통합 기관 운영(19기관)

- 교육과정 연계 다문화이해교육: 연간 2시간 이상(전 초․중․고)
- 다문화감수성 교실(2종): 희망학교 방문형, 부산다문화교육지원센터형

· 다문화․탈북 이해교육 지원
- 다문화․탈북학생 및 학부모 동아리 운영(10팀), 교원 역량 강화 연수
-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 및 부산광역시학력심의위원회 운영

· 다문화․탈북학생 어울림 문화예술교육 지원
- 다문화․탈북학생 오케스트라, 국악단, 사물놀이 운영 지원, 어울림 축제 운영

-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및 숙려제 희망 학생 모두에 대한 상담과 숙려제 활동 지원
- 찾아가는 상담 및 숙려제 활동 지원을 위한 스쿨 119 긴급지원단 운영

· 학교 자체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지원
- 집중지원학교(20교) 및 숙려제 희망학교(40교)를 통한 학교 중심의 학업중단 예방 활동 지원

학업
중단위기
학생

다문화·탈북학생 맞춤형 교육 운영

●

담임 상담→상담교사 상담→부장 상담→관리자 상담

●

숙려제 필수 안내(근거: 초·중등교육법 28조 ⑥항)

●

꿈멘토 기관 및 스쿨 119 긴급지원단 신청

●

부산시교육청 지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안내

·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 및 초기 적응 지원
- 한국어학급 운영: 학교형(17학급), 센터형(1학급), 위탁형(4학급), 방문형(상시) 운영
- 한국어 교육과정(KSL)에 따른 온라인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교육부․시도교육청 공동 개발

· 맞춤형 멘토링 운영
- 학교 적응력, 심리․정서 상담,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위한 대학생․교사 멘토링 운영
- 진로․진학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다꿈 멘토링 운영

· 중도입국 학생 초기 적응 지원
- 다문화언어강사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다문화교육 3기관, 탈북교육 1기관)

「부산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 다문화․탈북학생 공교육 적응 지원
- 중도입국 학생, 외국인 학생 대상 「원스톱 지원 서비스」 운영
- 각국 언어 통번역 서비스 제공(다봄서비스)

· 글로벌 세계시민 역량 함양
- 부모나라 언어 습득 및 문화 이해를 위한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운영
- 토요가족 상호문화아카데미(유․초․중) 및 세계언어교실, 보이스트레이닝

· 다문화․탈북학생 진로교육 및 상담
- 다문화․탈북학생과 학부모 대상 입학설명회 및 교육공감 토크: 연 2회(유․초․중․고)
-「부산진로진학지원센터」 연계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 「부산다문화교육지원센터」 온라인 실시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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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 부산 지역 소재 위탁교육기관 현황
구분

한빛학교

부산
자유학교

다온학교

조은학교

행복학교

미래학교

마리학교
(미혼모)

학교급

중

고

고

고

중·고

중·고

초·중·고

위 치

금정구

동래구

부산진구

중구

사하구

금정구

서구

학급수

3(중)

7(고)

3(고)

3(고)

2(중1, 고1)

3(중1, 고2)

3(통합)

특색교과

직업능력(11)
특기체육

영상제작
레저스포츠

악기연주
문화활동

3D
공연안전

응급처치
병원코디

커피자격
미용(네일)

미혼모
자립지원

※ 송정중학교(기숙형 대안학교, 6학급 운영)

· 전국 소재 위탁교육기관 현황
기관명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국립인터넷드림마을

해맑음센터

학교급

초·중·고

중·고

초·중·고

위 치

경기도 용인시

전라북도 무주군

대전광역시

대 상

정서·행동 분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학교폭력피해

지원시기

학기 전(방학중)

기수별 지원

수시

· 학업중단 학생의 안전한 교육활동 지원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교육청 등록 업무 시행(2022.1월 이후)
- 안전한 교육활동 및 교육 소외 계층을 위한 방역물품 구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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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주요업무계획

미래를 함께 여는
부산교육

2 0 2 2

추 진 과 제

소통과 협력의
참여교육

3-1

소통과
협력의
참여교육

소통과 공감의
학교문화 혁신
3-1-1 소통ㆍ행복ㆍ성장의 부산다행복학교
3-1-2 모두가 함께하는 학교문화 혁신
3-1-3 공감ㆍ소통ㆍ존중의 교육활동 보호
3-1-4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교육정책연구
3-1-5 학교공간 혁신사업

1. 소통과 공감의 학교문화 혁신
2.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생태계 확산
3. 현장을 지원하는 청렴한 교육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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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부서
교육혁신과

3-1-1

소통·행복·성장의
부산다행복학교
· 다행복학교의 안정적 운영 및 질적 심화로 공교육 발전 모델 제시

· 다행복학교 성과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운영

· 교육공동체 혁신 역량 강화 및 혁신교육 전문 인력의 체계적 양성

- 학교 간 네트워크 운영: 관리자, 리더교사, 학부모 네트워크 운영
- 학교 밖 네트워크 운영: 부산다행복학교 연구회(교원, 전문직), 권역별 담당자

다행복(예비)학교 안정적 지원
다행복학교 일반화

· 다행복학교 운영 및 다행복교육벨트 구축
- 다행복(나눔·자치)학교* 운영: 65교(유 5, 초 32, 중 21, 고 6, 특 1)

· 다행복학교 성과 확산

- 다행복교육벨트 구축: 10개

- 다행복교육 거점학교 운영: 다행복나눔·자치학교

· 다행복학교 운영 내실화

- 권역별 협의회 운영: 다행복학교-다행복공감학교 간 협력 및 네트워크 지원

- 다행복교육지원단 구성·운영: 컨설팅·평가·네트워크 운영 및 일반화 자료 개발·보급

- ‘학교여는 날’ 운영: 다행복학교 실천 사례 공개

- 맞춤형 운영 지원: 신규지정교 시작단계 컨설팅, 중간·종합평가 연계 컨설팅, 권역별 상호협력 컨설팅, 수시희망 컨설팅 운영

- ‘다행복교육한마당’ 운영: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성과 공유

- 연차별 평가를 통한 성장 지원

- 다행복학교 실천사례집 개발·보급(5종)

구분

자체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

대상

1, 3, 5, 7년차
다행복(나눔·자치)학교

2, 6년차
다행복(나눔·자치)학교

4, 8년차
다행복(나눔)학교

방법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
학교조직문화진단 등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
전문적 학습공동체 연계 실행 연수 운영,
평가단 현장평가

환류

자체성찰 및 컨설팅

성찰 워크숍 및 컨설팅

자체 콘퍼런스 및 컨설팅

· 다행복학교 성과 홍보
- 홍보 리플릿 및 동영상 제작 배포(11~12월)
- 다행복교육 캐릭터(다행이, 복이) 활용 홍보물 제작·배포(수시)
- 다행복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활동 자료 공유

· 다행복학교 발전 모델 개발·운영
- 다행복자치학교* 운영: 8교(초 5, 중 2, 고 1), 학교자치 확대 및 교육과정 다양화 과제 추진, 행정 혁신사항 시범 적용
-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정책 포럼(4회), 다행복교육 2.0* 운영 계획 수립
- 다행복교육벨트 운영 내실화: 초·중학교 협의회 운영(2회)

다행복나눔학교
다행복학교를 4년간 운영 후 지정기간을 연장 신청하여 재지정된 부산다행복학교를 의미.

교육공동체 혁신교육 역량 강화

지역에서 학교의 교육활동과 실천 사례를 상시 공개·공유하는 거점학교의 역할을 하게 됨

· 학교혁신을 위한 리더교사 양성 확대 지원

다행복자치학교

- 부산 혁신교육 아카데미(리더교사 기초·심화·실천가) 운영
- 2,3기 혁신교육대학원 운영 지속(59명), 4기 혁신교육대학원 선발·운영(30명)

· 교육공동체 혁신역량 강화 직무연수 및 워크숍 운영
- 신규지정 다행복학교 연수: 맞이→소통→성장→성찰 직무연수
- 교육공동체 혁신역량 강화 직무연수: 집합(3회), 원격(2회)

2021학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미래형 부산다행복학교를 의미. 부산다행복학교를 4년 이상 운영한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지정하며 부산다행복학교가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질적 도약을 위해 시범적인 과제를 운영하는 발전 모델임.
다행복나눔학교와 마찬가지로 지역의 거점학교의 역할도 함께 수행함
다행복교육 2.0
8년간의 부산다행복학교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부산다행복학교의 모습과 과제, 9년차 이상 운영학교
의 역할, 학교혁신 전면화 등을 위해 기존의 정책을 보다 발전적으로 연결하고 심화하기 위한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의미

- 주체별 워크숍 운영: 관리자, 리더교사, 행정실장, 공무직원, 학부모 등

116

117

Ⅳ. 2022 추진과제

3-1-2

모두가 함께하는
학교문화 혁신

추진부서

추진부서

교육혁신과

교원인사과

3-1-3

공감·소통·존중의
교육활동 보호

· 민주적 협의 문화 확산 및 전문적 학습공동체 내실화를 통한 자치문화 정착

· 교육활동 보호 지원시스템 현장 정착으로 안정적 교육활동 보장

· 학교 자율성 및 책무성 확대로 학교 교육력 향상

·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교육회복 및 교육활동 침해 예방

민주적 학교 운영 지원

공감·소통·존중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 강화

· 토의․토론 중심의 다모임 운영

·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 구축 강화

- 학교교육계획에 교직원, 학생, 학부모 다모임 운영 반영
- 다모임 운영 역량 강화: 다모임 연수(2회), 학교 내 다모임 워크북 제작·보급(4월)

·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지원
- ‘신학년 함께 준비하는 달’ 운영(자체평가기간-얼개작성기간-집중운영기간)
- 학교문화 개선 우수기관 탐방(1회)

전문적학습공동체 성장 지원
·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내실화
- 단계별 지원 워크숍 운영(3회), 학습 공동체 리더 및 강사 인력풀 양성(교사연구회 4팀 운영)

·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성과 일반화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을 위한 One-Stop 지원단, 위기교원 전담지원단 상시 운영
- 교육활동과 교사 사생활 분리를 위한 교원 업무용 전화번호 지원 서비스 운영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변호사 선임비, 신체·심리치료비 지원(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
-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휴직자 제외, 기간제교원 포함)

· 교육회복 및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소통과 존중의 힐링데이, 아카데미 등 교육활동 침해 예방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치유·예방 프로그램 지속 운영(심리상담, 집단상담, 법률상담, 교원힐링캠프, 온라인 심리검사 등)

·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및 교육자료 제작·보급
-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2022 개정판) 제작·보급
- 학생·학부모·교사용 동영상 교육자료 지원

- 자료집 제작·보급, 강사 인력풀 활용을 통한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교원힐링센터」 운영 확대
학교문화 혁신 확산
· 학교혁신 추진 방안 발굴․확산 노력
- 부산다행복교육추진단 운영(월 1회): 혁신교육 확산을 위한 부서별 관련 사업 반영
- 학교문화 혁신 기관 노력도 평가: 67개 기관·부서, 부서 간 협업 노력 평가

· 학교문화 혁신 정착 및 확산 지원
- 찾아가는 학교문화 혁신 성장지원단 및 관리자 역량 강화 워크숍 운영
- 학교혁신포럼 운영: 다행복교육 2.0, 다행복교육지구 시즌2

· 교원힐링센터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
- 상담 인력풀 확대로 위기교원에 대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 교육활동 지원
- 위기 및 다양한 상황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위한 비대면 상담 활성화

· 공감․소통․존중 프로그램 확대 운영
- 학교현장 즉시 활용 가능한 공감·소통·존중 주제 심화 프로그램 확대

· 이용편의와 접근성을 높인 「동부교원힐링센터」 확장·이전
- 교원에 대한 맞춤형 상담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최적의 환경 확보

자율적 학교운영 지원
· 학교자치 기반 조성
- 학교자치 추진협의회 운영: 영역별 협의회 운영, 학교자치 로드맵 수립
- 학교자치 활성화 지원: 정책 평가 협의회 및 포럼 운영, 홍보 자료 개발․보급

· 자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자체평가 운영
- 학교 특성에 맞는 자율지표 선정 및 학교문화진단 설문 활용
- 학교구성원 참여 학교자체평가 운영 지원: 학교평가지원시스템 활용 및 도움자료 발간·보급
- 학교자체평가 역량 강화: 대상별·시기별 연수 및 찾아가는 컨설팅 실시
118

스승존경 문화조성 교육활동 침해 예방
· 사제 간 상호존중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
- ‘함께해요, 선생님!’ 사제동행 프로그램 운영(초·중·고 100팀)
-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활성화로 사제 간 상호존중 문화 강화

· 스승존경 및 교육공동체 상호존중 인식 확대
- 스승존경 문화조성 및 관련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등 홍보활동 강화
- 원격수업 시 지켜야 할 예절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홍보자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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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추진부서
교육정책연구소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교육정책연구

추진부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추진단

3-1-5

학교공간 혁신사업

· 교육정책 연구를 통한 부산교육의 방향 제시 및 선도

· 학생의 주도적 참여로 학교를 학습과 놀이 등 균형잡힌 삶의 공간으로 구현

·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교육 방향 제시 및 미래학교 추진 지원

· 사용자 참여 사전기획을 통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간 조성

교육정책연구 추진

영역단위 공간혁신사업 추진

· 교육정책연구 수행

· 2022년 영역단위 공간혁신사업 추진

- 학교 및 기관 공모를 통한 연구주제 선정, 연구위원 기본연구 수행(10건)
- 교육정책 동향 수집 및 분석: 부산교육 이슈페이퍼(6건), 교육동향분석 보고서(월 4건, 총 40건), 부산교육 이슈&동향(4회),
따끈한 교육읽기(월 2건, 총 24건)
- 연구역량 강화: 교육정책 역량 강화 워크숍 운영(4회), 교육전문직 아카데미 운영(10회)

· 국·내외 협력연구 운영
- 객원연구원제: 석·박사급 교직원(10명), 이슈페이퍼 발간(10건)
- 해외교육통신원: 석·박사급 통신원(5~7명), 국가별 최신 교육동향 기사 발간
-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 공동연구로 시·도간 연구 협업 강화

· 교육정책 토론 및 연구 성과 공유
- 교육정책 세미나(4회), 부산교육 이슈토론회(8회)
- 기본연구: 중간보고회(1회), 연차보고회(1회) 및 연구결과 공유주간(12월), 보고서 발간
- 교육정책 동향 분석, 메일링 서비스, 부산교육정책 매거진 발간(2회)

사업명

대상

학교수

실수

담당부서

학교자율공간혁신

유·초·중·고·특수

38

149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독서환경개선사업

초·중·고

34

98

유초등교육과

예술교육공간혁신

초·중·고

11

22

유초등교육과

초등영어놀이터

초

3

6

미래인재교육과

학점제형공간혁신

특성화고

2

4

미래인재교육과

교무실환경개선

초·중·고

19

56

교육혁신과

107

335

6개 영역

· 2022년 영역단위 공간혁신사업 전문가 인력풀 구성
- 교육과정운영과 연계한 사용자 참여설계, 공간디자인·시공 등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
- 학교공간혁신 촉진자 35명 내외 구성

부산교육종단연구(BELS)* 운영
· 종단연구 데이터 구축
- 7차년도 설문 문항(10종) 및 성취도검사 문항(3종) 개발
- 7차년도 패널 데이터 조사 실시: 설문조사(학생·졸업생·학부모·교사·학교장), 성취도검사(학생)
- 7차년도 데이터클리닝 및 성취도검사 척도점수 개발 위탁연구 추진

· 종단연구 데이터 활용
- 1~6차년도 데이터 활용 정책연구(자체·위탁) 추진

· 2021년 영역단위 공간혁신사업 백서발간
- 학교공간혁신 추진성과 홍보, 사용자 참여설계 사례 및 공간디자인 공유

학교단위 공간혁신사업 추진
· 학교단위 공간혁신사업 추진
- 대상학교: 동래고, 거제초, 전포초(3교)
- 실시설계 완료(2022.6.) 후 개축공사 착공

- 2022년 부산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 운영(1회)

부산교육종단연구(BELS)
부산 학생의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 변화와 성장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실증적 자료 수집을 통해 교육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학고 현장 적합형 교육정책을 수립하고자 부산 시내 초·중·고 178교 학생 약 9천명을 표본으로 하여
2016년부터 10년간 추적 조사하는 중·장기 사업 (BELS: Bus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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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2 2

추 진 과 제

소통과 협력의
참여교육

3-2-1

교육혁신과

마을과 함께하는
다행복교육지구 운영
· 마을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 및 교육의 공공성 확대
· 학교협동조합운영 지원을 통한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3-2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생태계 확산

다행복교육지구* 운영
· 다행복교육지구 운영 지원
- 사하, 영도, 서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 금정, 연제, 동래/ 해운대구(11개 지구)
- 학교문화 혁신지원,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 「(가칭)북부권역미래교육센터」 시설 구축 지원(북구다행복교육지구)
-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 다행복교육지구의 우수모델 개발 및 질적 향상 도모

· 다행복교육지구 담당자 역량 강화
- 실무협의회(매월), 집합 연수(2회), 컨설팅(정기 2회, 수시) 등
- 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콘퍼런스(1회), 담당자 워크숍(2회) 등

·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신규 추진 사업 발굴
- 마을 연계 생태 전환교육 활성화, 마음 돌봄 지원(마을 연계 상담 등)
- 2023년 다행복교육지구 시즌2 계획: 정책연구 및 2022년 민·관·학 토론회 결과 반영

· 성과 공유 및 확산 노력

3-2-1 마을과 함께하는 다행복교육지구 운영

- 민·관·학이 함께 나누는 다행복교육지구별 성과보고회 운영 및 홍보
- 연차별 평가체제 확립: 자체평가(1, 3, 5년차), 종합평가(2, 4년차)

3-2-2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조성
3-2-3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교육
3-2-4 학부모 참여문화 확산
3-2-5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교육 인프라 구축
3-2-6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용
3-2-7 교육이 희망이 되는 교육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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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교육공동체* 운영
·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확대
- 지원단체 확대: (’21년) 40곳→(’22년) 65곳, 단체별 10,000천원 이내
- 마을 연계 돌봄 및 진로수업, 학교로 찾아가는 수업, 마을도서관 운영, 마을 알기 수업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기반 마련
-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 운영(정기 1회, 수시)
- 다행복교육지구별 거점마을교육공동체 중심 네트워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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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부서

3-2-2

예산기획과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조성
· 마을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 마을교육공동체 성장지원단 운영: 거점 마을교육공동체(11곳) 및 마을 전문가 등

·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사업 공동 추진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
· 맞춤형 교육기부 프로그램 지원 및 학생·학교 참여도 제고

- 마을활동가 역량 강화: 워크숍(2회), 역량 강화 연수(연중), 정기·수시 컨설팅

·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성과 확산
- 마을교육공동체 아카이빙 자료(도서) 개발·보급, 마을교육공동체 성장 나눔 한마당(1회)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 강화
· 교육청·부산시의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기」 교육청-부산시 협력 강화

학교협동조합* 운영

- 정기회(연 2회), 실무협의회(연 3회 이상): 행·재정, 인력, 자원, 프로그램 등 상호 지원

·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 시기별, 사안별 협력이 필요한 아젠다 발굴을 위한 주관부서-사업부서 협의 및 조율 강화

- 설립지원단 운영: 컨설팅 및 행․재정지원, 초기 시설비(교당 10,000천원), 운영비(5,000천원) 지원
- 학교협동조합 컨설팅(10회), 설명회(1회), 집합 연수(1회), 선진지 탐방(1회)

· 학교협동조합 거버넌스 구축으로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네트워크 협의회 개최, 학생 네트워크 지원

· 교육청-부산시 4개년 비전 교육협력 추진
- 교육청․부산시 교육협력 4개년 비전 100%달성을 위한 공동 추진 및 최종 점검
- 교육청․부산시 4개년 비전 최종 성과 공유를 위한 공동백서 제작 및 성과보고회 개최
- 교육청·부산시 차기 교육협력추진단 구성 및 전략 수립

- 학교협동조합과 마을교육공동체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 공유
-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및 학교협동조합 교육, 사회적경제 학생동아리 지원

기초자치단체 및 의회 소통·협력 강화
· 기초자치단체 및 의회와의 소통·협력 활성화
- 지역별 교육협력사업 발굴, 소통 지원
- 구청장·군수협의회 및 구·군의장협의회 지역교육협력사업 간담회(각 1회)
-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자치의회 면담 및 의견 청취(수시)

다행복교육지구

교육기부 활성화

다행복교육지구는 부산시교육청과 부산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통해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공교육 혁신과 지역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넓은 의미의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정책 사업)

· 맞춤형 교육기부 프로그램 발굴 노력 및 학생·학교 참여도 제고

마을교육공동체
넓은 의미(큰마을):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교육청과 지방자
치단체 그리고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생태계
좁은 의미(작은마을): 마을의 아이(청소년)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의 주인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공동체(단체)
※ 예: ○○마을학교, ○○마을교육공동체, ○○학교협동조합, ○○교육협동조합 등

- 진로탐색 기회 제공,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다양한 교육기부 프로그램 지원
- 재능기부 프로그램 적극 참여 유도 및 기부내용 홍보

· 교육기부 문화 확산 홍보 강화 및 감사 행사
- 부산교육청 SNS 등을 활용해 교육기부 홍보 확대
- 교육기부 기관(개인)에 대한 감사 행사(메세나탑 시상식 등) 실시

학교협동조합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교육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교육경제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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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교육

추진부서
교육혁신과

추진부서

3-2-4

학부모
참여문화 확산

· 배움의 기회를 놓친 학습자에게 학력인정 기회 제공

·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학부모 자녀 교육 역량 강화

· 평생학습관 운영을 통한 교육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 교육 주체로서의 학부모 자치 실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내실화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학부모교육 운영

· 행·재정 운영의 건전성 강화

· 학부모 역량 강화 프로그램

- 회계, 업무관리 등 K-에듀파인·교직원 복무 나이스 의무 사용

- 자녀성장 단계 맞춤형 학부모아카데미(2기)

- 재정분석에 따른 합리적인 보조금 지원, 교비회계 전반 지도․점검 강화

- 학교·지역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실(연중)

- 비대면 플랫폼 활용 교직원 1:1 컨설팅 및 회계 관리 연수(연 3회)

- 체험기관 연계 부모-자녀 공동체험 프로그램(생태·해양교육 강화)

- 부정 운영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시행으로 시설 공공성 제고

- 맞춤형 학부모 온라인 연수(직장인·아버지·조부모 등, 동영상 제공)

· 학사운영의 내실화 지원으로 교육 신뢰도 제고

지원과

- 2022 부산교육 역점과제 중심의 학부모 교육과정 운영

- 학습자 중심의 시설 운영체계 지원 및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지원 장학
- 종합운영 평가결과 컨설팅 강화, 현장실습 운영·점검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운영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문해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참여와 협력의 학부모 자치활동 지원
· 학부모 자치활동 지원
- 학부모회실 설치 비품구입비 지원(희망교 31교)
- 학부모자치 동영상 제작․보급

- 초등과정 이수자 증가에 따른 중학 과정 확대(’21년 13개→’22년 17개)

-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길잡이 핸드북 제작․보급

- 성인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한 단계별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내실화를 위한 컨설팅 및 현장지도

- EBS 연계 온라인 교수·학습 콘텐츠 교육부·시도교육청 공동 제작 및 보급

· 비문해·저학력 성인의 학력인정 취득 관리 체계화

· 학부모 참여문화 내실화
- 학부모 공모사업 확대: 학부모회 학교참여 지원사업(70교), 학부모 씨앗동아리 지원(120팀)

-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나이스 연계를 통한 학력인정 이력 관리

- 학부모 지원 전문가 현장 지원 강화(104교)

- 학습자 만족도 조사 및 현장 모니터링(10~11월) 환류

- 학부모자원봉사단(놀이단, 가르치미) 운영
- 온·오프라인 학부모 간담회․원탁토론회 운영으로 소통·협력 강화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평생학습관 운영
· 지식정보 취약계층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 지역 유관기관 협력 프로그램 발굴 및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장애인 학습자 대상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 감염병 발생 등 각종 재난 상황 대비 비대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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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추진부서
정책기획과
지원과
시설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교육 인프라 구축
· 지역사회와 교육협력 강화를 통한 취약 지역의 교육격차 완화
· 양질의 교육여건 조성 및 미래 교육에 대비한 적정한 학생 배치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최적화된 학생 배치

신규

· 교육여건 회복을 위한 과대․과밀학급 단계별 해소

교육균형발전 내실화를 위한 정책 수립 기반 조성
· 교육균형발전 4단계 세부과제의 운영성과 점검 및 환류

① 분산배치

② 교실 재배치(특별교실 전환)

- 학급증설: 교실 재배치 18교, 학급 증축(모듈러 교실 포함) 10교

- 학생·학교·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정책 추진

- 학교신설: 2교

- 부산시와 공동세미나를 통한 교육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 마련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자체, 지역사회 간 협력 및 역할 공유

④ 학교 신설

- 분산배치: 일방향 통학구역 운영 10교(과밀 6교, 소규모 4교), 공동통학구역 운영 6교

- 교육균형발전위원회 운영을 통한 추진 점검 및 정책 제안

·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 강화

③ 학급 증축(모듈러 포함)

· 학교 설립 추진
- 도시개발 활성화 지역과 인구 밀집 지역의 배치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설립 적기 추진
· (’22년) 유 15개원, 초 1교, 중 1교→(’23년) 유 1개원, 초 1교→(’24년) 유 6개원, 특수 1교
- 학교설립계획 수립단계부터 교육부 연계 컨설팅 추진으로 설립업무 효율성 향상

교육지원시설 설립 추진
· 폐교 활용 방안 구상

· 균형 있는 학교 재배치로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
- 지역 여건 및 학생 배치를 고려한 지역 중심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계획 수립
- 안정적이고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 (외부) 국가교육정책변화 대응, 교육수요자 및 대외기관 등 의견수렴 및 협력
- (내부) 부산교육방향 모니터링, 타시도 사례 벤치마킹, 내·외부TF 운영 및 분야별 관계자 협의

· 교육지원시설 설립 추진
- (가락중 활용) 「(가칭)학생창업지원센터」 설립

학교 신설(개축) 사업 추진 및 디자인 혁신
· 학교 신설(개축) 사업 추진

· 부산지역 고등학교 재학·졸업생 대상 창업지원허브센터 구축

- ’22년 개교(준공): 명지가온유치원, 명지꿈자람유치원, 온샘초, 오션중, 해운대초, 기장중

· 사업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설립 기본 계획 수립 등 추진

- ’23년 개교(준공) 예정: (가칭)명지5초, 금강초

- (서곡초 활용) 「서동도서관」 확대 이전
· 지역사회 문화 활성화 및 평생교육을 위한 복합문화센터 구축
·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역사회 의견 수렴 등 추진
- 「(가칭)부산학생해양수련원」 설립
· 해양 안전교육 및 레포츠 체험 등을 위한 해양교육전문시설 마련

- ’24년 이전 예정: 부산솔빛학교

· 학교 디자인 혁신 추진
- 재난위험시설 개축학교 건축설계 공모: 동명초, 부산중앙여중, 부산진고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건축설계 공모: 낙동초, 대연초

· 사업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설립 기본계획 수립, 재정투자심사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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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부서
재정과

3-2-6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용

추진부서

3-2-7

교육이 희망이 되는
교육복지 실현

· 국·공유재산의 적기 매입 및 처분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성 증대

·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

·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을 통한 종합적인 관리

· 학생 개개인의 성장에 맞는 맞춤 복지 지원으로 교육격차 해소

이전학교 부지매입 및 국·공유재산 교환추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 부산솔빛학교 이전 부지 매입(토지 19,412㎡, 32필지)

· 학생성장을 지원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 협의 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 불가 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의한 수용

- 교육복지 대상학생 개별 맞춤형 통합 교육복지서비스 지원
- 사업관계자 교육복지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동아리 운영

· 국․공유재산 교환 추진
- [국](가칭)부산예술학교, 부산학생안전체험관 내 국유지↔[공](폐교)눌차초, 천가초장항분교, 구외부지

- 현장 소통과 협력을 위한 교육복지협의체 운영

· 교육복지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지역교육복지안전망’ 구축·운영

·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무단점유 및 유휴상태 확인
- 구외부지 현황 파악 및 미활용 구외부지 활용 계획 수립(매각, 교환, 사용·수익허가 등)

재산관리 업무 전문성 강화
· 국·공유재산 실무협의체(

유초등교육과
학교생활교육과
재정과

- 촘촘한 ‘교육복지안전망’ 전 교육지원청 확대 운영 및 전담인력(5명) 배치
- 교육취약학생 발굴을 위한 학교-교육지원청 학생지원체계 마련
- 학생지원 중심의 지역네트워크 구축, 교육복지 자원 발굴·연계 강화

학생 교복 지원
) 운영

- 교육청-교육지원청 재산업무담당자 대상
- 매회 주제 선정 및 토론, 현안에 대한 공동사고 및 정보공유
- 국·공유재산 업무매뉴얼 제작 및 보급

· 중학교 입학생 첫 교복 지원 및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운영 정착
- 중학교 입학생 첫 교복 지원(동·하복 각 1벌 기준)
- 교복 학교주관구매 운영 요령과 상한가 연 1회 보급 및 고시

· 부산시 자치구 고등학교 교복 구입비 사업 지원
- 고등학교 교복 지원 관련 자치구 담당자 협의회 개최(연 2회)

폐교재산의 활용 및 관리
· 폐교재산의 건전한 활용(매각, 대부, 임시 개방)
- 폐교(좌성초):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수의매각 추진

- 자치구별 지원 신청서 간소화 및 증명 자료 제공으로 민원 감소 및 업무 경감

· 교복나눔(물려주기) 운동 활성화
- (사)두드림교복센터와 연계하여 기증 교복 수거, 수선, 세탁 후 유·무상 활용

- (구)반여초: 부산환경체험교육관(부산시), 여가문화시설(해운대구청) 대부
- 지역주민을 위하여 주차장, 체육시설 등으로 임시 개방(폐교 활용 전까지)

· 폐교(이전학교)재산 관리 강화
- 폐교(이전학교)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실시, 폐교 관리카드 작성
- 폐교재산자문위원회 운영: 정기(1회) 및 수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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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2 2

추 진 과 제

소통과 협력의
참여교육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및 자격
- 초·중·고 학생 / 기준 중위소득 이하(지원항목별 기준 상이)

3-3

· 지원내용
- 교육급여
- 교육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인터넷통신비, 고교학비 및 교과서비(무상교육 제외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 급식비: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 석식비,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비
- 학습특별지원(’22년 한시): 학습교재비, EBS콘텐츠 이용료

신규

초·중·고 전체 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 지원 대상 및 자격

현장을 지원하는
청렴한 교육행정

- 초6, 중2, 고2 전체 학생
- 지원 확대: (’19년) 고2→(’20년) 중2·고2→(’21년) 초6·중2·고2

· 지원내용
- 수학여행비 지원 초 210천원, 중 220천원, 고 400천원

3-3-1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업무방식 개선
3-3-2 One-Stop 학교현장 지원
3-3-3 상호이해와 소통중심의 노무관리
3-3-4 고객중심의 신뢰받는 민원서비스
3-3-5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인사
3-3-6 공감 및 소통중심의 인사행정
3-3-7 바르고 깨끗한 부산교육
3-3-8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하는 교육정책 수립

132

133

Ⅳ. 2022 추진과제

3-3-1

추진부서
교육혁신과
재정과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업무방식 개선
· 학교업무방식 개선 및 행정업무 효율화를 통한 업무 경감
· 학교 계약 업무 전문적 지원으로 계약업무처리 효율성 제고

학교업무방식 개선 지원

학교업무경감을 위한 계약업무 지원

· 교무행정지원팀 구성 운영 및 ‘교무조직 재구조화 중점학교’ 운영

· 학교업무경감을 위한 학교 계약업무 지원 확대

- 학교 공동체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기반한 교무행정지원팀 구성 운영 강화

- 사업별·유형별 맞춤형 계약 매뉴얼 제작

- 학교급별 교무조직 재구조화 중점학교(10교) 및 지원단(10명) 운영

- 현장밀착형 계약업무 컨설팅·멘토링 운영

· 회의(연수) 문화 개선
- 관리자 대상 통합회의 운영 및 교직원 출장 최소화

- 멘토-멘티 매칭, 계약자료 통합제공을 위한 계약업무지원방(웹페이지) 구축·운영

· 학교업무경감 및 예산 절감을 위한 물품 통합(공동)구매 추진 강화

- 비대면 온라인연수(회의) 시스템 활용으로 교직원 업무부담 경감

- 통합(공동)구매 확대 시행으로 수요기관 계약업무 지원 강화

- 민주적 회의문화 조성을 위한 교무실 개선: 19교(초 1, 중 8, 고 10)

- 조달청 대량구매 가격할인제도 활용 일괄구매 추진(연 2회 이상)

· 학교자율사업선택제 운영

· 현장 맞춤형 계약업무 역량 강화

- 정책사업 정비와 연계한 과제 목록 제시

- 맞춤형 담당자·관리자 연수 운영: 사업·유형별, S2B 실무, 사례중심 등 맞춤 연수

- 교당 2개 이상 과제를 선택하여 학교 여건 및 특색에 맞는 사업 운영

- 전문가 양성과정 연수 운영: 계약 전문 컨설턴트 확보 위한 특화 및 심화 과정 연수

- 학교별 희망 금액으로 예산을 차등 지원하여 학교 예산 운용의 자율성 확대

- 학습동아리 운영: 계약 담당자 대상 학습동아리(가칭 ‘계약마스터’) 운영

· 행정실 학습동아리 운영

- 실무 자료 및 사례 보급: Q&A 사례집·계약실무편람(22년판) 제작·배부

- 실무 중심 학습을 통한 전문성 신장 및 토의․토론식 집단 사고를 통한 업무 개선
- 세입, 계약, 행정일반 등 분야별 자체 학습 및 멘토 지원(월 1회)

공문서 감축 및 질 제고
· 공문서 감축 지속 추진
- 유사 공문, 분할 공문 생산 최소화, 공문총량제(전년도 대비 4% 감축)
- 외부기관 공문 관리 프로그램 운영: 단순 홍보성 공문은 공문게시로 처리

· 학교 자치 기반의 ‘공문 자율 운영학교’ 운영
- 접수 공문에 대한 학교 자율 운영(선택)권 부여(10교)

· 공문서 질 관리
- ‘친절한 공문서 생산을 위한 점검사항 10항목’ 리플릿 제작·홍보
- 부산학교지원서비스(BSSS) ‘현장 참여 공문 모니터링’ 및 공문 모니터단(20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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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One-Stop
학교현장 지원

추진부서
교육혁신과

추진부서

3-3-3

상호이해와
소통중심의 노무관리

· 학교-교육(지원)청 간 One-Stop 지원으로 학교 행정업무 경감

· 현장 중심의 노무관리 지원 강화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

· 퇴직교직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한 학교 현장 중심 교육활동 지원

· 소통과 상호 이해를 통한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수요자중심 학교현장 지원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표준화

· 부산학교지원서비스(BSSS)를 통한 One-Stop 학교현장 지원

· 업무별 맞춤 매뉴얼 제작 및 취업규칙 개정

- 공모형 목적사업 신청, 회의(연수) 신청 등 시스템화로 효율적 업무 처리
- 비대면 온라인 연수(회의) 시스템 운영·지원
· 수요자 중심의 온라인 연수 콘텐츠 제공(LIVE 연수 진행, 동영상 제작)
· 연수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접근성 증대를 위한 홈페이지 개선
- 학교시설 환경정비, 수목관리 등 찾아가는 시설 순회 점검 및 시설관리 컨설팅 실시
- 학교현장 지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평가·환류 체계 구축

·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업무 발굴 및 현장 지원
-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할 업무 발굴 및 업무 이관 추진
- ‘찾아가는 학교업무지원 과제 발굴 TF팀’ 운영, 학교 행정업무 개선사항 모니터링
- 인력풀 통합관리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학교 희망에 따른 각종 교육활동(행사) 인력 및 서류 지원

· 교직원 법정의무교육 통합과정 원격연수 상시 개설
- 다양한 분야의 법정의무교육을 통합 편성하여 교원의 업무 경감(14과목)
- 교원, 지방공무원 대상 원격연수 상시 개설로 학교 업무의 효율성 제고

· 교원의 학교 업무를 지원하는 도움자료 꾸러미 제작 및 현행화
- 학교현장에서 요구되는 영역의 교원업무 도움자료 제작·보급
- 기존에 보급된 꾸러미의 현행화로 학교현장의 활용도 제고

· 초등 나이스 계약제교원 인력풀 관리 프로그램 운영

관리과

- 복무 업무의 통일된 기준 마련을 위한 ‘교육공무직원 복무 관리 매뉴얼’ 제작
- 직종별 주요 사항을 망라한 ‘교육공무직원 직종 관리 매뉴얼’ 제작
- 4세대 나이스 도입 대비, 체계 및 서식 일원화를 위한 취업규칙 개정

학교현장 노무관리 역량 강화
· 수요자 맞춤형 노무관리 연수
- 신규담당자를 위한 업무 추진 시기별 맞춤형 과정(6회), 노무관리 영역별 맞춤형 과정(10회)
- 학교관리자 대상 노사문제 해결 역량 강화 과정(2회)

· 현장 밀착형 노무관리 컨설팅
- 노사 갈등, 고충 상담 관련 컨설팅 실시(70교)
- 인사·노무관리 담당자, 직종 담당자 등으로 ‘현장지원단’ 구성

· 노무관리 학습 동아리 운영
- 멘토 및 멘티로 구성된 학습 동아리 운영(7회, 30명)
- 노무관리 전문가 양성 과정 연수(2회), 노무관리 전문가 평가과정(1회)
- 노무관리 연수 콘텐츠 개발 및 매뉴얼 집필 시 학습 동아리원 활용

- 초등 계약제교원 채용 업무 간소화 및 서류지원을 통한 교직원 업무 경감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퇴직교직원 활용 학교 현장 중심 교육활동 지원
· 현장 중심 교육활동 지원 내실화
- 퇴직교직원 전문성 활용으로 학생의 학습·심리·정서 등의 교육활동 지원
- 자원봉사자·단위학교 담당자 상담 및 상시 현장 모니터링(대면/비대면)

· 퇴직교직원 자원봉사자 인력풀 확보 및 홍보 활성화
- 온라인 플랫폼 활용한 퇴직(예정)교직원 자원봉사자 모집
- 홍보지(달력, 소식지 등) 제작·배포를 통한 단위학교 대상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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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과 공감을 통한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노사합동 워크숍 실시(1회), 노사협의회 실시(2회)
- 교육공무직노동조합-직종별 관리부서 노사간담회 실시(직종별 2회)
- 단체협약 이행 점검 실시(교육공무직 1회, 공무원 2회)

· 교육공무직원 동아리 활동 지원
- 학습, 운동, 취미 등의 자율 주제 동아리 공모 및 선정(20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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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고객중심의
신뢰받는 민원서비스

추진부서

추진부서
총무과
관리과

3-3-5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인사

· 신속·공정·친절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부산교육 실현

·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으로 학교 교육력 및 인사 만족도 제고

· 안전하고 편리한 행정정보서비스 제공으로 교육 수요자 만족도 제고

·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

고객 만족 민원서비스 제공

현장적합성 높은 합리적 인사 운영

· 고객 체감 민원서비스 제공

· 현장의견을 반영한 합리적 인사제도 운영

- 스마트 민원신청시스템 구축: 페이퍼리스 시스템 도입

- 전보결과 평가회, 인사간담회, 자문위원회 등을 통한 현장의견 반영

- 국민신문고 만족도 향상 노력: 찾아가는 민원컨설팅, 민원 미리미리알림제 등

- 인사관리기준 개정을 위한 ‘교원인사제도 개선 TF’ 운영

- 작은도서관 내·외부고객 이용 활성화: 화·목 야간도서관 운영, 이벤트 홍보 등

- 전보시 육아휴직 기간 합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전보가산점 부여

·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
- 친절서비스 마인드 향상 노력(친절 연수, 전화친절 컨설팅, ‘칭찬합시다’ 코너 운영 등)
- 민원업무담당자 전문성 제고(맞춤형 1:1 컨설팅, 학교 담당자 직무연수 등)

부산교육콜센터 상담품질 향상
· 부산교육콜센터 상담범위 확대
- 교육지원청 대표전화 통합운영 전면 시행: 3개 교육지원청(남부·북부·동래) 추가
- 온라인 실시간 쌍방향 상담서비스 활성화: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 전화상담서비스 품질 향상

· 비선호지역 우수교원 배치
- 임용방식 다양화를 통한 학교맞춤형 관리자 배치로 창의적인 학교경영 지원
· 교장공모제, 전입추천제(전입대상자 추천제, 전입요건제)
- 인사제도 개선을 통한 교육여건 취약지역 우수교원 배치
· 농어촌 가산점 부여 대상학교 근무경력 승진가산점 차등 부여 및 상호 전보 허용 확대
· 농어촌 교육진흥, 교육력 제고 가산점 중학교 학교급·지원청 간 교사 초빙 허용
· 신설학교 관리자 겸임 조기 배치 및 개교추진 위원 전보가산점 부여(초등)

- 상담서비스 신뢰성 제고: 상담사 전문성 강화, 업무 영역별 전문상담인력 육성 등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관리자·교육전문직원 임용

- 상담데이터 관리로 민원처리 정확도 향상: 표준상담 DB, FAQ 현행화 및 정비

· 현장 신뢰도 제고를 위한 학교관리자 임용 개선

- 정기적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분석 및 피드백 실시

편리하고 안전한 행정정보서비스 제공
· 부산교육 다모아 앱 리뉴얼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앱 리뉴얼 및 데이터 연계 표준화
- 사용자 편의성 향상 등 요구사항을 반영한 기능개선 및 디자인 개편
- PUSH 서버 자체 구축을 통한 보안 강화 및 맞춤형 알림서비스 구축

· 데이터기반 과학행정 지원체계 구축

교원인사과

- 교장공모제 운영 내실화: 표절심사 강화, 면접평가 심사 강화(상호 토의·토론 등)
- 학교경영제안서 심사 및 면접방식 다양화 등 교장 중임 심사 절차 강화
- 교(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현장평가 및 심층면접 강화(현장평가 70%이상, AI인·적성검사 결과 반영, 상호 토의·토론)

· 인성․역량을 겸비한 교육전문직원 선발 전형 강화
- AI면접, 현장평가, 토의토론, 기획력 평가 등 전형기준 강화
- 안정적 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실시 시기 조정(상반기→ 하반기)
- AI면접 인·적성 및 직무역량 평가를 활용한 직무적합성을 고려한 인사 배치

- 교육기본통계 및 교육정보시스템(NEIS, K-에듀파인)의 교육데이터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 교육정보통계시스템과 연계한 비정형 데이터 수집 및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개발

· 업무용 클라우드 시스템 운영
- 교육청 직원 110명을 대상으로 업무용 클라우드 시스템 시범운영(’21.8월~’22.6월)
- 시범운영 성과분석을 통한 업무용 클라우드 활용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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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부서

3-3-6

총무과
관리과

공감 및 소통 중심의
인사행정
· 공감하고 소통하는 인사행정으로 만족도 향상 및 사기진작
· 공직생애주기별 교육훈련으로 현장적응력 및 전문성 제고

체계적인 사립학교 교원인사 운영 강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사 운영

· 교원인사 업무의 효율적인 지원 강화

· 공정한 선발 제도 운영

- 관행적인 관리직 공석 및 직무대리 임용 개선 지도·감독 강화
- 사립학교 교원 인사실무 편람 개정 보급(시·도교육청 공동 제작)

· 단위학교 교원인사 운영 역량 강화
- 학교법인 정관 및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적정운영에 대한 컨설팅 실시
- 시교육청·교육지원청 통합 찾아가는 인사컨설팅을 통해 맞춤형 인사 관리

- 5급 승진임용 역량평가 안정적 운영: 역량평가 계획 시행(3월), 평가 실시(9~10월)
- 6급 전입공모 평가방식 개선·운영: 연 1회(4~5월), 업무실적평가 폐지, 평가항목별 반영비율 조정 등
- 신규공무원 임용시험 운영방법 개선(6~7월): 면접시험위원 구성 및 평가방식 보완 등

· 공감하고 소통하는 인사행정 실현
 지방공무원 전보점수제 적용 확대 및 지속적 개선·보완으로 수용성 제고
- 인사 컨설팅 및 고충상담창구 운영 내실화로 인사고충 적극 해소

우수 지방공무원 양성
사립학교 신규교사 교육청 위탁채용 활성화
· 신규교사 교육청 위탁제도 홍보 강화
- 전체 학교법인 대상 신규교사 교육청 위탁채용 설명회 개최
- 위탁채용에 대한 학교법인의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기관·유공자 표창

· 교육청 위탁채용 확대를 위한 업무 지원 강화

· 신규공무원 현장 적응력 제고
- 임용 전 실무수습제 내실화
- 신규임용후보자 연수 및 신규공무원 추수과정 필수교육 운영

· 공직가치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 공직생애 성장단계별 필수교육과정 의무이수제 시행: 신규 기본·추수 과정 승진자 과정 등
- 소수직렬 연수기회 확대: 수요자 중심 공모형 직무연수등

- 1:1 인사컨설팅을 통한 임용업무 관계자 역량 강화

직무몰입 제고를 위한 근무여건 개선

- 필기 외 자체 전형 학교법인 대상 컨설팅 실시로 채용 절차 준수 지도

·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문화 조성

- 위탁채용 학교(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 초과근무 없는 ‘가족 사랑의 날’(매주 수․금), PC-OFF 시스템 운영(매주 금)

· 공직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 운영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개정
- 전체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가입으로 직무수행의 안정성 보장

교육공무직원 인력 운용 내실화
· 체계적인 교육공무직원 인사관리
- 인력관리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직무분석 및 협의를 통한 적정 정원 배정 및 관리
- 직종전환, 전보기준 개선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한 전보 지속 추진

· 채용방법 개선 및 직무역량 강화
최근 3년(2020~2022) 신규교사 교육청 위탁 운영 현황
’20학년도(29개 법인 101명), ’21학년도(36개 법인 112명), ’22학년도(42개 법인 131명)

- 채용 방법 개선: 조리원 체력 점수 신설 및 배점 조정
- 교육실무원 업무 길라잡이 발간, 직무연수 및 퇴직(예정)자 재취업지원 연수 실시

· 장애인 교육공무직원 고용 촉진
- 교육공무직원 장애인 고용 사업 확대 및 장애인 고용 유공자(기관)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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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바르고 깨끗한
부산교육

추진부서

추진부서
감사관
지원과

대변인
정책기획과
예산기획과

3-3-8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하는
교육정책 수립

· 교육현장의 청렴문화 확산으로 부산교육의 신뢰도 제고

· 소통·공감하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한 홍보 활성화

· 교육비리 척결과 현장지원 중심의 감사를 통한 깨끗한 부산교육 구현

· 교육정책 및 예산 편성에 대한 수요자 참여 활성화로 부산교육 신뢰도 제고

기관 청렴도 제고 및 청렴문화 확산

부산교육정책 정기여론조사

· 기관 청렴도 제고

· 시민·교육공동체 의견 수렴(정기 6회, 수시 2회)

- 부패행위 사전차단을 위한 부패고위험 영역 집중 점검
- 고위직의 반부패 의지 제고 및 솔선수범: 청렴추진기획단 운영 등
- 다양한 교육구성원과 함께하는 청렴 정책 추진: 시민감사관, 학부모, 시민단체 등

· 청렴문화 확산
-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 제도 정착 유도: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재정환수제도 등
- 내실 있는 청렴교육을 통해 청렴의식 향상: 찾아가는 청렴교육 운영 등
-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청렴문화 조성: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 자율 청렴교육 지원 등

소통하고 예방하는 감사활동 전개
· 교육현장 중심의 예방적 감사활동 전개
- 갑질 진단 및 상담 챗봇(공감-e) 서비스 제공
- 상시 복무감찰 체계로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 개연성 사전 차단
- 학교 주관 자율형 종합감사 운영으로 학교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 교육정책 성과 제고 및 감사 실효성 확보
- 적극행정 지원 강화: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사전컨설팅, 국민신청제 등 운영
- 사업부서와 학교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컨설팅 감사 운영
- 종합감사 사후모니터링을 통한 반복 지적 사례 예방 및 학교 운영의 자율성 제고
- 자체감사 만족도 조사를 통한 현장 지원 중심의 감사활동 전개

·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열린 감사 구현
- 감사 신뢰도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시민감사관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감사 참여
-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으로 신고자 보호 강화

학교법인 건전성 및 공공성 강화
·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행ㆍ재정적 제재 시행
- 관할청의 시정·변경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한 사학기관 제재

· 수익용기본재산 관리 지원 및 법정부담금 부담률 제고
- 저(무)수익 재산을 고(유)수익 재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문가(금융, 부동산) 연수 실시
- 법인운영비용 사용기준 초과 법인의 경우 사용기준 하향 조정(25%~30% → 20%)

- 부산교육정책에 대한 시민·교육공동체의 인식과 태도 변화 추이 조사·분석
- 부산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대상으로 유무선 RDD를 이용한 전화 조사
1단계 | 사전 준비 및 주제발굴
◌ 문헌 조사

2단계 | 주제 확정
◌ 교육 현안 및 부산교육

◌ 타시도 교육청 사례 수집

4단계 | 선거법 저촉 여부 확인
◌설
 문 문항 선거법 저촉 여부 확인

3단계 | 문항 개발 및 구성
◌ 주제 관련 설문 문항 개발

역점과제 중심의 주제 선정

◌ 전달력, 이해도 높인 문항 구성

5단계 | 여론조사 실시

6단계 | 여론조사 결과 보고

◌ 설문 문항 확정
◌ 정기여론조사 실시

◌ 회차별 응답 내용 분석
◌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관련 부서 결과 환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교육수요자 참여기회 확대
-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방법 개선: 주민의 대표성을 고려한 선정요건 및 공개모집 방법 개선
-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교육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위원의 전문성 강화
-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 통로 다양화: 주민의견수렴형, 학교형 제안사업
- 청소년 참여기구 연계로 학생의 재정 참여 보장 및 청소년 대상 사업 발굴
- 홍보채널 다양화로 주민의 능동적 참여 유인: 홍보영상물 제작, 예산설명회 등 운영

언론소통 강화 및 교육정책 홍보 활성화
· 공감의 교육행정 실현을 위한 언론홍보 강화
- 변화와 개혁을 위한 핵심 교육정책 적극 홍보
- 언론과의 소통을 통한 교육정책 홍보활동 강화

· 소통·공감·참여하는 정책 홍보
- 시민과 소통하는 SNS 운영, 참여를 유도하는 공모·이벤트 실시
- 교육정책의 이해를 돕는 홍보영상·간행물·웹진 등 제작·배포
- 홍보지원단 운영으로 부산교육가족의 참여 확대 및 관심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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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교교육계획 반영사항
| 유치원 |
연번 학교급

1

유

영역

교육
과정

세부사업

· 2019 개정 누리과정에 근거한
창의적·자율적 유아·놀이 중심 교육계획

근거

· 유아교육법 제13조
· 교육부 고시 제2019-189호

필수
여부

필수

관련부서

유초등교육과

연번 학교급

10

유

영역
교육
환경
보호

세부사업

3

4

5

유

유

유

유

인성
교육

방과후
과정

유아
교육

장학

- 1유치원 1인성 브랜드, 숲·생태교육,
「아기 고래를 살려주세요」 생태환경교육,
‘책 읽어주는 학부모, 책으로 자라는 유아’
독서활동 등 체험중심 인성교육

· 인성교육진흥법 제10조

·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계획

· 유아교육법 제13조

· 유치원 돌봄교실 운영 계획

· 유아교육법 제19조의 4

· 각종 공모 사업 운영 계획(공모)

· 유치원의 실정에 맞는 원내자율장학 운영
계획

· 유아교육법 제13조

· 유아교육법 제18조, 제21조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9조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유초등교육과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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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유

유

유

특수
교육

환경
교육

정보
윤리
교육

학교
보건

- 개별화교육계획, 특수학급 교육(운영) 계획 등
포함

·학
 교환경교육 기본 계획
- 실천프로그램 「에너지 절약, 1회용품
사용줄이기!」 계획 포함

· 사이버중독예방교육 계획
-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에 포함(연1회 이상 실시)

· 학생 건강증진 계획
(건강검사, 감염병 관리 등)
· 유치원 환경위생 관리 계획
(공기질, 먹는 물 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 제22조

필수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필수

학교생활교육과

· 성폭력예방지침

·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 지침’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2항

필수

학교생활교육과

·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교육 계획 수립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4조

필수

학교생활교육과

유

성폭력
예방

12

유

학교
급식

13

유

응급
처치
교육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계획

· 교육부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

필수

안전기획과

14

유

안전
교육

·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 51차시 이상의
안전교육 계획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필수

안전기획과

· 2022 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계획 수립
(익년도 2월말까지)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 202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행(미정)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

필수

안전기획과

· 학교별 자체 재난대비 훈련 계획
(연간 2종류 이상)

· 학교안전교육 실시기준 등에
관한 고시

유초등교육과

· 부산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줄이기 조례
(제6259호, ’20.11.4.)

필수

유초등교육과

· 학교보건법 제7조의2
· 학교보건법 제4조

유

안전

중등교육과

미래인재교육과

16

유

정보
보안

·정
 보보안 교육계획(교직원대상 연1회) 수립
및 시행

·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조

필수

안전기획과

17

유

개인
정보
보호

·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수립
(교육 계획 포함) 및 시행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제31조

필수

안전기획과

· 2022 학교혁신기본계획

선택

교육혁신과

선택

교원인사과

·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
· 학교안전교육 실시기준 등에
관한 고시

· 학교급식 운영 계획

유초등교육과

· 2022 부산특수교육 운영계획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
교육 활성화 조례
(제6005호, ’19.9.25.)

관련부서

11

15
· (특수교육대상 유아 배치 유치원)통합교육
계획

필수
여부

·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 계획

· 유치원별 인성교육 운영 계획
2

근거

필수

미래인재교육과

18

유

학교
문화

· 연간 다모임 운영계획: 교(직)원, 학생,
학부모 다모임 운영
· ‘신학년 함께 준비하는 달’ 운영 계획
· 학교문화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원 연수
및 워크숍 운영

필수

학교생활교육과

19

유

교원
역량
강화

· 교직생애 단계별 교과 직무연수 지원 계획

· 2022년 교원연수 중점 추진방향
(교육부)

147

Ⅴ. 부록

| 초등학교 |
연번 학교급

영역

세부사업
· 학생자치활동 운영 계획

1

2

3

초

초

초

학생
자치

학교
평가

장학

· 학생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및 선거공영제
비용 도입
· 교육공동체의 약속이 존중되는 학교생활협약
추진

4

5

6

7

8

9

10

초

초

초

초

학생
동아리

학생
평가

기초
학력

초

독서
교육

초

학교
예술
교육

초

초등
돌봄

· 초·중등교육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필수
여부

관련부서

연번 학교급

12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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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방과후
학교

세부사업

근거

필수
여부

관련부서

해당초

교육
복지

· 학교·학생 특성을 반영한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계획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

필수

유초등교육과

초

특수
교육

· (특수교육대상 학생 배치 학교) 통합교육계획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 제22조

필수

중등교육과

필수

유초등교육과

· 과학·수학·정보교육진흥법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과학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필수

미래인재교육과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 부산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줄이기 조례

필수

미래인재교육과

필수

미래인재교육과

필수

미래인재교육과

·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제3조, 제4조

필수

학교생활교육과

·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8조의4

필수

학교생활교육과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필수

학교생활교육과

·학
 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필수

학교생활교육과

교육혁신과
13

· 함께 참여하는 교내자율장학 운영 계획

- 학교와 지역의 특색을 살린 맞춤형 교육과정
- 학생 중심 선택형 교육활동 확대
- 1학생 1프로젝트 수업 운영

· 체험중심 학생동아리 운영 계획

· 학업성적관리규정 개정 및 평가 계획
·단
 위학교 과정중심 평가 운영 계획
(통지 방법 포함)

· 초·중등교육법 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3조

· 초·중등교육법 제7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조

· 부산광역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부산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21-3호)

필수

- 개별화교육계획, 특수학급 교육(운영) 계획 등 포함

초

학교
생활
기록부

초

과학
탐구
실험

초

환경
교육

17

초

정보
윤리
교육

18

초

영어
교육

· ‘통으로 외워 통(通)하는(통통)’
영어교육계획 수립

19

초

생명
교육

· 학교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계획

20

초

생활
교육

· 학교생활교육 기본계획 수립

21

초

학업
중단
예방

교육혁신과
14

필수

유초등교육과
15

필수

유초등교육과
16

· 부산광역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부산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21-3호)
· 교육부 훈령 및 시교육청 학업성적
관리시행지침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필수

필수

유초등교육과

유초등교육과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 단위학교 기초학력 보장 기본 계획

· 삶의 힘을 키우는 독서교육 기본계획

· 기초학력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022.3.25. 시행)

필수

·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5조

필수

유초등교육과

유초등교육과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3조
· 행복을 더하는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계획

· 함께 행복한 엄마품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조례 제7조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필수

필수

유초등교육과

·꿈
 을 키우고 미래를 열어가는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필수

· 2022 부산특수교육 운영계획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점검 연간 일정 수립

· 실험실습 계획, 과학실험실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지도계획
· 과학실험 시작 전 학생 대상 ‘5분 안전교육’
생활화

- 실천프로그램 「에너지 절약,
1회용품 사용줄이기!」 계획 포함
- 1교 1생태환경관련 동아리 운영

· 정보통신윤리교육 운영 계획
- 학기별 2시간 이상, 연간 10차시이상 시수 확보
(사이버도박 예방교육 2시간 이상 편성)
- 학교안전교육 7대영역에 포함 가능

-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인권친화적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 학업중단예방 및 숙려제 운영을 위한
자체 교직원 연수 계획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3조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초등학교)

· 지능정보화기본법 54조
· 학교안전교육실시기준등에관한고시
(교육부 고시 제2017-121호)
· 국제문화교류진흥법 제3조
· 교육기본법 제9조

·학
 교폭력예방계획 수립
-어
 울림 프로그램 교육과정 반영 및 운영계획,

유초등교육과

유초등교육과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자체 연수 계획

· 학교환경교육 기본 계획

22
11

영역

· 2022 학교혁신기본계획
· 학교자체평가 계획

·자
 율적이고 특색있는 학교교육과정 계획
교육
과정

근거

초

학교
폭력
예방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반영한 학생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

·학
 교폭력예방 어울림프로그램
(사이버어울림포함) 교육과정
(교과 및 창체시간) 반영
(학급당 10차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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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학교급

영역

세부사업

근거

필수
여부

관련부서

연번 학교급

영역

· 인성교육진흥법 제6조
23

초

인성
교육

· ‘1학교 1인성 브랜드’ 연계 학교별 인성교육 계획
- (초)단위학교 맞춤형 휴식과 놀이가 있는 학교 운영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5조

필수

학교생활교육과

34

초

안전

·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제3조

세부사업

근거

· 2022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계획 수립
(익년도 2월말까지)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 202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행(미정)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

· 학교별 자체 재난대비 훈련 계획
(연간 2종류 이상)

· 학교안전교육 실시기준 등에
관한 고시

필수
여부

관련부서

필수

안전기획과

24

초

상담

·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필수

학교생활교육과

35

초

현장
체험
학습

· 소규모·테마형 현장체험학습 운영 계획

◦ 초·중등교육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필수

안전기획과

25

초

생존
수영

·초
 등학교 생존수영교육 계획
(초등학교 1~6학년 학생 전원)

· 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교 생존
수영교육 지원 조례

필수

학교생활교육과

36

초

정보
보안

·정
 보보안 교육계획(교직원대상 연1회) 수립
및 시행

·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조

필수

안전기획과

37

초

개인
정보
보호

·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수립
(교육 계획 포함) 및 시행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제31조

필수

안전기획과

38

초

교육
과정/
평가

·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2020.10.20.)

필수

미래교육원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조례

선택

교육혁신과

선택

교육혁신과

선택

교육혁신과

· 2022 학교혁신기본계획

선택

교육혁신과

· 2022 영어독서교육 활성화 계획

선택

중등교육과

· 체육활동 안전사고 예방 계획
26

초

체육
교육

·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학교운동부 육성교)
· 학교스포츠클럽 및 교내 리그대회 운영 계획

· 학교체육진흥법 제3조
· 학교체육진흥법 제10조

필수

학교생활교육과

· 건강체력교실 운영 계획

27

28

29

30

31

32

33

150

초

초

초

초

초

초

초

학교
보건
교육
환경
보호
양성
평등
교육

성폭력
예방

학교
급식
응급
처치
교육
안전
교육

·학
 생 건강증진 계획(건강검사, 보건교육,
감염병 관리 등)
· 학교 환경위생 관리 계획(공기질, 먹는 물 등)

· 학교보건법 제7조의2
· 학교보건법 제4조

필수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필수

· 교육기본법 제17조의2

필수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필수

학교생활교육과

41

민주
시민
교육

초

통일
교육

초

역사
교육

학교생활교육과

·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 지침’
·성
 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초

학교생활교육과

40
· 성교육 및 성인지, 성폭력예방교육 계획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2항
· 학교급식 운영 계획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교육 계획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4조

- 대상: 교원, 학생, 학부모

학교생활교육과
39

·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 계획

·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방지 연수 의무
실시

· 학교민주시민교육 운영 계획

· 교육과정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 계획

· 턴투워드 부산(11.11.), 부산항일학생의 날
(11.23.) 계기교육
· 학교 내 일제 잔재 실태 조사 및 청산 계획

· 통일교육지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 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
· 부산항일학생의거 기념 및
정신계승 조례 제4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제3조

·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필수

학교생활교육과

42

초

학교
문화

· 연간 다모임 운영 계획: 교(직)원, 학생,
학부모 다모임 운영
· ‘신학년 함께 준비하는 달’ 운영 계획
· 학교문화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원 연수
및 워크숍 운영

·심
 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계획

· 교육부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

필수

안전기획과
· 영어독서교육 활성화 운영 계획

·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 51차시 이상의
안전교육 계획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43
필수

안전기획과

초

영어
교육

· (초3~6) 연간 영어도서 2권 이상 읽기 지도
· 영어독서리더학교
(공모사업 학교자율선택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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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
연번 학교급

영역

세부사업
·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메이커교육 활용
방안

44

초

STEAM
&
MAKE

· STEAM협의체(학교내 무한상상실, 선도학교
등) 수업공개 일정 수립
· 메이커교육 프로그램 참여
· 연구회, STEAM협의체등을 통한 메이커교육
컨설팅

45

초

교원
역량
강화

·교
 직생애 단계별 교과 직무연수 지원 계획

근거

필수
여부

관련부서

연번 학교급

영역

세부사업
· 학생자치활동 운영 계획

·메
 이커교육 활성화 조례
·부
 산형 메이커교육 기반의

창의융합교육 5개년 추진 계획
(인재개발과-17424, 2017.12.11.)

·2
 022년 교원연수 중점 추진방향

(교육부)

선택

선택

미래인재교육과
창의융합교육원

1

중

학생
자치

· 학생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및 선거공영제
비용 도입
· 교육공동체의 약속이 존중되는 학교생활협약
추진

필수
여부

관련부서

필수

교육혁신과

· 초·중등교육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3조

필수

교육혁신과

근거

· 초증등교육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 2022 학교혁신기본계획

2

중

학교
평가

· 학교자체평가 계획

3

해당중

교육
복지

· 학교·학생 특성을 반영한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필수

유초등교육과

4

중

학교
예술
교육

· 행복을 더하는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계획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3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조례 제7조

필수

유초등교육과

5

중

기초
학력

· 단위학교 기초학력 보장 기본 계획

· 기초학력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022.3.25. 시행)

필수

유초등교육과

6

중

장학

· 학교 실정에 맞는 교내자율장학 운영 계획

· 초·중등교육법 제7조

필수

중등교육과

7

학교
생활
기록부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자체 연수 계획

중

필수

중등교육과

필수

중등교육과

필수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

·과
 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창
 의융합교육원 과학전시관 및 해양과학실

46

초

과학
체험

체험학습 계획
·부
 산과학체험관 전시물활용 체험수업 계획
·부
 산과학축전 참가

관한 법률 제4조
·부
 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3항

선택

창의융합교육원

·과
 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 제1항

47

초

수학
체험

·부
 산수학문화관 프로그램 참여

·교
 과,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메이커교육

활용 방안
48

초

메이커
교육

·2
 022 창의융합 한마당 참여
·남
 부창의마루 메이커 프로그램 참여
·메
 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수 및 컨설팅

강화

49

초

환경
교육

·학
 리기후변화교육센터 체험학습 참여

·과
 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

선택

창의융합교육원

·과
 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 제1항
·메
 이커교육 활성화 조례 제4조
·부
 산형 메이커교육 기반의

선택

창의융합교육원

창의융합교육 5개년 추진 계획
(인재개발과-17424, 2017.12.11.)

·2
 022년 시교육청 역점과제

(정책기획과-5424, 2021.8.23.)

선택

창의융합교육원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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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중

중

평가

인문학
및
독서
교육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점검 연간 일정 수립
· 교내 시상 계획

· 학업성적관리규정 개정
· 학생평가 연간 계획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3조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 훈령 제365호) 및
시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독서문화진흥법 제10조

· 핵심역량을 키우는 독서(인문)교육 기본계획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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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학교급

10

11

12

13

14

15

16

중

중

중

해당중

중

중

중

영역

교육
과정

교육
과정

학생
동아리
교과
교실제
특수
교육
방과후
학교

과학
실험
실습

세부사업
· 교육과정 학생·학부모 연수 계획
· 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 규정(보완)
· 자기개발시기 학사 운영 다양화 내실화 계획

17

18

중

중

정보
윤리
교육

19

중

생명
교육

20

중

생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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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부산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21-4호)

필수
여부

필수

관련부서

중등교육과

연번 학교급

21

중

· 자유학기 연계 무학년제 진로동아리
(3팀 이상) 필수 편성·운영
· 자유학년제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

· 2022 부산 자유학년제 지원 계획

필수

중등교육과

· 부산광역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부산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21-4호)

필수

중등교육과

22

중

- 교육과정 및 자유학기 활동 계획, 학생·학부모·
교원 대상 연수 계획, 성과 공유 계획 등

· 체험중심 학생동아리 운영 계획

· 교과교실제 운영 계획
· ( 특수교육대상 학생 배치 학교) 통합교육계획
- 개별화교육계획, 특수학급 교육(운영) 계획 등
포함

·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 계획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필수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필수

·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 과학실험실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지도 계획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과학실험 시작 전 학생 대상 ‘5분 안전교육’
생활화

- 실천프로그램 「에너지 절약, 1회용품
사용줄이기!」 계획 포함
- 1교 1생태환경관련 동아리 운영

· 정보통신윤리교육 운영 계획
- 학기별 2시간 이상, 연간 10차시이상 시수 확보
(사이버도박 예방교육 2시간 이상 편성)
- 학교안전교육 7대영역에 포함 가능

· 학교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계획

· 학교생활교육 기본계획 수립

-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인권친화적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필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 제22조
· 2022 부산특수교육 운영계획

· 실험실습 계획, 서술・논술형 평가와 실험관련
수행평가 비율 확보

· 학교환경교육 기본 계획
환경
교육

근거

영역
학업
중단
예방

학교
폭력
예방

23

중

인성
교육

24

중

상담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

25

중

· 학교폭력예방 어울림프로그램(사이버어울림
포함) 교육과정(교과 및 창체시간) 반영
(학급당 6차시 이상)
· ‘1학교 1인성 브랜드’ 연계 학교별 인성교육
계획
- ( 중)단위학교 맞춤형 언어문화개선 프로그램
운영

·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

관련부서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필수

학교생활교육과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필수

학교생활교육과

· 인성교육진흥법 제6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5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
운동 지원 조례 제4조

필수

학교생활교육과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필수

학교생활교육과

체육
교육

·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학교운동부 육성교)
· 학교스포츠클럽(5종목 이상) 및 학생회
주관 교내 리그대회 운영계획

필수

학교생활교육과

필수

학교생활교육과

· 학교체육진흥법 제3조
· 학교체육진흥법 제10조

· 건강체력교실 운영 계획
필수

미래인재교육과

26

중

학교
보건

필수

필수

· 학생건강증진계획(건강검사, 보건교육,
감염병관리 등)
· 학교 환경위생 관리 계획(공기질,먹는 물 등)

교육
환경
보호

·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 계획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필수

학교생활교육과

28

중

양성
평등
교육

· 성교육 및 성인지, 성폭력예방교육 계획

· 교육기본법 제17조의2

필수

학교생활교육과

필수

학교생활교육과

필수

학교생활교육과

미래인재교육과

29
필수

학교생활교육과

·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8조의4

필수

학교생활교육과

· 학교보건법 제4조

중

미래인재교육과

·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제3조, 제4조

· 학교보건법 제7조의2

27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
· 학교안전교육실시기준등에관한고시
(교육부 고시 제2017-121호)

· 학교폭력예방계획 수립(어울림 프로그램
교육과정 반영 및 운영계획,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반영한 학생중심 학교폭력예방활동)

필수
여부

근거

· 체육활동 안전사고 예방 계획

· 과학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 학업중단예방 및 숙려제 운영을 위한 자체
교직원 연수 계획

중등교육과

· 과학·수학·정보교육진흥법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세부사업

30

중

중

성폭력
예방

학교
급식

·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 지침’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2항

· 학교급식 운영 계획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교육 계획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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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2

중

중

영역
응급
처치
교육
안전
교육

세부사업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계획

·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 51차시 이상의 안전
교육 계획

근거

· 교육부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필수
여부

관련부서

필수

안전기획과

필수

연번 학교급

42

33

34

35

36

중

중

안전

현장
체험
학습

중

정보
보안

중

개인
정보
보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 202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행(미정)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

· 학교별 자체 재난대비 훈련 계획
(연간 2종류 이상)

· 학교안전교육 실시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소규모·테마형 현장체험학습 운영계획
수립 및 실천

· 초·중등교육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 정보보안 교육계획(교직원대상 연1회) 수립
및 시행

·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조

·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수립(교육 계획 포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제31조
및 시행

필수

필수

필수

38

49

중

중

중

진로
교육

교육
과정/
평가
민주
시민
교육

- 「진로와 직업」 과목 선택,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편성·운영
- 진로교육 집중학기(학년)제 운영 계획

·선
 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방지 연수 의무 실시
- 대상: 교원, 학생, 학부모

· 학교민주시민교육 운영 계획

· 진로교육법 제12조, 제13조

필수

40

중

· 연간 다모임 운영계획: 교(직)원, 학생,
학부모 다모임 운영
· ‘신학년 함께 준비하는 달’ 운영 계획

중

수업
전문성
신장

· 턴투워드 부산(11.11.), 부산항일학생의 날
(11.23.) 계기교육
· 학교 내 일제 잔재 실태 조사 및 청산 계획

· 수학교육 활성화 계획

· 연간 수업연구·실천·공유 계획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조례

필수

선택

선택

교육혁신과

선택

중등교육과

· 2022 주요업무계획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선택

중등교육과

· 2022 영어독서교육 활성화 계획

선택

중등교육과

· 부산광역시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제3조

· (중1-3) 연간 영어도서 2권 이상 읽기 지도

46

중

교육
과정

· 교육과정 업무 전담팀(학교 조직)
구성ㆍ운영 계획

· 2022 부산 자유학년제 지원 계획

선택

중등교육과

47

중

교원
역량
강화

· 교직생애 단계별 교과 직무연수 지원 계획

· 2022 교원연수 중점 추진방향
(교육부)

선택

교원인사과

선택

미래인재교육과
창의융합교육원

·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2020.10.20.)

필수

미래교육원

· 진로교육법 제12조, 제13조

선택

미래교육원

· 2022년 시교육청 역점과제
(정책기획과-5424, 2021.8.23.)

선택

창의융합교육원

미래교육원

· 영어독서리더학교(공모사업 학교자율
선택제) 운영

48

중

STEAM
&

· STEAM협의체(학교내 무한상상실,
선도학교 등) 수업공개 일정 수립

MAKE

· 메이커교육 프로그램 참여
· 연구회, STEAM협의체등을 통한
메이커교육 컨설팅

교육혁신과

중

교육
과정/
평가

교육혁신과

· 학교문화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원 연수
및 워크숍 운영

· 공약사업1-6

영어
교육

안전기획과

미래교육원

· 과학·수학·정보교육진흥법

중

49
· 2022 학교혁신기본계획

선택

· 부산항일학생의거 기념 및
정신계승 조례 제4조

45

·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메이커교육
활용 방안
·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2020.10.20.)

관련부서

근거

· 영어독서교육 활성화 운영 계획

안전기획과

·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학교
문화

수학
교육

안전기획과

· 진로교육 중심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37

해당중

안전기획과
44

필수

역사
교육

필수
여부

세부사업

안전기획과
43

· 2022 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계획 수립
(익년도 2월말까지)

중

영역

·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방지 연수 의무
실시
- 대상: 교원, 학생, 학부모

·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
· 부산형 메이커교육 기반의
창의융합교육 5개년 추진 계획
(인재개발과-17424, 2017.12.11.)

· 진로활동 관련 진로 동아리 조직
50

중

진로
교육

-교
 당 진로교육 활동비 예산 편성 권장
(300만원 이상)

· 진로교육 관련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권장
41

156

중

통일
교육

· 교육과정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 계획

· 통일교육지원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 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

선택

교육혁신과

51

중

해양
교육

◦ 해양진로체험캠프
◦ 해양 동아리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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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52

중

과학
체험

53

중

과학
체험

54

55

56

중

중

중

과학
체험

수학
체험

메이커
교육

세부사업

·창
 의융합교육원 과학전시관 및 해양과학실
체험학습 계획

·부
 산과학체험관 전시물활용 체험수업 계획
·부
 산과학체험관 봉사활동 계획

· 부산과학축전 참가

·부
 산수학문화관 프로그램 참여

근거

선택

창의융합교육원

·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3항

선택

창의융합교육원

·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 제1항

·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

·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 1항

· 2022 창의융합 한마당 참여

· 부산형 메이커교육 기반의
창의융합교육 5개년 추진 계획
(인재개발과-17424, 2017.12.11.)

·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수 및 컨설팅 강화

관련부서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메이커교육
활용 방안
· 남부창의마루 메이커 프로그램 참여

필수
여부

연번 학교급

1

선택

선택

고

57

중

- 탄소중립교실 운영
- 환경동아리교실 운영

· 2022년 시교육청 역점과제
(정책기획과-5424, 2021.8.23.)

선택

학생
자치

창의융합교육원

· 부산교육종단연구 조사 계획

· 학생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및 선거공영제
비용 도입
· 교육공동체의 약속이 존중되는 학교생활
협약 추진

창의융합교육원

· 2022년 2월 제7차년도 부산교육
종단연구 시행 계획

· 초증등교육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필수
여부

관련부서

필수

교육정책연구소

필수

교육혁신과

필수

교육혁신과

· 2022 학교혁신기본계획

3

고

4

고

학교
예술
교육

· 행복을 더하는 학교예술교육 계획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3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조례 제7조

필수

유초등교육과

5

고

기초
학력

· 단위학교 기초학력 보장 기본 계획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 기초학력보장법 및 시행령
(2022.3.25. 시행)

필수

유초등교육과

6

고

장학

· 학교 실정에 맞는 교내자율장학 운영 계획

· 초·중등교육법 제7조

필수

중등교육과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자체 연수 계획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3조

고

학교
생활
기록부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점검 연간 일정 수립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고등학교)

필수

중등교육과

필수

중등교육과

필수

중등교육과

·부
 산광역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부산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21-5호)

필수

중등교육과

·부
 산광역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부산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21-5호)

필수

중등교육과

· 학교자체평가 계획

창의융합교육원

창의융합교육원

근거

학교
평가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교육
환경
교육

부산
교육
종단
연구

세부사업

· 학생자치활동 운영 계획
2

선택

해당고

영역

7

· 학리기후변화교육센터 체험학습 참여

8

9

고

고

평가

인문학
및
독서
교육

· 교내 시상 계획

· 학업성적관리규정 개정
· 학생평가 연간 계획

· 초·중등교육법 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3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 훈령 제365호) 및
시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교
 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독
 서문화진흥법 제10조

· 핵심역량을 키우는 독서(인문)교육 기본계획

·인
 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부
 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 제7조

· 교육과정 학생·학부모 연수 계획
· 학교교육과정편성·운영 규정(보완)
10

고

교육
과정

· 학년말 자기개발시기 학사운영 내실화 계획
·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을 위한 학생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 계획
· 학교 간·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계획

11

158

고

학생
동아리

· 체험중심 학생동아리 운영 계획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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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세부사업

근거

필수
여부

관련부서

필수

중등교육과

필수

중등교육과

필수

중등교육과

12

해당고

교과
교실제

·고
 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을 위한 교과교실제
운영 계획

·지
 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3

고

특수
교육

· ( 특수교육대상 학생 배치 학교) 통합교육계획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 제22조

14

15

고

고

방과후
학교

과학
실험
실습

- 개별화교육계획, 특수학급 교육(운영) 계획 등 포함

·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 계획
· 실험실습 계획, 서술・논술형 평가와 실험관련
수행평가 비율 확보
· 과학실험실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지도 계획
· 과학실험 시작 전 학생 대상 ‘5분 안전교육’
생활화
· 학교환경교육 기본 계획

고

환경
교육

17

고

정보
윤리
교육

18

직업계
고

현장
실습

16

- 실천프로그램 「에너지 절약, 1회용품 사용줄이기!」
계획 포함
- 1교 1생태환경관련 동아리 운영

· 정보윤리교육 운영 계획
- 학기별 2시간 이상, 연간 10차시이상 시수 확보
(사이버도박 예방교육 2시간 이상 편성)
- 학교안전교육 7대영역에 포함 가능

· 현장실습 운영 계획

· 2022 부산특수교육 운영계획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학
 업성적관리 시행지침
·과
 학·수학·정보교육진흥법
·학
 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과학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 부산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필수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 및 제7조

25

고

26

고

상담

필수

필수

고

체육
교육

미래인재교육과

미래인재교육과

고

학교
보건

필수

학교생활교육과

· 학교 환경위생 관리 계획(공기질, 먹는 물 등)

학교생활교육과

필수

학교생활교육과

고

성폭력
예방

고

학교
급식

21

고

생명
교육

· 학교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계획

·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제3조, 제4조

필수

학교생활교육과

33

고

22

고

생활
교육

· 학교생활교육 기본계획 수립

·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8조의4

필수

학교생활교육과

34

고

고

학업
중단
예방

35

고

·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 지침’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 학교급식 운영 계획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교육 계획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4조

응급
처치
교육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계획

· 교육부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

필수

안전기획과

안전
교육

·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 51차시 이상의 안전
교육 계획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필수

안전기획과

· 2022 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계획 수립
(익년도 2월말까지)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 202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행(미정)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

필수

안전기획과

· 학교별 자체 재난대비 훈련 계획(연간 2종류
이상)

· 학교안전교육 실시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안전

· 학교폭력예방계획 수립

160

· 학교보건법 제7조의2
· 학교보건법 제4조

필수

31

32

· 학교폭력예방 어울림프로그램(사이버어울림
포함) 교육과정(교과 및 창체시간) 반영
(특성화고등학교 학급당 6차시 이상, 그 외
고등학교 3차시 이상)

· 학생 건강증진 계획(건강검사, 보건교육,
감염병 관리 등)

학교생활교육과

미래인재교육과

학교생활교육과

학교생활교육과

필수

필수

필수

필수

· 교육기본법 제17조의2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0조

·학
 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 학교체육진흥법 제3조
· 학교체육진흥법 제10조

· 성교육 및 성인지,성폭력예방교육 계획

· 고등학교 영재학급 운영계획 수립

고

· 학교스포츠클럽(5종목 이상) 및 학생회 주관
교내 리그대회 운영 계획

양성
평등
교육

영재
교육

24

·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학교운동부 육성교)

고

해당고

-어
 울림 프로그램 교육과정 반영 및 운영계획, 학교폭
력 실태조사를 반영한 학생중심 학교폭력예방활동)

학교생활교육과

30

20

학교
폭력
예방

필수

학교생활교육과

미래인재교육과

학교생활교육과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필수

필수

필수

·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2015 교육과정 총론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학교생활교육과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5조

·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 계획

· 실무과목 능력단위 3개년 교육 계획

23

· ‘1학교 1인성 브랜드’ 연계 학교별 인성교육 계획

교육
환경
보호

평가

· 학업중단예방 및 숙려제 운영을 위한 자체
교직원 연수 계획

필수

· 인성교육진흥법 제6조

고

직업계
고

· 인권친화적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관련부서

29

19

-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필수
여부

근거

· 건강체력교실 운영 계획

미래인재교육과

미래인재교육과

세부사업

· 체육활동 안전사고 예방 계획

28

필수

영역

인성
교육

27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
· 학교안전교육실시기준등에관한고시
(교육부 고시 제2017-121호)

연번 학교급

36

고

현장
체험
학습

· 소규모·테마형 현장체험학습 운영 계획

· 초·중등교육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필수

안전기획과

37

고

정보
보안

· 정보보안 교육계획(교직원대상 연1회) 수립
및 시행

·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조

필수

안전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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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학교급

38

39

영역

세부사업

고

개인
정보
보호

·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수립(교육 계획 포함)
및 시행

고

교육
과정/
평가

·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방지 연수 의무 실시
- 대상: 교원, 학생, 학부모

근거

·개
 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제31조

·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2020.10.20.)

필수
여부

관련부서

필수

안전기획과

필수

41

42

43

고

고

고

고

진로
교육
민주
시민
교육

통일
교육

역사
교육

- 「진로와 직업」 과목 선택,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편성·운영
- 진로교육 집중학기(학년)제 운영 계획

· 학교민주시민교육 운영 계획

· 교육과정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 계획

· 턴투워드 부산(11.11.), 부산항일학생의 날
(11.23.) 계기교육
· 학교 내 일제 잔재 실태 조사 및 청산 계획

· 진로교육법 제12조, 제13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조례
· 통일교육지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 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
· 부산항일학생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 조례 제4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제3조

필수

선택

44

고

학교
문화

· ‘신학년 함께 준비하는 달’ 운영 계획

· 2022 학교혁신기본계획

45

고

46

해당고

수학
교육

47

48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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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고

직업계
고

수업
전문성
신장

영어
교육
교원
역량
강화

· 교육과정 업무 전담팀 구성·운영 계획

· 수학교육 활성화 계획

· 교육과정 업무 전담팀 구성·운영
계획
· 과학·수학·정보교육진흥법
· 공약사업1-6

· 연간 수업연구·실천·공유 계획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선택

51

직업계
고

글로벌
인재

52

고

교원
역량
강화

53

고

진로
교육

55
선택

선택

교육혁신과

· 2022 직업교육추진계획

근거

필수
여부

관련부서

· 직업기초능력 평가결과 환류 계획

· 2022 직업교육추진계획

선택

미래인재교육과

· 글로벌 인재 양성반 운영 계획

· 2022 직업교육추진계획

선택

미래인재교육과

· 교직생애 단계별 교과 직무연수 지원 계획

· 2022 교원연수 중점 추진방향
(교육부)

선택

교원인사과

· 진로교육법 제12조, 제13조

선택

미래교육원

· 2022 주요업무계획

선택

미래교육원

선택

미래인재교육과
창의융합교육원

· 2022년 시교육청 역점과제
(정책기획과-5424, 2021.8.23.)

선택

창의융합교육원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선택

창의융합교육원

·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3항

선택

창의융합교육원

· 진로활동 관련 진로 동아리 조직
-교
 당 진로교육 활동비 예산 편성 권장(300만원 이상)

· 진로교육 관련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권장
· 학년별 진학지도 활동비 예산 편성
(급당 20만원 이상) 권장
· 대입상담캠프 참가 일정 반영:
2022.7.29.(금)~7.30.(토) 예정

중등교육과

선택

중등교육과

선택

선택

· 메이커교육 프로그램 참여
· 연구회, STEAM협의체등을 통한 메이커교육
컨설팅
· 해양진로체험캠프

·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
· 부산형 메이커교육 기반의
창의융합교육 5개년 추진 계획
(인재개발과-17424, 2017.12.11.)

고

해양
교육

57

고

과학
체험

58

고

과학
체험

59

고

과학
체험

· 부산과학축전 참가

·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 제1항

선택

창의융합교육원

60

고

수학
체험

· 부산수학문화관 프로그램 참여

·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

선택

창의융합교육원

·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메이커교육 활용
방안

·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 제1항
선택

창의융합교육원

선택

창의융합교육원

중등교육과

고

메이커
교육

중등교육과

미래인재교육과

· STEAM협의체(학교내 무한상상실, 선도학교
등) 수업공개 일정 수립

56
교육혁신과

선택

선택

고

STEAM
&
MAKE

·영
 어독서리더학교(공모사업 학교자율선택제) 운영
· 교원연수계획 수립: 교사별 연간 30시간 이상
이수(전공 및 교실수업개선 분야)

세부사업

·교
 과,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메이커교육 활용 방안

61
· 2022 영어독서교육 활성화 계획

고

진학
지도

교육혁신과

· 영어독서교육 활성화 운영 계획
· (고1-3) 연간 영어도서 2권 이상 읽기 지도

장학

54

· 2022 주요업무계획
· 초 ·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

직업계
고

교육혁신과

· 학교문화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원 연수
및 워크숍 운영
교육
과정

50

미래교육원

·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 연간 다모임 운영계획: 교(직)원, 학생, 학부모
다모임 운영

영역

미래교육원

· 진로교육 중심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40

연번 학교급

62

고

환경
교육

· 해양동아리교실 운영
· 본원 과학전시관 및 해양과학실 체험학습 계획
· 부산과학체험관 체험학습 계획
· 부산과학체험관 봉사활동 계획

· 2022 창의융합 한마당 참여

· 부산형 메이커교육 기반의 창의
융합교육 5개년 추진 계획
(인재개발과-17424, 2017.12.11.)
·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수 및 컨설팅 강화
· 남부창의마루 메이커 프로그램 참여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교육 강화
- 여름방학 환경캠프 운영

· 학리기후변화교육센터 체험학습 참여

· 2022년 시교육청 역점과제
(정책기획과-5424, 202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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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부록

| 특수학교 |
연번 학교급

1

2

3

4

5

영역

특수

학생
자치

특수

학교
평가

특수

평가

특수

인문학
및
독서
교육

특수

학교
예술
교육

6

특수

교육
과정

7

특수

방과후
학교

8

특수

현장
실습

특수

수업
전문성
신장

9

10

특수

과학
탐구
실험

세부사업

· 학생자치활동 운영 계획
·교
 육공동체의 약속이 존중되는 학교생활
협약 추진

164

특수

특수

· 초·중등교육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필수
여부

필수

관련부서

· 학교자체평가 계획

· 학업성적관리규정 개정
· 학생평가 연간 계획

· 초·중등교육법 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3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 훈령 제365호) 및
시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필수

필수

· 핵심역량을 키우는 독서(인문)교육 기본계획

· 행복을 더하는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계획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3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조례 제7조

필수

특수

생명
교육

· 학교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계획

교육혁신과

13

14

특수

생활
교육

· 학교생활교육 기본계획 수립

특수

학교
폭력
예방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

· 2022 부산 자유학년제 운영 계획

필수

증등교육과

·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 계획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필수

중등교육과

· 현장실습 운영계획

·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대상자 현장실습 운영 지침

필수

미래인재교육과

선택

중등교육과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실험실습 계획, 서술・논술형 평가와 실험관련
수행평가 비율 확보

·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 과학실험실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지도 계획

·학
 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과학실험 시작 전 학생 대상 ‘5분 안전교육’
생활화

- 실천프로그램 「에너지 절약,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 포함
- 1교 1생태환경관련 동아리 운영

· 부산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필수

미래인재교육과

· 학교폭력예방계획 수립(어울림 프로그램 교육
과정 반영 및 운영계획,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반영한 학생중심 학교폭력예방활동)
· 연간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급당 3차시 이상
편성 운영

미래인재교육과

·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제3조, 제4조

필수

학교생활교육과

·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8조의4

필수

학교생활교육과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필수

학교생활교육과

· 학교안전교육실시기준등에관한
고시(교육부 고시 제2017-121호,
2017.4.21.)

·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필수

학교생활교육과

17

특수

인성
교육

· 학교 인성교육 계획

· 인성교육진흥법 제10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5조

필수

학교생활교육과

특수

학교
보건

· 학생 건강증진 계획
(건강검사, 보건교육, 감염병 관리 등)

· 학교보건법 제7조의2

필수

학교생활교육과

18

· 학교 환경위생 관리 계획(공기질, 먹는 물 등)

· 학교보건법 제4조

19

특수

교육
환경
보호

·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 계획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필수

학교생활교육과

20

특수

양성
평등
교육

· 성교육 및 성인지, 성폭력예방교육 계획

· 교육기본법 제17조의2

필수

학교생활교육과

필수

학교생활교육과

필수

학교생활교육과

특수

성폭력
예방

·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 지침’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 학교급식 운영 계획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교육 계획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4조

응급
처치
교육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계획

· 교육부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

필수

안전기획과

안전
교육

·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 51차시 이상 안전
교육 계획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필수

안전기획과

22

특수

학교
급식

23

특수

24

특수

· 과학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 인권친화적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필수

· 지능정보화기본법 54조

상담

· 과학·수학·정보교육진흥법
미래인재교육과

-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부서

특수

21

필수

- 학기별 2시간 이상, 연간 10차시이상 시수 확보
(사이버도박 예방교육 2시간 이상 편성)
- 학교안전교육 7대영역에 포함 가능

필수
여부

근거

16

· 2022 주요업무계획
· 초·중등교육법 제20 제1항

· 정보윤리교육 운영 계획

특수

· 자유학년제 운영 계획

· 연간 수업연구·실천·공유 계획

세부사업

12

15

필수

영역

교육혁신과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독서문화진흥법 제10조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 제7조

연번 학교급

정보
윤리
교육

· 2022 학교혁신기본계획

· 학교환경교육 기본 계획
11

근거

165

Ⅴ. 부록

연번 학교급

25

26

특수

특수

영역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

· 학교별 자체 재난대비 훈련 계획(연간 2종류
이상)

· 학교안전교육 실시기준 등에 관한
고시

현장
체험
학습

·소
 규모·테마형 현장체험학습 운영 계획

· 초·중등교육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정
 보보안 교육계획(교직원대상 연1회) 수립
및 시행

·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조

필수

안전기획과

·개
 인정보보호 추진계획 수립(교육 계획 포함)
및 시행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제31조

필수

안전기획과

28

특수

개인
정보
보호

29

특수

교육
과정/
평가

30

특수

민주
시민
교육

특수

관련부서

· 202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행(미정)

안전

특수

32

필수
여부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27

특수

근거

·2
 022 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계획 수립
(익년도 2월말까지)

정보
보안

31

세부사업

통일
교육

역사
교육

연번 학교급

35
필수

안전기획과

필수

안전기획과

·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방지 연수 의무 실시
- 대상: 교원, 학생, 학부모

·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2020.10.20.)

필수

미래교육원

·학
 교민주시민교육 운영 계획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조례

선택

교육혁신과

· 교육과정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 계획

· 통일교육지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 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

·턴
 투워드 부산(11.11.), 부산항일학생의 날
(11.23.) 계기교육
·학
 교 내 일제 잔재 실태 조사 및 청산 계획

· 부산광역시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제3조

교원
역량
강화

세부사업

· 교직생애 단계별 교과 직무연수 지원 계획

필수
여부

관련부서

· 2022 교원연수 중점 추진방향
(교육부)

선택

교원인사과

· 부산형 메이커교육 기반의 창의
융합교육 5개년 추진 계획
(인재개발과-17424, 2017.12.11.)

선택

창의융합교육원

선택

창의융합교육원

선택

창의융합교육원

선택

창의융합교육원

근거

·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메이커교육 활용
방안

36

선택

교육혁신과

특수

STEAM
&
MAKE

· STEAM협의체(학교내 무한상상실,
선도학교 등) 수업공개 일정 수립
· 제4회 ‘메이커랑 놀자’ 참여
· 부산형메이커교육 프로그램 참여
· 연구회, STEAM협의체등을 통한 메이커교육
컨설팅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37

· 부산항일학생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 조례 제4조

특수

영역

특수

과학
체험

· 본원 과학전시관 및 해양과학실 체험학습 계획
· 부산과학체험관 체험학습 계획
· 부산과학축전 참가

·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 제1항

38

특수

수학
체험

· 부산수학문화관 프로그램 참여

·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메이커교육 활용
방안
39

특수

메이커
교육

· 2022 창의융합 한마당 참여
· 남부창의마루 메이커 프로그램 참여
·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수 및 컨설팅
강화

선택

교육혁신과

선택

교육혁신과

선택

중등교육과

·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3항

·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

·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 제1항
· 부산형 메이커교육 기반의 창의
융합교육 5개년 추진 계획
(인재개발과-17424, 2017.12.11.)

·전
 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33

특수

학교
문화

·연
 간 다모임 운영계획: 교(직)원, 학생, 학부모
다모임 운영
· ‘신학년 함께 준비하는 달’ 운영 계획

· 2022 학교혁신기본계획

·학
 교문화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원 연수
및 워크숍 운영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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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수업
전문성
신장

· 2021 주요업무계획
·연
 간 수업연구·실천·공유 계획

· 초 ·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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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교교육과정 반영 교육활동(시수)
연번 학교급

영역

대상 및 교육시간

1

초, 중,
고, 특수

학생자치활동

· 학급회, 학생회 운영(월 1회 이상)

2

초, 중,
고, 특수

학생인권교육

· 학생인권교육(연 2시간 이상)

3

유, 초,
중, 고,
특수

4

유, 초,
중, 고

통일교육

장애이해교육

5

6

유, 초,
중, 고,
특수

장애인권교육

7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부
 산광역시교육청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학교(성)폭력
예방교육: 학기별 1회 이상

· (장애학생)

· 초·중·고·특수: 약물,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10차시 이상 확보 (학기당
2회 이상)

8

초, 중,
고, 특수

노동인권교육

봉사활동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 장애이해교육 실시
(전교생, 연 2회 이상)

· 유치원: 약물,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연 1회 이상
· 중·고: 청소년 사행성 게임(도박)
예방 교육

직업
계고

·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 통일교육지원법 제3조

- 학교(성)폭력 예방교육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 학기별 1회 이상

정보윤리교육

· 초·중등교육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 통일교육주간 운영(5월 넷째 주)

· (비장애학생)
유, 초,
중, 고,
특수

근거

· 노동인권교육 학기당 2시간 이상
반영

· 창의적 체험활동 중 봉사활동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6209,
2018.12.18.)

관련부서별

필수
여부

교육혁신과

필수

교육혁신과

필수

교육혁신과

중등교육과

필수

연번 학교급

· 부산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제6조

학교생활교육과

필수

13

초, 중,
고, 특수

보건교육

· 보건교육 연간 17차시 교육과정
편성·운영(최소 1개 학년 이상)

· 학교보건법 제9조

학교생활교육과

필수

14

초, 중,
고, 특수

약물오남용

·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반영한
체계적인 흡연·음주 등
약물오·남용 예방 교육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학교생활교육과

필수

학교생활교육과

필수

학교생활교육과

필수

교원인사과

필수

안전기획과

필수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안전기획과

필수

· 진로교육법 제12조

미래교육원

필수

· 독도교육주간 운영(4월 둘째주 권장,
학교 자체 계획 수립 및 자율 운영)

· 독도교육 기본계획(교육부, 2022.1.)

교육혁신과

선택

· 다문화이해교육(연간 2시간 이상)

·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교육부, 2022.1.)

교육혁신과

선택

· 성교육 및 성인지교육 15차시
(범교과 학습주제 운영 가능)
초, 중,
고, 특수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필수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미래인재교육과

학교생활교육과

18

유, 초,
중, 고,
특수

응급처치교육

· 응급처치교육
(매 학년도 1개 학년 이상)

19

안전교육

필수

유, 초,
중, 고,
특수

20

초, 중,
고, 특수

진로교육

학교생활교육과

필수

10

초, 중,
고, 특수

학교폭력예방
교육

· 학교폭력예방교육(학기별 1회 이상)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학교생활교육과

필수

21

초, 중,
고, 특수

독도교육

11

유, 초,
중, 고,
특수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필수

22

유, 초,
중, 고,
특수

다문화교육

168

·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학교생활교육과

· 부산광역시교육청 양성평등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제14조

· 교육활동 보호 예방교육(연 1회)

·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3조

-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실시

· 유치원: 권장

교육활동 보호
예방교육

· 생명존중교육(연간 6시간 이상)

· 아동복지법 제31조 제1항

· 교육기본법 제17조의2

유, 초,
중, 고,
특수

생명존중교육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양
 성평등교육(학생 대상 연1회 이상)
· 초·중·고: 필수

초, 중,
고, 특수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7

필수

· 교육기본법 제17조의 2

· 단, 성교육 집중이수학년
(초 5학년 5차시, 중 1학년 5차시,
고 1학년 3차시) 별도시수 확보 권장

양성평등교육

9

·아
 동학대 및 가정폭력예방교육

- 초등학교: 성폭력예방교육 1시간 이상
포함
-중
 ·고등학교: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영역별 1시간 이상 포함

유, 초,
중, 고,
특수

· 교육부 고시 제2017-121호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필수
여부

· 미세먼지 교육(연 1회 이상)

필수

필수

관련부서별

미세먼지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8
미래인재교육과

근거

유, 초,
중, 고,
특수

16

·부
 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

대상 및 교육시간

12

15

중등교육과

영역

·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51차시 이상)
· 학교 진로교육 목표에 따른 진로
교육 중심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 ‘진로와 직업’ 과목 선택 및 창의적
체험활동(진로활동) 편성·운영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 교육부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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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단위학교별 연간 실시 연수
*법정의무교육(필수연수) 통합과정(원격연수)은 부산교육연수원에 개설되어 있으며 상시연수가 가능함.
관련부서별

필수
여부

*
필수연수
통합과정
포함
여부

중등교육과

필수

X

미래인재
교육과

필수

안전기획과

필수

X

*통합과정 연수로 개설이 어려운 연수:원격연수는 인정 안 되는 연수, 체험연수, 원격연수 콘텐츠가 없는 연수, 해당 부서에서 개설한 연수
연번 학교급

연번 학교급

1

2

3

4

5

6

전 학교

전 학교

전 학교

전 학교

영역

청렴교육

청렴교육

적극행정
교육

음주운전
근절 교육

초, 중,
고, 특수

학생인권
보호

전 학교

기초학력
(학습부진
학생 지도
연수)

대상 및 교육시간

· ( 교직원) 연 1회, 2시간 이상
-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포함

· (교직원) 연 1회 이상
- 이해충돌방지법

· ( 교직원) 연1회 이상
- 공무원만 해당

· (교직원) 연 4회(분기별1회)

· (교원) 연 1회, 1시간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
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4조 제1항

관련부서별

필수
여부

*
필수연수
통합과정
포함
여부

감사관

필수

○

· 감사관-1063(2021.2.16.)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11
감사관

필수

유, 초,
중, 고

특수(통합)
교육

감사관

감사관

교육혁신과

필수

필수

필수

X

○

· (교직원) 2020-2022, 3년마다
15시간 이상(교원법정의무연수)

- 10년 이내 특수(통합)교육 관련
직무연수 60시간 이상 이수
(당해연도 최소 15시간 이상 연수 이수)

· (교직원*)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연 1회 이상
8

· (과학교사) 1회 15시간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 제21조

*전체 교직원

· (교직원**) 직장내 장애애인식개선
교육: 연 1회 이상

유초등교육과

필수

X

필수

· (교직원) 3년마다 15시간 이상
(’21.3.1.~ ’24.2.29.)

13

유, 초,
중, 고,
특수

정보보안

· (교직원) 연1회 이상

·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조

안전기획과

필수

○

14

초, 중,
고, 특수

생명존중
교육

· (교직원) 연간 1시간 이상

·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14조

학교생활
교육과

필수

○

학교생활
교육과

필수

X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학교생활
교육과

필수

X

· 아동복지법 제26조

학교생활
교육과

필수

○

학교생활
교육과

필수

○

**공립: 기간제교원, 교육공무직원

학교생활
교육과

필수

○

15

초, 중,
고

필수

학업중단
예방

· (2023년이내) 1회 이수(15차시)

학교폭력
예방교육

· (교직원, 학부모) 학기별 1회
이상 실시

X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 제21조
중등교육과

○

·장
 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5조의 2

18

유, 초,
중, 고,
특수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유, 초,
중, 고,
특수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
교육

· (기존) 30차시 [학업중단예방
길라잡이] 연수와 동일

· (학교의 장과 종사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연간 1시간 이상
· (학부모)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연간 1시간 이상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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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초,
중, 고,
특수

장애인권
교육

· (교직원) 연 1회 이상

·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6209,
2018.12.18.)

중등교육과

필수

○

19

초, 중,
고, 특수

약물오남용
(흡연, 음주,
마약류)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초·중·고) 교직원, 영역별 1시간
· (유) 교직원: 성폭력예방교육필수,
성희롱성매매예방교육 권장

사립: 전체 교직원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X

안전교육

초, 중,
16 고, 특수,
각종
중등교육과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2

17

·장
 애인복지법 제25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 과학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 전 교원(관리자 포함)

- 특수(통합)교육 관련 연수 3시간 이상

장애인식
개선교육

초, 중,
고, 특수

과학실험실
안전
교사연수

· (교직원) 연 1시간 이상

근거

유, 초,
중, 고,
특수

X

· (교(원)장)

유, 초,
중, 고,
특수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X

· (통합학급 담임교사)
7

유, 초,
중, 고,
특수

대상 및 교육시간

· 과학·수학·정보교육진흥법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8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8조

10

영역

· (교원, 학부모) 연 1회, 1시간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관한 법률 제5조
· 부산시교육청 청소년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제7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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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단위학교별 위원회 구성
연번 학교급

영역

20

유, 초,
중, 고,
특수

인성교육

21

유, 초,
중, 고,
특수

교육활동
보호 예방
교육

공립유,
공·사립
22
초, 중,
고, 특수

정보공개
교육
응급
처치
교육

23

24

유, 초,
중, 고,
특수

안전보건
교육

유, 초,
중, 고,
특수

개인정보
보호

26

유, 초,
특수(유, 초)

· (교직원) 연간 1시간 이상

· (학부모,교사) 연1회 예방교육

근거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

관련부서별

필수
여부

학교생활
교육과

필수

교원인사과

필수

○

어린이안전
교육

- 정보공개교육 실시 : 연1회이상
※ 정보공개관련 콘텐츠 변동예정으로 통합
과정 불포함

· (교직원)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습 2시간 포함 총 3시간 교육
· (현업근로자) 연 24시간
(분기 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연 16시간 이상
· (교직원) 연1회 이상
※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수립
(교육 계획 포함) 필요

· (교직원) 어린이 교육·보육·상담·
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습 2시간
포함 총 4시간 이상 매년 실시

· 정보공개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 교육부 학생건강증진 정책
방향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관리과

안전기획과

필수

필수

연번

27

초, 중,
28
고, 특수

29

3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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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초,
중, 고,
특수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생태환경
교육
양성평등
교육

초, 중,
고, 특수

마음건강

유, 초,
중, 고,
특수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 (교직원)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직원) 생태환경교육
- 학기당 1시간 이상

· (교직원)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 (교직원) 학생 마음건강관리
원격연수: 초 1·4학년, 중·고 1학년
담임교사 필수, 그 외 선택
· (교원) 15시간
- 이수시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인정 가능

위원회명

위원 구성

1

초, 중, 고,
특수

학교자체
평가위원회

· 위원장: 교감(당연직)
· 학생, 교직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
(학생 및 외부전문가 포함 여부는 단위
학교에서 결정)

2

유, 초, 중,
고, 특수

학교교육과정
위원회

3

초, 중, 고,
특수

조기진급·
졸업·진학
평가위원회

4

초, 중, 고,
특수

학업성적관리
위원회

· 학교규모에 따라 정함
· 교원, 교육과정전문가, 학부모 등

X

X

관련부서명

필수
여부

교육혁신과

필수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필수

·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필수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필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 2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필수

· 부산시교육청 2021 특별장학금
및 외부 장학금 관리 지침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필수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부 훈령322호) 제5조

유초등교육과

필수

· 학교도서관 진흥법 제10조

유초등교육과

필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중등교육과

필수

·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4조

학교생활
교육과

필수

근거

· 5~15명(학교자율)

· 5~15명
· 교사, 학부모, 교육전문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
· 학교자체평가 운영 계획

· 부산광역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부산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21-4,5호)
· 부산광역시 유치원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부산광역시
교육청 고시 제2021-2호)

· 학교규모에 따라 정함
안전기획과

필수

X

· 평가관리위원, 성적관리위원,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위원 등으로 구성
· 교원(필요 시 학부모위원 위촉 가능)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제31조

안전기획과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안전기획과

필수

필수

○

X

5

초, 중, 특수

의무교육관리
위원회

6

초, 중, 고,
특수

장학생추천
(선정)위원회

7

초, 중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학교)

- 교직원 심폐소생술로 대체 가능

유, 초,
중, 고,
특수

학교급

○

· (소속공무원 및 정보공개담당자)

유, 초,
중, 고,
특수

25

대상 및 교육시간

*
필수연수
통합과정
포함
여부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4항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유초등교육과
재정과

필수

○

미래인재
교육과

선택

X

· 부산광역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제14조

학교생활
교육과

선택

X

· 제3차(2022~2024년도)
학교안전 사고 예방 기본
계획(교육부)

학교생활
교육과

안전기획과

· 교장, 외부전문가 1명 이상, 교원위원

· 7명 이내, 교내 내부위원
· 7~10명

교육복지
위원회

· 교감, 행정실장, 담당부장, 학년부장,
교육복지사 등
- 소규모 학교는 여건을 고려 인원 조정 가능
- 교육복지 지원학교는 유사 위원회와 병행 가능

· 10명 이내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
교육 활성화 조례

· 학교보건법 제9조

· 5~7명

선택

8

초, 중, 고,
특수

학교도서관
운영 위원회

9

유, 초, 중,
고, 특수
교육대상자
재학학교

개별화교육
지원팀

X

학교위기관리
위원회
선택

X

10

초, 중, 고,
특수

(마음건강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마음건강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봄.)

·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등(소규모학교는
학운위가 겸임 가능하나 이 경우 학교
도서관담당자 및 교과담당부장은 교사
위원에 필수 포함)
· 특수교원, 일반교원, 진로 및 직업
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보호자

· 10명 내외
· 교직원, 외부전문위원, 학부모위원 등
학교실정에 맞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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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설치
학교급

위원회명

11

초, 중, 고,
특수

학생선도위원회

위원 구성

근거

· 학교장 지정(학교생활규정 준수)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 교사위원, 학부모위원(권장)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관련부서명

필수
여부

연번

설치
학교급

위원회명

학교생활
교육과

필수

21

유, 초, 중,
고, 특수

교원능력개발평
가관리위원회

12

13

초, 중, 고

초,중,고,
특수,각종

학업중단예방
위원회

학교폭력
전담기구

· 교감, 교무부장, 학생부장, 상담교사,
담임, 학적담당, 업무담당자 등

·구
 성원: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학부모(1/3 이상) 등으로 구성
· 업무분장 및 운영방법: 학교장 결정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지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학교생활
교육과

필수

22

초, 중, 고,
특수

학교교권보호
위원회

학교생활
교육과

필수

23

유, 초, 중,
고, 특수

다면평가관리
위원회

24

공립유,
초, 중, 고,
특수

15

초, 중, 고,
특수

초, 중, 고,
특수

학교체육
소위원회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 위원장: 민간위원
· 위원: 교감(부위원장), 학부모, 선수 인권
보호 및 체육, 법률, 상담, 등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의2,
시도조례

· 6명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위원장: 교감

· 부산광역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 위원: 교직원 3명, 외부위원 2명
(특정성별이 60%이상 되지 않도록,
가급적 연령대 다양하게 구성)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학교생활
교육과

필수

16

유

성폭력고충
심의위원회

· 위원: 교직원 3명, 외부위원 2명
(특정성별이 60%이상 되지 않도록)

학교생활
교육과

필수

· 상시종사자 30인 미만의 기관은 고충상
담원 제외하고 3인(외부위원 1명)으로
위원회 구성가능, 단 기관장 포함 5인
이하의 기관은 여건에 따라 자율적 구성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25

유, 초, 중,
고, 특수

유, 초, 중,
26
고, 특수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필수
여부

·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교원인사과

필수

· 교원 및 외부위원(교육활동 관련 전문
가, 학부모, 변호사, 경찰)으로 구성하
되 교원위원이 정원 수의 1/2을 초과
할 수 없음

·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교원인사과

필수

· 3~7명
· 교직원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선출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8조의4

교원인사과

필수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

· 위원장: 교감
· 위원: 교사, 일반직, 교육공무직원 중
학교장이 위촉. 단, 교육공무직원 위원
1명 반드시 위촉

관리과

필수

·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지원과

필수

· 재정과-16267(2020.9.1.)

재정과

필수

안전기획과

운영
시
필수

미래인재
교육과

선택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선택

학교생활
교육과

선택

· 부산광역시교육청-전국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단체협약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
공무직원 취업규칙 제22조

· 유: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 6명
· 위원장: 원감

·교
 감,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외부전문가

· 5명

· 7명 내외
14

· 5~11명

관련부서명

근거

· 5~10명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 5명 이내

위원 구성

학교생활
교육과

학교(유치원)
운영위원회

· 초·중·고·특수: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 5명 이상 15명 이하
(학생수 기준으로 법령에 의해 정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 7명이상(1명이상 외부위원)
물품선정위원회

· 위원 구성 시 학교장, 행정실장 배제,
· 학교자율, 학교실정에 맞게 구성
· 10명 이하

필수
27

초, 중, 고,
특수

현장체험학습
소위원회

· 교감(당연직), 교사, 학부모, 학생, 계약
담당자(권장)

· 2022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 학습
운영 매뉴얼

*학부모위원 30% 이상

· 5명 이상 15명 이하
17

18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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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 고

유, 초, 중,
고, 특수
중, 고,
특수
(교복학교주관
구매 시행학교)

유, 초, 중,
고, 특수

마음건강위원회

학교급식소
위원회

교복선정위원회

교원인사자문
위원회

· 5명 내외
· 관리자, 부장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등
· 제한없음
·학
 교운영위원,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

· 학교장 지정
·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학생위원 등

· 학교장 결정

· 학교보건법 제9조

학교생활
교육과

· 부산광역시 공립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학교생활
교육과

· 교복학교주관구매 운영 요령

학교생활
교육과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34조

교원인사과

필수
초, 중, 고,
28
특수

동물 해부실습
심의위원회

· 과학관련 교원, 시교육청 공무원 및
그 밖의 교육과정 전문가, 수의사, 약사
또는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
학부모

· 초·중등교육법 제2조
· 동물보호법 제24조의2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수의사 및 학부모 각 1인 반드시 포함

필수

*수의사는 의사, 약사 등으로 대체 가능

필수

필수

29

초, 중, 고

방과후학교
소위원회

30

초, 중, 고,
특수

봉사활동추진
위원회

· 학교장 결정
· 학부모, 담당교원 등

·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준함

· 2022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 2022 봉사활동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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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주요 성과
▹교과-수업 콘퍼런스 교과별 블렌디드 러닝 학생참여중심 수업 사례집 제작·보급(12월)

| 역점과제 |

1-1-3. 「수업·평가지원센터」의 현장 밀착 지원

1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융합교육

수업·평가 지원체계 운영
▹수업·평가 지원단 1:1 매칭 수업고민 상황맞춤 코칭 지원: 118명(초 80, 중 32, 고 6)
▹학교컨설팅지원센터 연계 컨설팅 지원: 2,110건(유·초등 1,396, 중등 714)

1-1 블렌디드 러닝 수업 운영

▹블렌디드 러닝 수업·평가 교원 연구동아리 운영 60팀(초 32, 중 19, 고 9)

수업·평가 혁신지원 연수 운영 및 수업나눔 확산

1-1-1. 블렌디드 러닝 환경 구축 및 활성화 지원
블렌디드 교실(에듀테크 활용 디지털 수업 환경) 구축

▹다음 학기 수업·평가 공동설계 연수: 71과정(초 33, 중 24, 고 14), 635명
전국최초

▹수업·평가 혁신사례 릴레이: 66과정(초 35, 중 13, 고 18), 1,870명

▹ 374교(초 175, 중 103, 고 90, 특 6), 8,130학급 구축

▹수업공감 DAY! 활성화를 위한 우수교 운영비 지원(고 20교, 교당 500천원)

블렌디드 러닝 내실화 및 활성화 지원

▹수업나눔의 날: 수업공개 및 수업토크 112회(초 68, 중 27, 고 14, 특수 3), 4,616명 참가

▹블렌디드 교실 구축 컨설팅 지원단(35명) 운영: 학교별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

수업·평가 혁신지원 자료개발

▹블렌디드 러닝 지원 시스템(www.classgo.kr)을 통한 업무 및 교실수업 지원

▹블렌디드 러닝 수업·평가 자료(동영상, 수업흐름도) 개발·보급: 32편(초 15, 중 7, 고 10)

▹블렌디드 러닝 교수·학습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학교 운영: 5교(초 3, 중 1, 고 1)

▹에듀테크 활용 수업·평가 방안 및 정보 제공(월 1회, 3~12월)

▹블렌디드 교실 활용 우수 수업 사례 개발 및 보급(35회)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운영: 44교(초 22, 중 13, 고 9)
통계

1-2 교수학습 지원 플랫폼 운영

블렌디드 교실 구축 ’20년(233교, 4,875학급)→’21년(374교, 8,130학급)

1-2-1. 블렌디드 러닝을 위한 플랫폼 활용 연수
1-1-2. 블렌디드 러닝 학생참여중심 수업 운영

블렌디드 러닝 역량 강화 집합 및 원격 직무연수 운영

함께 만들어가는 학생참여중심 수업

▹집합직무연수 30과정(575명), 원격직무연수 34과정(5,824명)

▹부산교대 연계 「전문가와 함께하는 교과-수업 콘퍼런스」 운영

▹학교로 찾아가는 블렌디드 교실 활용 직무연수 113과정(2,700명)

· 교과연구협의회(월 1회, 5~12월), ‘콘퍼런스 만남의 날’ 개최(4월), 연수(4회, 7~11월)
· 학습자 주도 블렌디드 러닝 수업 온라인 워크숍 개최(교과별, 11월)
▹어린이창의교육관 연계 블렌디드 러닝 학생참여중심 선도수업 운영

▹e러닝 세계화(ODA)사업 교류협력국(캄보디아) 원격직무연수 1과정(40명)

교원 원격 직무연수용 콘텐츠 공동 개발

		 · 초3~6학년, 선도수업 영상 8종(수학 4종, 과학 4종) 개발·탑재(5~6월)

▹부산·대구 공동 개발 협력체제 구축

		 · 수업토크를 통한 학생상호작용, 앱·플랫폼 자료활용, 피드백전략 공유(8회)

▹플랫폼 및 에듀테크 활용, AI교육 등 15차시 4종(총 60차시) 개발

▹수업 중심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161팀(초 104, 중 33, 고(특) 24)

블렌디드 러닝 수업력 향상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

1-2-2. 기관, 교사 제작 교수학습 콘텐츠 유통 플랫폼 운영

▹블렌디드 러닝 학생참여중심 수업 역량 강화 직무연수(2회, 229명)

부산교수학습샘터를 활용한 교실수업 개선

▹‘미래를 여는 블렌디드 러닝 수업’ 특별 강연회 개최(6월, 초등교감 170명)

▹교수학습자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질 관리 및 서비스 제공(14,929건 자료탑재)

▹수업지원단 구축 및 현장 수업 지원(수업·평가내비게이터 60명)
▹교원의 수업·평가역량 강화 프로그램 직무연수 운영(3회, 초·중등 교원 60여명)

▹교육자료의 품질관리(445건) 및 교사 맞춤형 수업자료 제작 지원(178건)

▹교육공감콘서트를 통한 블렌디드 러닝 수업 속 과정중심평가 우수사례 공유(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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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창의마루 설립

1-2-3. 수요자 중심 학습관리시스템 운영ㆍ지원

▹구) 연포초, ’21.12월 개관

부산에듀원 학습플랫폼 기능 개선 및 고도화
▹클라우드 기반 학습관리시스템(LMS), 실시간 쌍방향 화상강의 솔루션 개발 및 적용
▹기능 개선·고도화를 위한 업데이트 및 커스트마이징(연중, 수시)

동부창의마루 설립
▹구) 반송중, ’22.9월 개관 예정

부산에듀원 학습플랫폼 운영 지원
▹학습플랫폼 활용 시범학급 공모·운영(초·중·고 82교, 400학급) 및 성과 공유 워크숍(11월)
▹학습플랫폼 활용 집합 연수(8회, 400명), 찾아가는 컨설팅 지원(27회, 211명)

교육용 콘텐츠 설계 저작도구 개발 및 보급
▹독립형 교육용 콘텐츠 저작도구 개발 및 배포: 9월(전체 학교)

▹3D 프린터, 목공, 레고, 영상, 조리 등 12개 메이커 프로그램 운영

전국최초

▹학습플랫폼 기반 교수학습 활용 특별연구교사 사례연구(3팀), 교육연구회(1팀)

1-2-4. 클라우드 시스템 기반 수업혁신 지원
클라우드 시스템 기반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ㆍ보급
▹상호작용형 콘텐츠 개발 교원 역량 강화 온라인 연수 및 컨설팅 운영(2회, 70명)
▹상호작용형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보급(총 96종, 부산원클래스 배포)

클라우드 시스템 기반 수업혁신 지원 역량 강화
▹선도교사단: 5팀(초 2, 중 2, 고 1) 워크숍·성과보고회(4회)

▹메타버스, 영상, 공예, 도예 등 8개 메이커 프로그램 운영 예정

1-3-2. 수직·수평적 교육시스템 운영
수직적 교육시스템 운영으로 메이커 아티스트 양성
▹2021 찾아가는 메이킹 운영(8개과정, 초등학교 31교, 2,186명, 5월~7월)
▹2021 부산형 블랜디드 메이킹 운영(6개과정, 중·고등학생 295명, 5월~7월)
▹온·오프라인 융합 STEAM & MAKE 교원 역량강화 연수 운영(6개 과정, 159명)
▹교육과정 연계 부산형 메이커교육 교수·학습자료 3종 개발(12월)

모두가 함께하는 수평적 교육시스템 운영
▹2021 창의융합한마당(「제4회 메이커랑 놀자!」와 부산수학축제 통합) 운영(10월)
▹학생 운영진에 의한 행사 기획, 행사 공간 구성, 공연 및 강의 프로그램 운영
▹학생주도형 「제4회 메이커랑 놀자!」 선도학교(5교) 및 교사 선도위원 구성(11명)
▹메이커 교육연구회 10팀 운영(지정과제형 5팀, 자유과제형 5팀)

▹수업 설계 및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 온라인 연수 및 컨설팅(2회, 30명)
통계
학교 내 무한상상실 ’18년(91교)→’19년(113교)→’20년(101교)

1-3 부산형 메이커교육 운영
1-3-1.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으로 메이커 문화 확산
학교 내 무한상상실 운영

2 지속가능한 생태·해양교육

▹학교 내 무한상상실 운영: 337교(초 142, 중 90, 고 105)
▹메이커교육 컨설팅을 위한 STEAM & MAKE 교육 협의체 운영(34명)
▹창의융합 메이커 문화 확산 사업 지원(157교)
▹STEAM & MAKE 선도학교 운영(18교)

2-1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생태환경교육
2-1-1.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교육

창의공작소 운영

교육과정을 통한 체계적인 생태환경교육 지원

▹학생 실습형 프로젝트 창의수업 운영: 756학급, 15,000명

▹자연과 생명 존중 숲·생태교육 운영(전 유치원)

▹방학 중 창의공작 프로그램 운영: 메이커 동아리(4회, 79명), 창의공작 교원연수(4회, 190명)

▹생태환경 연구시범학교 운영(7교), 탄소중립 시범학교 운영(6교)

▹가족․일반 1-day 토요창의캠프 운영: 가족창의캠프(4회, 373명), 일반시민 창의캠프(8회, 142명)

▹동아리 활동을 통한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109교)
▹유기적인 생태환경교육 지원을 위한 워킹그룹, 부산교육 탄소중립실천 TF 협의회(2회)
▹지역화 환경 교과서 「부산의 환경과 미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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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온·오프라인 혼합 직무연수(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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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교원 워크숍, 교사 직무연수, 학생 탄소중립 실천캠프 진행(3회, 89명)
▹(고) 교양과목 ‘환경’, 전문교과Ⅰ ‘생태와 환경’ 및 전문교과Ⅱ ‘환경교과(군)’ 관련 교과목 개설 권장

교육공동체가 함께 실천하는 탄소배출 제로 환경 조성
▹학교 등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 수립 및 실천 지원
▹기후위기 대응 실천력 제고를 위한 부산청소년환경위원회 운영(중·고 16명)
▹지구의 날(4.22.)기념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등행사 실시
▹생태체험 학습 공간 학교텃밭(100교), 학교 명상숲(2교) 조성 지원
▹부산교육 라이브 톡톡 생태·해양 파수꾼 편(9월) 영상 제작 및 홍보

2-2 친환경 미래 교육공간 조성
2-2-1. 제로에너지 그린학교
에너지 부하 최소화를 통한 에너지 절감
▹신설학교 녹색건축물 인증: 3교(해빛유, 해빛초, 일광중)
▹신설학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3교(해빛유, 해빛초, 일광중)
▹LED조명기기 개선(58교)
· 신설학교: 2교(초 1, 중 1)

· 기설학교: 56교(초 20, 중 10, 고 25, 특수 1)

통계

▹노후교실 냉·난방시설 개선: 41교(초 17, 중 9, 고 15)

숲·생태교육 운영 유치원 ’19년(35개원)→’20년(40개원)→’21년(380개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

생태환경 연구시범학교 ’20년(7교)→’21년(7교)

▹태양광 발전 설비(신설): 3교(해빛유, 해빛초, 일광중)

생태체험 학습공간 학교텃밭 ’19년(20교)→’20년(50교)→’21년(100교)

▹태양광 발전 설비(증축): 3교(녹산초, 반송중,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환경교과 선택 ’19년(중 2교, 고 17교)→’20년(중 2교, 고 30교)→’21년(중 3교, 고 41교)

▹태양열 온수장치: 2교(해빛초, 일광중)
▹공기식 태양열 난방장치: 2교(해빛초, 일광중)

2-1-2. 지역과 연계한 실천하는 생태환경교육
환경기관 연계 찾아가는 생태환경교육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상수도 순회 교육 지원(유·초·중 33교)
▹찾아가는 녹색소비학교(초 100학급)
▹자원순환교육 운영(초·중·고·특수 112학급)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에너지절약 및 전기안전관리 교육(전체 학교)

시민사회 연계 생태환경 동아리활동
▹부산환경교육센터 연계 탄소중립 실천 교실(중 7교)
▹부산환경교육네트워크 연계 낙동강환경탐구 프로그램(중 10교)
▹낙동강 환경탐구 프로그램 교수학습자료 개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2021 미래에너지 토크콘서트(1회)

▹실내 루버형 집광채광시스템: 1교(일광중)

2-2-2. 학생중심의 친환경 미래교육공간
다양한 수업이 가능한 교실
▹고교학점제에 대비한 고교학점제형 공간혁신(7교, 37실)
▹도서관 활용수업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환경 개선(23교, 46실)
▹첨단미래교실로 디지털 기반 스마트교실 구축(6교, 12실)

개방형 창의·감성 휴게 학습공간 조성
▹학교자율 공간혁신으로 유연한 학교공간 재구조화(21교, 83실)
▹즐겁게 배우고 스스로 학습하는 초등영어놀이터(4교, 8실)
▹개방형 예술교육 공간 예술공감터 조성(6교, 12실)

▹찾아가는 우리 학교 숲 체험 교실(초 50교, 중 30교)

친환경 녹지 공간 조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카드놀이 등 학생활동중심 교재 개발(2종)

▹학교명상숲 조성으로 학생들의 정서 함양을 위한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고1, 중1)

▹환경시민단체 간담회(15개 단체 대표 등 19명) 및 환경교육발전협의회(2회)

▹학교구성원이 참여하는 조경 및 자연학습장 조성

다행복교육지구·마을교육공동체 연계 생태환경교육

통계

▹9개 다행복교육지구별 생태환경 프로그램 운영

고교학점제형 공간혁신 ’21년(7교, 37실)
독서환경개선사업 ’20년(30교, 60실)→’21년(23교, 46실)
첨단미래교실 ’20년(12교, 24실)→’21년(6교,12실)
학교자율공간혁신 ’19년(41교, 128실)→’20년(36교, 187.5실)→’21년(21교, 83실)
초등영어놀이터 ’21년(4교, 8실)
학교예술교육공간조성 ’21년(6교, 12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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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해양수도 부산의 해양교육

3 삶을 디자인하는 진로진학 교육

2-3-1. 해양 체험활동 지원 확대
해양스포츠 체험교육 지원 확대

3-1 미래를 디자인하는 맞춤형 진로교육

▹우수 해양스포츠클럽 운영(초·중 20팀)
▹지역거점 해양레포츠센터 연계 해양 체험교실 운영(중 1,540명)
▹자유학년제 연계 해양스포츠 관련 진로교육 운영(23,545명, 91%)
▹해양스포츠 관련 안전·진로자료, 자격증 취득과정 안내(2회)

해양클러스터 연계 프로그램 운영
▹학교해양교육 지원을 위한 해양교육자료 배부(초 1,500부)

3-1-1. 초-중-고 교육과정 연계 진로교육
고교 진로디자인학기제 운영
▹학업설계 지원을 위한 ‘고교 진로디자인학기제’ 운영(1학년 1학기, 일반고 105교)
▹중학생을 위한 ‘미리보는 고교생활’ 학교소개 영상 제작·탑재(고 46교)
▹학업설계 지원 자료 ‘청소년을 사로잡는 진로디자인‘ 책자 제작·보급(전 중·고)

▹해양클러스터 소속 전문기관의 연구원이 찾아가는 해양아카데미(중·고 59교)
▹해양클러스터(19개 기관, 단체 대표 등) 참여 해양교육발전협의회(1회)
▹해양 분야 꿈담기 진로체험프로그램, 찾아가는 해양진로체험 프로그램(17교, 300명)

3-1-2.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진로교육 협력체계 강화
부산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해양 생태ㆍ문화 교육을 위한 역량 강화 지원

▹중·고 진로전담교사 진로역량 강화 연수 및 워크숍(3회)

▹국립해양박물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연계 교원 해양문화교육 역량 강화(7회, 매회 36명)

▹우수 진로체험 기업 발굴, 진로체험처 전수 점검을 통한 질 관리(2,100곳)

▹창의융합교육원 연계 해양교육 교원 직무연수(교원 40명)
▹학교해양교육 지원을 위한 해양교육자료 배부(초 1,500부), 교구 제작·배부(중 5교, 40세트)
▹교육과정 연계 해양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초·중·고 각 2종)
▹‘해양 문화와 기술’ 교과 교사용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보급(고교 1종)
▹KMI-KBS와 공동 제작 해양교육 콘텐츠 개발·홍보(6종)

2-3-2. 해양 체험·탐방 프로그램 운영

지자체 연계 16개 「구(군)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자체 연계 16개 「구(군)진로교육지원센터」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159,509명)
▹「구(군)진로교육지원센터」 협업 진로박람회 운영(5회)

진로교육 지원 협의체 운영
▹진로교육 계획 수립 및 지원을 위한 진로교육협의회 실시(1회)
▹구(군)진로교육지원센터 체험프로그램 질 관리를 위한 교육지원청 진로체험지원단 운영(5회)

해양영토(독도) 탐방 및 해양안전 체험활동

「지역창업체험센터」 운영

▹자발적 독도 탐구 활동으로 온라인 해양영토 체험(고 210명, 29교 53팀 참여, 48편 탑재)

▹학생 창업가 정신함양 교육을 위한 「지역창업체험센터」 프로그램(2기관, 초·중·고 4,127명)

▹메타버스 가상의 독도에서 학생 영상작품 공연(10월 25일)

▹창업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제2회 부산청소년창업경진대회 개최(초·중·고 294팀)

극지·해양 탐방 프로그램
▹(사)극지·해양미래포럼 연계 극지·해양 해설사의 찾아가는 특강(800회)

3-1-3. 수요자 중심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프로그램
▹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 해양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중·고 17교, 263명)
▹고등학생 대상 심화 인턴십 진로체험프로그램 ‘꿈담기’ 운영(방학 중, 9개 기업, 146명)

부산 특화 진로체험프로그램
▹부산 지역특화 산업(영화/영상분야)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초·중·고 24교, 978명)
▹해양 관련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중·고 23교, 86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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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진학 지원

3-3 진로 역량 계발을 지원하는 기관 설립

3-2-1. 온ㆍ오프라인 상시상담 운영

3-3-1. 「남부창의마루」 설립

챗봇 ‘부산진학이야기365’ 운영

부산형 메이커교육 중심 남부창의마루 개관 및 운영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10회)

▹건축, 토목, 인테리어 공사 준공(9월)

대입전문가와 함께하는 ‘대입길마중(화상상담실)’ 구축

▹남부창의마루 개관 및 프로그램 운영(12월)

▹미래교육원 환경개선 공사로 미구축(미래교육원 공사 일정에 맞춰 ’22년도 구축 예정)

▹3D 프린터, 목공, 레고, 영상, 조리 등 12개 메이커 프로그램 운영(11~12월)

온라인 실시간 진학 상담 및 정보 제공
▹‘부산진학길마중’ 운영(상담교사 40여명, 3,000건)

상설 1:1 대면 대입상담실 운영
▹대입지원관과 함께하는 ‘대입상담’(539건), 전화상담(278건)
▹부산진학지원단과 함께하는 ‘대입길마중’(371건)

‘대입공감 똑똑, 톡(talk)’ 운영
▹‘대입공감 똑똑, 톡(talk)’ 운영(37회)

3-2-2. 학생ㆍ학부모ㆍ교원 대상 맞춤형 대입 정보 제공
대입상담캠프 운영
▹4,180명 참관(대학정보관 3,598명, 대면상담관 582명)
▹대학 및 기관 61개 참여

온·오프라인 입시설명회
▹대학별·시기별·전형별 개최(34회)

대상별 맞춤형 진학자료 제작·보급
▹대상별 맞춤형 진학자료 제작·보급(15종)

3-2-3. 진학지도 학교역량 강화 지원
일반고 1교 1진학전문가 양성
▹부산진학지원단 구성 및 운영(5팀, 81명)
▹전문성 신장연수(6회)

▹예술과 만나요 등 다양한 메이커 특별 프로그램 운영(12월)

디지털 융합 「동부창의센터」 설립 추진
▹메타버스, XR 체험실 운영: 부산대와 디지털 프로그램 운영 협약(’21. 6월)
▹건축, 토목공사 착공(10월), 내부 인테리어 공사 착공(11월)
▹가상현실 공간, 디자인 및 영상과 만나는 디지털 융합 메이커 체험 공간으로 구축 예정

3-3-2. 「부산수학문화관」 설립
전시콘텐츠 설계 및 제작
▹전시콘텐츠 설계, 제작·설치 자문위원회(4개 영역, 13명), 전문위원회(5개 분과, 15명) 및 개관준비반 운영(9월)
▹전시콘텐츠 기본설계 완료(’21. 11월) 및 실시 설계 추진(160여종)

수학문화관 개관 홍보 및 온라인 체험 기반 구축
▹부산수학문화관 명칭ㆍ애칭 및 캐릭터 공모, 수다한마당 운영(7월)
▹가상현실 공간, 영상 및 콘텐츠와 만나는 부산수학문화관 메타버스 공간 구축 예정(12월)

3-3-3. 「(가칭)부산예술학교」 설립
학생 맞춤형 예술교육을 위한 「(가칭)부산예술학교」 공간 설계
▹창의적인 예술학교 설계를 위한 건축 공모 실시
▹주변 자연환경 및 학생 예술 공연·전시 공간이 배려된 설계 실시

예술학교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 기획
▹실용 미술·음악 분야에 맞는 맞춤형 공간기획용역 실시
▹예술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공간기획 TF 구성·운영

학교로 찾아가는 진학지도 운영
▹찾아가는 진학지도 컨설팅(100회)
▹찾아가는 대입상담교실(31회)

교원대상 진학지도 역량 강화 연수
▹진로진학디자인 아카데미(2회)
▹고3 담임 및 부장교사 연수(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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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틈새없는 학교 안전망

존중 어울림 한마당
▹존중 어울림 한마당을 통한 존중 사례나눔 토크쇼 ‘존중행 시즌2’ 동영상 제작(5편 제작)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한 인권친화적 학교규칙 제·개정

4-1 학생중심의 탄탄한 교육안전망 구축

▹학교규칙 제·개정: 중 172교(초, 고(특) 자체 점검)
▹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단위학교 학교규칙 모니터링 및 컨설팅

4-1-1. 최소 성취기준 다깨침으로 기초학력 안전망 강화
학생 개별 밀착 맞춤형 지도로 기초학력 보장
▹(교실 안) 다깨침 서포터(초 366학급), 다깨침 썸머스쿨(초 790학급), 윈터스쿨(초 566학급), 아이세움 학습동행(초 1,247
학급)THE(Together Hope Education) 배움 프로젝트(7,706팀, 24,733명)운영으로 학습결손 예방 및 제때 지원
▹(학교 안) 학교 여건을 반영한 두드림학교(초․중 100교) 운영으로 다요인 학습지원대상학생 통합 지원
▹(지역연계) 전문의료기관 연계(10기관),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6개소)으로 난독 및 복합다요인 학습지원대상 학생
심층 지원(1,227명, 8,958회)

4-1-4. 우수 문화예술 콘텐츠 활용 기반 조성 및 지원
‘부산교수학습샘터’를 활용한 문화예술 나눔공간 조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예술 콘텐츠 관리 및 서비스를 위한 ‘문화예술 나눔공간 조성’
▹‘공연/전시’, ‘콘텐츠 링크On’ 공간 마련으로 폭넓은 양질의 문화예술 콘텐츠 수집(23개)

학생의 참여 및 예능적 재능발현을 위한 교실 수업 지원
▹샘터 내 ‘문화예술 수업나눔’ 공간 마련: 문화예술 관련 교수학습 자료 수집·검증·게시(70개)

▹기초학력 선도시범학교 운영으로 기초학력 보장 책임교육 모델 발굴(선도 1교, 시범 5교)
통계
두드림학교: ’18년(66교)→’19년(71교)→’20년(100교)→’21년(100교)
아이세움학습동행: ’18년(332학급)→’19년(341학급)→’20년(361학급)→’21년(1,247학급)

4-1-2. 비대면 상담 및 치료지원 강화

4-2 감염병 대응 및 방역체계 강화
4-2-1. 학생 감염병 대응 강화
학생 감염병 위기대응 모의훈련 모더레이터 양성 및 모의훈련 강화

비대면 상담을 위한 온라인 위(Wee) 클래스 구축

▹감염병 위기대응 모의훈련 모더레이터 양성(20명) 및 교육지원청별 모의훈련 실시(15회)

▹교사 대상 원격화상 자문을 위한 위(Wee)닥터, 학생대상 온라인 위(Wee)클래스 구축·활용 지속 안내(생활교육홈페이지)

▹코로나19 위기대응 모의훈련 동영상 제작 및 학교 빈발감염병 교육자료 지원(카드뉴스 등)

▹24시간 학생(개인)상담 지원 채널(홈페이지, 전화, 앱) 안내

감염병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

▹위기학생 및 코로나우울 극복 OneStop 정서심리상담 도움기관 리플릿 제작 및 배부(639교)

▹학교 감염병 대책 자문위원회 운영(2회)

▹전문상담인력역량강화 원격·대면 3회 연수실시(434명)

코로나19 백서 제작으로 감염병 대응력 신장

전문기관 연계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우리교육청의 코로나19 대응 전 과정(체계, 활동,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수록

▹찾아가는 생명존중프로그램 「I♡YOU」 운영비 지원: 196교(초 91, 중 60, 고 45)

▹학교 및 전 기관에 배부(1,350부)하여 향후 감염병 대응 시 활용

▹위기학생 및 사후관리 상담지원 프로그램 지원(개별상담 10명 56회, 집단상담 3건 30명, 워크숍 7건 1,247명)
▹전체 중·고등학교 교사 대상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연수: 316교(중 172, 고 144)

4-2-2. 학교방역 지원 강화

▹초등학교 교사 및 학부모 대상 게이트키퍼 VOD제작 보급

학교방역 지원을 통한 감염병 예방 환경 구축

▹자살, 자해시도 학생 대상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사업 운영: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15명, 상담전문가 15명 위촉,

▹학교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2회, 130억원)

학교방문 상담 17교, 병원비 지원 17명 지원

4-1-3.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 조성

▹학교 방역인력 지원(상반기 2,220명, 하반기 3,224명)

학교방역 강화
▹코로나19 이동검체채취팀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기숙사 운영학교 8교)

존중 대국민 캠페인
▹TV 광고 송출(3개월) 및 유튜브 동영상(1편) 자료를 통한 대국민 존중 캠페인 전개
▹존중의 언어 나눔 존중탐험대 이모티콘(16종) 배포, 초등 인성교육자료 애니메이션(3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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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과제 |
4-3 자율적 학교 운영 지원
4-3-1.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 지원
단위학교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학급회·학생회 월 1회 이상 실시, 학생자치활동 길라잡이 개발·보급(e-book 포함)
▹학생회의실 환경 조성 지원: 64교(초 16, 중 19, 고 29)

1 창의성과 감성을 키우는 미래교육
1-1 학생 성장 중심의 수업혁신
1-1-1. 미래교육을 지향하는 학교교육과정

▹전 초·중·고 학교생활협약 추진, 자치활동 중점학교 35교 운영(초 6, 중 12, 고 17)

학생의회 운영
▹학교급별 학생의회 운영: 학생의원 336명(초 130명, 중 124명, 고 82명)
▹학생의원 소양교육(2회), 학생의회 정례회(2회) 및 임시회(1회) 개최

선거공영제 도입
▹민주적 선거 절차 준수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및 선거비용공영제 지원(전 중·고)

4-3-2. 학교자치추진협의회 운영
학교자치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전체협의회(3회), 영역별 협의회(3회) 운영

학교자치 기반 조성
▹학교자율성 확대에 대한 학교자치 안내 자료 개발·보급(1종)
▹학교자치 포럼 운영(1회)

4-3-2. 자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평가 운영

미래핵심역량을 함양하는 학생중심 교육과정
(유치원) 놀이하며 배우는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교육계획 수립 지원(연수 및 책자 보급), AI리터러시(1회) 및 현장지원자료 활용 연수(4회)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놀이중심 교육과정 지원 연수(36과정, 4,634명)
▹장학 역량 강화를 위한 관리자 교육과정 이해 연수(168명), 컨설턴트 역량 강화 워크숍(250명)
▹누리과정포털 운영(연중) 및 현장지원자료(3종), 학부모용 놀이이해자료(1종) 보급
(초등학교) 삶의 기본을 익히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2021 학생중심 창의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컨설팅, 워크숍(연중)
▹교육과정-수업-평가 연계를 위한 연수 및 재구성 자료집 개발·보급(7월)
▹한글책임교육, 인공지능(AI)활용 초등수학수업 지원: 교원연수(3회), 자료집 개발 보급(9종)
(중학교) 꿈과 가치를 찾아가는 체험중심 교육과정
▹전 중학교 자유학년제 시행(중 170교)
▹생활외국어 및 예술·체육 강사비 지원(중 78교)
(고등학교) 과목 선택권 확대를 지원하는 다(多)-고른 교육과정
▹과목선택 안내 자료 배부(일반고 1학년, 책자 22,000부) 및 과목 선택권 확대 강사비 지원(고 157강좌)

학교평가 관리
▹학생성장을 지원하는 평가지표 설정: 공통지표(3개 영역 8개), 자율지표(1개)
▹학교평가지원시스템 운영: 학교평가 업무 지원 및 관리

▹고등학교 교양과목 수업역량 강화 교사 연수(3과목, 15시간, 134명)

교육과정 운영 역량 강화
▹교육과정 컨설팅단 운영(중 30명, 고 40명) 및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교원 역량 강화 연수(1,018명)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자체평가 운영 지원

▹교육과정 컨설팅 운영(전 초·중·고, 교당 3~5회)

▹학교자체평가 역량강화 지원: 온라인 콘텐츠 활용 상시 연수(471명), 찾아가는 컨설팅(24회)

▹중학교 교육과정 컨설팅단 연수(11월, 30명)

▹학교구성원 참여 지원: 퍼실리테이션 활용 연수(2회, 90명), 외부위원 연수(2회, 250명)

▹고등학교 교육과정 담당자·교원 대상 원격연수(3월, 1,505명), 전문가 원격연수(5월, 15시간, 160명)

▹학교자체평가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단위학교 자율 컨설팅 지원

▹고등학교 교육과정 교과교육과정 자료집 개발 배부(7종, 전 교사)

▹학교자체평가 도움자료 2종 발간·보급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육공동체 자율진단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및 학교 자율 진단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2회)
▹학교자체평가 연계 운영: 유레카 설문 프로그램 활용

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체험중심 학생동아리 활동비 지원(초 1,000천원, 중 4,000천원, 고: 일반고 학력신장 지원금 활용)
▹‘지역·교과’ 연계 자료(앱) 기능 개선: ‘MathTour in Busan’(초·중·고)

미래교육 추진 기반 조성
▹영역단위 공간혁신사업 확대: 3개(’20년)→7개(’21년)
▹학교자율공간혁신(21교), 독서환경개선사업(23교), 예술교육공간혁신(6교), 첨단미래교실(6교), 초등영어놀이터조성(4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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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실개선사업(3교)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교과교실제) 구축·운영 지원: 신규 구축교 컨설팅(고6교), 운영교 지원(중·고 51교)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를 위한 무학년제 진로동아리 운영(전 중학교)
▹자유학기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담당자 연수(연 2회)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운영 자료 개발ㆍ보급(중 170교)

1-1-2.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유아 주도 놀이 중심 수업

지역사회 연계 강화

유아 주도성 기반 놀이 중심 수업

▹마을교육공동체 연계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중 10교)

▹원격수업누리단 운영으로 원격수업지원자료 제작·탑재(164건)

▹지역대학 연계 교과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중 4교)

▹전문적 학습공동체(50팀), 교육연구회(3팀), 현장맞춤형 컨설팅(402회)

▹전문기관 연계 찾아가는 미래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중 4교)

▹일상적 유아 놀이 지원을 위한 대학생놀이샘 운영(200명)
▹유치원 수업혁신사례 연구대회 운영 및 좋은수업나눔토크(12회)

1-1-5. 진로 맞춤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고교학점제

▹유치원 바깥놀이터 환경 개선 지원(21개원), 스마트 놀이체험실 구축(9개원), 책소독기(283개원)·장난감소독기(276개원) 자원

학생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고교학점제 기반 구축

▹유치원 미래교육 체제 구축 및 지원을 위한 시범유치원(2개원), 학부모 놀이교실 운영(4개원)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 지원(연구학교 9교, 선도학교 87교)

체험중심 인성교육

▹교과중점(특성화)학교 지정 운영 확대(8교→9교, 10과정)

▹‘아기 고래를 살려주세요’ 환경 살리기 운동 및 독서활동 실시(380개원)

▹에듀테크 선도고교(1교) 및 온라인공동교육과정 거점센터(2교) 운영

▹유아 생활교육 및 학부모 소통 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교사 연수(403명)

학교 및 교육공동체 간 협력체계 강화

▹「명지가온유치원」 체험동의 창의적 전시체험물 제작·설치 추진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든든해, 진(鎭)」) 운영

1-1-3. 삶의 기본을 익히는 초등 교육과정

· 협력체계 구축(교육청, 부산진구, 17개 고교, 8개 대학·유관기관)
· 지역 연계 프로그램 개발·운영: ‘해양 문화와 기술’ 교수·학습자료, 금융 클러스터 연계 코티칭 프로그램(고 17학급, 504명)

배움이 즐거운 학생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 학업역량 강화 심리디자인 프로그램 개발·운영(고 2교)

▹2021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원 역량강화 워크숍(1월, 초 304교)

· 학생맞춤형 진로설계 컨설턴트 지원(고 2교)

▹한글책임교육 지원: 교원연수(2회), 자료집 개발 보급(3종)

▹공동교육과정: 플러스 교육과정(79강좌, 896명), 바로교실(23강좌, 199명)

▹인공지능(AI) 활용 초등수학수업 지원: 시스템 활용 교원 역량 강화 연수(1회), 학생용 교재(4종), 교사용 수업 지원자료(1종),

▹고교 교육과정 협력대학(16강좌, 248명) 및 서머·윈터스쿨(98강좌, 1,637명)

학부모 안내자료(1종) 배부
▹교과 교육과정 문해력 신장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3회)
▹초등 교육과정 학부모 안내자료 제작·배포(2종)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 교육과정 탄력적 운영 연구학교(2교), 인공지능(AI) 활용 초등수학수업 지원 연구학교(1교)

교육공동체 이해도 제고 및 역량 강화 지원
▹연구·선도학교 컨설팅(11회) 및 워크숍(2회) 지원
▹연구학교 운영 안내서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 업무 매뉴얼 보급(2종)
▹고교학점제 환경조성학교(교과교실제) 워크숍(2회) 및 컨설팅(91회) 지원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다양화 지원
▹2021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및 범교과 재구성 자료집 개발 보급(1월)
▹교육과정-수업-평가 연계를 위한 재구성 자료집 개발 보급(7월)
▹학교 특색을 살린 창의적이고 탄력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사례 공모(11월, 10교)
▹교육과정 중심 학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 나눔 워크숍 운영(12월, 초 304교)

1-1-4. 나의 꿈과 가치를 찾아가는 부산 자유학년제

1-1-6. 교수학습 질 개선을 위한 평가체계 구축
「수업·평가지원센터」 운영으로 학생평가 상시 지원
▹서논술형 평가 연구학교 운영(중 6교)
▹학생평가 연구동아리(초·중) 및 연구회(초·중·고) 지원, 교원 연수 운영(초·중등 10회)
▹평가 도움자료 개발·보급(초등 서·논술형 평가문항, 중등 논술형 평가문항)

공정하고 신뢰받는 학생평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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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학교 자유학년제 운영 역량 강화

▹공교육 정상화법 이해도 제고를 위한 KICE의 안내 영상 배포(전 초·중·고)

▹자유학년제 교육과정 편성 지원 컨설팅(중 170교)

▹학생평가 고사 보안 설비 확충 지원(중 172교, 교당 1,000천원)

▹자유학년제 운영학교 운영비 지원(중 170교)

▹선행출제 및 서·논술형 문항 자체 점검(전 중·고),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 안내(전 초·중·고)

▹자유학기 프로그램 편성ㆍ운영 우수사례 보급(중 170교)

▹블렌디드 러닝 속 과정중심평가 현장지원자료 제작·보급(2월, 초 304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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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평가문항 유형별 출제 전무성 신장 연수(학기당 1회)

1-2 핵심역량을 키우는 창의융합교육

▹중등 찾아가는 교과별 학생평가 실제 연수(2회)
▹초등 과정중심평가 교원 역량 강화 직무연수(3회)
▹초등 과정중심평가 연구학교 운영(초 5교): 수업공개 10회, 성과보고회(12월)
▹학생평가방법 개선 지원을 위한 학교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초 1교)
▹초등 평가내비게이터 과정중심평가 피드백 사례집 제작·보급(12월, 304교)

1-1-7. 자율적 학교 성장을 지원하는 동행장학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인프라 강화
▹지능형 과학실(92실) 구축, 지능형 탐구키움터 운영: 4교(초 1, 중 1, 고 2)
▹ 학생 참여형 과학수업 선도학교: 13교(초 5, 중 4, 고 4)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교육 거점기관 운영(과학고 2교, 과학중점학교 10교)
▹과학교사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한 멘토링 연수, 탐구·실험지도 역량 강화 연수

함께 참여하는 교내 자율장학

▹과학교육 활성화 방안 및 학교현장 지원단 운영(초·중·고 교사 48명)

▹양질의 원격수업 제공을 위한 단위학교 자체연수(교당 2회 이상)

▹과학실험실 안전교육, 안전모델학교 운영 및 안전점검(월 1회)

▹등교중지로 학습결손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등 맞춤형 지도 강화(온·오프라인)

▹과학실험 안전 매뉴얼(3종) 발간, 과학 탐구·실헙수업 지원 자료집(6종) 발간 및 배포

▹학년·교과협의회 중심의 교실수업개선 분위기 확산(월 1회 이상)
▹학교 내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2,263팀(초 964, 중 592, 고 632, 특수 80)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영재교육
▹재능계발 탐색 영재교육 선도학교 운영(초 3교)

함께 공유하는 학교 간 자율장학

▹영재교육대상자 캠프: 초․중등 상상실현 캠프(초 128명, 중 58명)

▹지구별 자율장학 협의회 운영으로 우수사례 공유 및 현안 해결(월 1회)

▹고등학교 영재학급: 미래인재리더십 특강, 미래인재 프론티어 캠프, 자연과학 토크콘서트

▹교사 장학 네트워크 구축·운영(초 40팀, 187회)

▹영재키움프로젝트 운영: 1:1멘토링 교육 지원(초 16명, 중 23명, 고 8명)

성장과 변화를 촉진하는 학교 맞춤장학
▹학교 담당장학사 중심의 장학활동: 초·중·고·특수학교 방문장학(1회 이상), 통신장학(4회 이상), 수시장학(방역상황 등)
▹신규교사 멘토링 장학(초 385명) 실시, 부산초등교육네비게이터(초 146명) 활용 컨설팅 장학
▹초․중등 교육전문직 역량강화 연수(1회)

1-1-8. 교육혁신 주체로서의 교원 역량 강화
교원의 생애단계별 핵심역량 강화
▹교직생애 단계별 연수: 시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356과정(초등 1,470명, 중등 1,594명)

통계
지능형 과학실 구축 ’19년(52실)→’20년(101실)→’21년(92실)
영재교육 대상자 ’18년(6,805명)→’19년(6,955명)→’20년(7,000명)→’21년(6,925명)

1-2-2. 생각하는 힘으로 함께 성장하는 수학교육
즐겁게 생각하는 수학교육
▹ 단위학교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지원(중·고 20교)
※ 수준별 확대학급, 인공지능시스템 기반 학습지원, 1수업 2교사제

▹2021 신규교사 핵심역량강화 연수 실시(5~10월, 초등 355명, 비교과 35명, 중등 209명)

▹수학점핑학교(초·중·고 48교), AI 데이터리터러시모델학교(초·중·고 13교) 운영

▹초·중등 교장 리더십 아카데미 1기 운영(4~7월, 초등 28명, 중등 29명)

▹수학체험교실(서·북·동) 및 수학교구지원센터(남·해) 교구 대여 확대

▹초·중등 교장 리더십 아카데미 2기 운영(10~11월, 초등 28명, 중등 20명)

▹학교급 간 연계 교육자료 개발·보급(2종)

▹초등 교사 리더십 아카데미 운영(5~6월, 초등 23명)
▹중등 교사 리더십 아카데미 운영(10~11월, 중등 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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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탐구 중심의 창의적 인재교육

모두들 위한 수학교육 지원
▹부산수학문화관 설립 지원

핵심역량 중심의 자격연수

· 수학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융·복합 전시콘텐츠 기본 설계 및 제작 지원(160여종)

▹교장 자격 연수(1기 초·중등 61명, 2기 유·중등 44명, 3기 초·중등 51명)

· 전시콘텐츠 설계 및 제작·설치, 운영 관련 컨설팅(1~12월)

▹교감 자격 연수(초등 96명, 중등 103명)

▹ 중등 수학교육 지원단(34명) 및 수학교육 연구회(8팀) 운영

▹교원 1정 자격연수(정규·기간제, 유치원(특수포함) 347명, 초등(특수포함) 253명, 중등 901명)

▹ 인공지능(AI) 초등수학 학습플랫폼 이용 업무협약: ㈜웅진씽크빅, ㈜클래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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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교육운영지원단(30명)을 통한 학교 SW·AI교육 컨설팅 지원(62교)

1-2-3. 행복한 꿈을 키우는 독서교육

▹SW교육 학생동아리(초 15교, 중 3교, 고 12교), SW교사연구회(초 20교, 중 3교, 고 10교, 특수 4교)

「더 읽기」로 자기주도적 독서습관 형성
▹독서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부산학생독서생태지도’ 제작·보급(전 초·중·고)

▹부산SW교육지원센터 학교방문형(43학급, 1,033명)·실시간 화상(14학급, 357명) 프로그램 운영

▹학교 특색을 반영한 공모사업 학교자율선택제 독서활동 운영(초 152교, 중 63교, 고 78교)

통계

▹2015 개정교육과정 연계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활동 매뉴얼 자료 제작·보급(중 1, 고 1·2)

SW·AI교육 선도학교 운영 ’18년(72교)→’19년(88교)→’20년(88교)→’21년(33교)
AI융합교육 전공(교육대학원) 교원 ’20년(54명)→’21년(41명)

「더 토론하기」로 협력적 인성 함양
▹온라인 독서 토의·토론활동 활성화를 위한 ‘Book적Book적 북튜버!’ 한마당 실시(교원 4명, 학생 538명)
▹중등 행복독서교육지원단(33명)과 함께하는 행복한 북토크 운영(교원 50명, 학생 200명)

1-2-5. 영어교육 및 국제교류
의사소통중심 영어교육 강화

▹독서 토의·토론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초 3회, 중·고 2회)

▹실용영어 중심 학생참여형 수업 운영, 영어 노출기회 확대를 통한 기초 의사소통능력 향상

「더 쓰기」로 창의적 사고력 신장
▹학급별 협력적 글쓰기 교육을 위한 ‘작가와의 행복한 북토크’ 운영(초 60팀)
▹NIE(중·고 15교) 및 자유학기제 연계 진로독서 글쓰기 활동 운영(전 중학교)

「학교도서관」으로 미래역량 신장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전자책도서관 등 이용(93,846종) 및 온라인 독서행사(2회, 140명)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역량강화 연수 등 학교도서관 운영지원(6회, 995명)
▹학교도서관 리모델링(23교), 학교도서관 인력지원사업(270교)

▹영어 문해력 및 말하기 능력 강화를 위한 ‘통으로 외워 통(通)하는(통통)’ 영어교육 삭제 단위학교 계획 및 운영(초 304교)
▹듣기·말하기 사용기회 확대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영어말하기연습시스템(AI펭톡) 활용(초 169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 영어캠프 운영(초 287교, 중 164교)
▹부산글로벌빌리지 활용 초 6학년 정규과정 블렌디드 러닝 프로그램 운영(초 273교)
▹즐거운 영어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위한 영어놀이터 구축(초 4교)·운영(초 6교)
▹영어교과 보충 및 심화활동을 위한 BTB영어프로젝트(초 298교, 교당 1,000천원) 및 지원단 (초등교사 10명),
BTB영어프로젝트 설명회(3회) 운영

▹학교도서관 거점학교 컨설팅 지원을 통한 운영 활성화 지원(140교)

▹영어듣기능력 신장을 위한 영어듣기능력평가 실시(중·고, 연 2회)

「공공도서관」으로 행복한 독서문화 조성

▹영어독서리더학교(초·중·고 81교) 및 워크숍 운영(224명)

▹교육사랑인문학아카데미 통합 홍보자료집 제작(2회 47개 도서관 2,600부 배부)

▹영어로 배우며 나누는 K-CULTURE 프로젝트(중·고 20팀) 및 동아리 활동 지원(중·고 10팀)

▹도서관 관계자 역량 강화 연수(2회, 77명) 및 지역자활센터 인력 지원(11개관, 11명)

▹메타버스 기반 영어수업 프로젝트(중·고 6팀) 및 워크숍 운영(4회)

▹공공도서관 집중지원학교 지원 프로그램 실시(10개관 10개교)

▹부산글로벌외국어교육센터(서부): 1일 체험프로그램(125학급), YES영어영도학교(93명), BOB영어온라인북클럽(150명),
P&S Club(10개 동아리), 교사 및 학부모 대상 특강(2회)

1-2-4.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수업혁신

▹부산글로벌외국어교육센터(동부): 리모델링 공사 착공(10월), 인테리어 공사 착공(12월), 개관 예정(’22년 9월)

인공지능 및 데이터 활용 수업혁신 지원

영어교사 전문성 신장

▹MOOC* 기반의 AI교육 콘텐츠 서비스 론칭 및 연수 배포(4월, 4회)

전국최초

*B-MOOC: 부산교육청,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MOOC)

▹영어교과 원격 직무연수(초 600명, 21,000천원) 및 단기연수 운영(초 50명, 40,000천원)

▹인공지능·빅데이터·메타버스 교육 콘텐츠 및 실습 교육과정 검토회(20회)

▹학교 간 전문적 학습공동체 ‘초등영어 아카데미’ 지원(초 15팀, 144명, 교당 1,000천원)

▹인공지능 기반교육 선도(5교)·연구학교(3교) 운영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교사 파견 프로그램 운영(초등 2명, 중등 2명)

전국최초

ㆍ인공지능 기반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교실수업개선

▹부산국제외국인학교와 함께하는 초·중등 수업 나눔 TALK 운영(2회)

▹AI교구활용 동아리 지원: 초·중·고 150교 선정(교당 2,000천원)

▹영어 듣기 및 읽기 지도 교수학습 지원자료 개발ㆍ보급(2종)

SW·AI교육 역량 강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멘토·멘티제(2회) 및 워크숍 운영(1회), 영어회화 전문강사 원격연수(2회), 수업공개(학기별 2회), 컨설팅(연 1회)

▹(고등학교) 수학과 인공지능 교과 개설 및 교과서 개발·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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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과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초 304명)

전국최초

국제이해교육 활성화

▹AI교육 선도학교 운영: 25교(초 16, 중 2, 고 5, 특수 2)

▹단위학교 화상 국제교류지원(20교)

▹AI융합교육 중심고 교육과정 거점학교 구축(동아고, 삼정고, 동래고)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CCAP)(40회) 및 제2외국어 강좌 운영(1~4기, 기수별 10강좌)

▹AI융합교육 전공 과정 선발(교육대학원) 2기 ’21. 9월부터 운영(총 95명)

▹다중언어 구사 인재 육성을 위한 다중언어교육활성화 학교 지원(7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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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존중과 배려의 인성교육

1-2-6. 내일이 행복한 전문기술인재 양성
현장실무 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

1-3-1. 참여와 실천 중심의 학교 민주시민교육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과정 확대운영(18교 50과정, 1,006명)

전국최다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연구학교 2교, 선도학교 34교)
▹소그룹산업체 직무연수(22교 41과정, 247명)

▹민주시민교육협의회(2회), 학교 민주시민교육 포럼(1회)
▹민주시민 성장학교: 17교(초 2, 중 7, 고 8), 학교자치워킹그룹 운영: 4교(초 1, 중 1, 고 2)

▹직업계고 교원역량강화연수(36교 28과정, 224명)
▹직업계고 학점제 대비 저경력교사 멘토링 연수(14과정, 28명)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전국최초

▹직업계고 학점제 역량강화 원격연수(36교, 900명)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실(민주시민·법·인권·세계시민교육): 희망 초·중·고 119교 참가
▹민주시민교육 학생사회참여 토론의 장 운영: 고교 10개팀(학생 46명, 교사 10명) 참가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금 4, 은 8, 동 12, 우수 7, 장려 27 수상)

세계시민교육 내실화

▹제11회 상업경진대회 (금 7, 은 15, 동 17 수상)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공모: 55명(초 33명, 중·고 22명)

특성화고 학교혁신지원 및 미래지역산업 수요대비 학과 재구조화
▹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 운영(30교, 예비학교 포함)
▹직업계고 학과개편 및 재구조화 정책연구용역 실시
▹2022년 신입생 모집학과 개편 완료(지역인력 및 미래 산업수요 연계: 7교 8개학과)
▹2023년 신입생 모집학과 선정(지역인력수요 연계: 4교 5개학과)
▹직업교육 on-line 박람회 운영 및 학교로 찾아가는 직업교육홍보지원단 운영(25명)
▹특성화고 진로안내자료 보급 및 진로교사, 중3 담임 찾아가는 설명회 운영(7회)

학습중심 현장실습 내실화 및 취업 활성화
▹직업계고 학교 전담노무사 지정 및 현장실습 안전지원사업 운영(36교)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센터 개소 및 협력위원회 구축(3개 위원회)
▹직업교육 혁신지구 선취업·후학습 지원시스템 구축(AI지원시스템 연계)
▹현장실습 관련 자료 보급(메뉴얼, 기업안내자료 등 3종)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5개 사업단 16교, 243협약기업, 561명 학생 참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22교)

전국최다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실시(40교, 학기당 2시간)
▹노동인권교육 강사단 운영(51명) 및 교원 역량강화연수(68명) 실시
▹노동인권교육 표준교안 개발 보급(12차시)
▹안전환경개선 및 배기장치 교체·설치(26교)
▹전문교과 실습실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검진(19교)

▹학교급별 선도교사 연구회(2개) 및 직무연수(15차시)
▹세계시민교육 학생동아리 35교(공모사업 학교자율선택제 연계), 지도교사 워크숍(4월)

학생인권 보호
▹학생·교직원 대상 학생인권교육(연 1회 1시간 이상)
▹국가인권위원회 연계 교원 직무연수(입문, 심화) 및 학부모 인권감수성 교육
▹교육공동체 인권감수성 함양 프로그램 17개 시도교육청 공동 개발 참여

1-3-2. 역사의식 기반의 평화·통일교육
교육과정 기반 평화·통일교육
▹평화·통일교육 학생동아리(22교), 교사현장답사단(15교), 통일교육지원단(초·중·고, 18명)
▹평화책 순회전시 및 평화교육 특강(초 10교), 평화·통일교육 교단지원자료 개발·보급(전 초·중·고)
▹통일미래 준비 남북교육교류협력 기반 구축: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1회)

체험중심 역사교육 강화
▹부산민주화운동 교수학습자료 보급: 3종(초·중등 워크북, 교사용 지도서)
▹부산민주화운동 교원 직무연수(5월, 9월): 42명(초 7, 중 21, 고 14)
▹역사교과연구회(1팀), 부산역사교사지원단(1팀), 일제잔재청산협의회(1회), 독도교육실천연구회(1팀)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지역역사교육협의회(1회)

1-3-3. 감성을 키우고 행복을 더하는 학교예술교육

통계

교육과정 연계 학교예술교육 내실화

정부부처 특성화고 육성사업 참여학교 ’18년(32교)→’19년(36교)→’20년(36교)→’21년(40교)

▹국악·연극 등 8개 분야 전문 예술강사 수업 지원(초·중·고·특수 505교)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과정 운영 학교 ’18년(1교)→’19년(1교)→’20년(10교)→’21년(18교)

▹예술교육 교원역량 강화: 예술수업 전문성 신장 직무연수(113명), 교원예술동아리(10팀)
▹학교 예술동아리(631교), 오케스트라·악기교육·뮤지컬·연극 동아리(115교)

꿈과 감성을 키우는 예술체험 기회 확대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활동비 지원: 초등 1인 10,000원, 중등 공모사업학교자율선택제 204교
▹예술단체가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플러스’ 운영(유·초·중·고·특수 557회)
▹예술공감터 공간혁신사업(6교), 온라인 예술공감터(2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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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예술이음학교(1교), 영화교육연구학교(1교), 문화다양성연구학교(1교), 예술드림거점학교(10교)
▹지역 예술문화 향유를 위한 문화예술단체 지원(13개 기관)
▹학교·유관기관·지역사회가 예술로 하나되는 부산교육가족예술축제 운영(18,000명 참가)

1-3-5. 모두가 함께하는 학교스포츠클럽
우수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우수 학교스포츠클럽 및 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비 지원(814팀)
▹초·중·고 수준별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58팀)

통계

▹지역 리그(마을단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비 지원: 상시 스포츠 리그 운영(5교)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활동비 지원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강사비 지원(170교)

- ’20년(초·중·고 1인 10,000원)→’21년(초등 1인 10,000원, 중등 공모사업학교자율선택제 204교)

선진형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2020 전국 학교예술교육 공모전(부산교육청 동명초·수정초 대상, 교동초 최우수상 수상)

▹전문스포츠클럽 전환 확대 운영: 학교거점형(2교), 교육청지정형(7팀), 회원종목단체 직영형(1종목), 법인설립운영형(축구·야구 15팀)

2021 전국 학교예술교육 공모전(부산교육청 명덕초 대상, 월내초 최우수상 수상)

▹학교로 찾아가는 스포츠 교실 운영: 씨름, 체조, 펜싱, 농구 등 13종목(102교)

1-3-4. 학생중심 체육교육, 청렴한 학교운동부
학생중심 체육교육과정 및 건강체력 증진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실내체육수업 용품 지원(전 초·중·고등학교 대상)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2021 부산학생 온택트 스포츠 만남 축제 운영(18종목, 281교 8,590명 참가)
▹교육기부사업 확대: 롯데자이언츠(티볼), 아이파크(축구), 한국여자농구연맹(농구), 대한체조협회(체조)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3교, 143,000천원), 체육지역 방과후학교(3교, 54,000천원)

통계

▹교직생애 주기별 실기 연수: 중·고 체육교사 60명(축구, 농구 포함 5종목)

우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비 지원 ’18년(700팀)→’19년(728팀)→’20년(808팀)→’21년(814팀)

▹실내수업 활성화 지원: 초·중등 체육교(강)사 대상 블렌디드 러닝 연수(2회)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강사비 지원 ’18년(173교)→’19년(172교)→’20년(171교)→’21년(170교)

학생건강체력 증진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개최 ’18년(20종목)→’19년(20종목)→’20년(15종목, 비대면)→’21년(18종목, 비대면)

▹건강체력교실 운영(초 13교, 중 12교, 90,000천원)
▹학생건강체력증진(PAPS) 측정(전 초·중·고)

초등 생존수영교육 내실화
▹전 초등·특수학교 3~5학년 대상 수영교육 10시간 이상 운영(316교, 80,338명)
· 교육내용: 이론교육, 실내체험교육 및 실기교육 병행 실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생존수영 실내체험 교육자료 자체 제작 및 안내(2021.8.30.)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청렴한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학습지원 및 인권보호
· e-School 운영으로 학생선수 수업결손 보충 및 학습권 보장(155교, 2,510명)
· 스포츠 인권 및 도핑 방지 교육(학생선수 2,765명, 지도자 286명)
·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 전수조사(2,566명, 온라인조사), 학교운동부 정기점검: 234교(초 66, 중 106, 고 62)
· 시교육청 자체 유튜브 채널 생성 및 경기 방송 송출: 총 66경기(야구 62, 축구 2, 배구 2)
▹ 학교운동부 운영 청렴도 제고
· 2021학년도 학교운동부 운영 길라잡이 제작·배부(234교, 교당 2권) 및 역량 강화 연수(4회)
· 학교운동부관계자 청렴연수(지도교사 2회, 218명, 지도자 2회 286명)

1-3-6 함께 어울리는 학생 생활교육
어디(학교·가정·지역사회)서나 실천하는 생활교육
▹‘1학교 1인성 브랜드’ 연계 학교별 생활교육 계획 수립(전 초·중·고)
▹휴식과 놀이가 있는 학교(초 304교), 언어문화개선(중 172교)
▹부산인성교육의 허브 「울림마루」 설립 및 운영(’21. 9. 23. 개관식)

전국최초

▹「울림마루」 존중탐험대 프로그램 운영(초4, 30교, 2,908명)
▹「울림마루」 존중키트(DIY) 프로그램 운영(초4, 26교, 2,147명)
▹「울림마루」 자율동아리 2개 운영(초4, 40명, 10회)
- 울림 유튜브 동아리(언어폭력예방 콘텐츠 제작)
- 존중 벽화 동아리(문화·예술로 존중 문화 확산)

학생중심 교복 정책
▹학생이 편한 교복정책 확산: 중·고 192교(61.1%)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사업(172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교복 품질표본검사(10교)로 교복 학교주관구매 운영 활성화

·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 집행내역서 학교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및 모바일 서비스 강화
통계
초등 생존수영교육 이수 인원 ’18년(47,680명)→’19년(75,223명)→’20년(77,174명)→’21년(80,338명)
e-School 등록 인원 ’18년(2,276명)→’19년(2,543명)→’20년(2,649명)→’21년(2,5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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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책임교육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안전망 조성
▹돌봄교실 환경 개선으로 놀이와 쉼의 행복한 공간 조성(66교)
▹방역수칙 준수 및 안전점검 실시(1일 2회 발열체크 및 거리두기 준수)

2-1 출발선이 같은 교육
2-1-1. 처음학교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공립유치원 신ㆍ증설 추진
▹15개원, 39학급 신・증설

통계
학교 안 초등돌봄교실: ’18년(583실)→’19년(645실)→’20년(663실)→’21년(677실)
학교밖자람터: ’18년(6개소)→’19년(9개소)→’20년(9개소)→’21년(9개소)

2-1-3. 배움과 익힘으로 꿈을 열어가는 방과후학교

▹매입형 유치원 1개원 공립전환 완료, 2021년 3개원 선정

내실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교육부 만족도 조사에서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2년 연속 전국 1위(학생 89.7%, 학부모 87.0%)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2020년 결산 및 2021년 본예산 편성 완료(전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에 기여한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252개원, 1,437학급)

▹시민감사관 컨설팅(40교), 운영계획 컨설팅(617교), 학부모 청렴 모니터링단(1,279명)
▹자유수강권 1인당 최대 지원금액 확대: 72만원(’20년)→80만원(’21년)

▹교원 기본급 보조(월580천원), 담임수당(월130천원), 단기대체교사인건비(일70천원) 지원

지역 연계 방과후학교 활성화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운영 및 연중 유아 결원정보 제공(전 유치원)

▹통합방과후학교 확대: 18기관(’20년)→20기관(’21년)

유치원 방과후과정 및 돌봄교실 확대

▹지역연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 부산방과후행복카드 확대 운영(40기관→48기관)
기장 빛·물·꿈 행복예술학교 운영(27교)

▹놀이와 쉼 중심의 방과후과정 운영: 방과후과정 확대(1,677학급), 맞춤형 현장 지원(379개원)
▹유아·놀이 중심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방과후 놀이유치원 운영(40개원), 현장컨설팅(80회)
▹방과후과정 유아의 정서적 안정 지원: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배치(379명)
▹유치원 돌봄교실 확대(69개원): 현장 지원(152회), 학부모 만족도 97.4%(상반기)
통계
공립유치원 취원율: ’18년(15.8%)→’19년(17.6%)→’20년(20.1%)→’21년(20.9%)

전국최고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강화
▹방과후학교 업무지원시스템 운영(247교), 방과후학교 심사지원시스템 구축·운영(전체 초)
▹업무지원꾸러미 개발·보급(6종), 일반 및 서식자료 등 업무지원 자료 제공(85종)
통계
통합방과후학교: ’18년(8기관)→’19년(15기관)→’20년(18기관)→’21년(20기관)

공립유치원 신·증설 현황: ’18년(7개원/12학급)→’19년(30개원/51학급)→’20년(15개원/58학급)→15개원/39학급)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 증가: ’18년(30,100명)→’19년(31,666명)→’20년(33,015명)→’21년(33,933명)
유치원 돌봄교실 운영 확대: ’18년(37개원)→’19년(40개원)→’20년(58개원)→’21년(69개원)
유치원 돌봄교실 만족도: ’18년(97.7%)→’19년(96.8%)→’20년(97.4%)→’21년(97.4%)

2-2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2-2-1. 효율적인 재난대응 및 학교안전 강화
재난 ‘위기 단계’별 적극 대응 및 지원

2-1-2. 아이들이 즐거운 초등돌봄교실 운영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돌봄서비스 제공
▹오후돌봄 530실, 방과후학교연계형 돌봄 147실(677실, 13,307명)

▹「학교시설 재난 및 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코로나19 대응 상황실 운영(’20.1.28.~)
▹한파·호우·태풍 등 자연재난 및 코로나19 대응 시기별·상황별 긴급재난문자 안내(70회)
▹코로나19 대응 시·도 부교육감 회의 및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 추진(32회)

▹체험 중심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학기 중 1일 1개, 방학 중 1일 2개)

다양한 재난대비 훈련 및 맞춤형 안전 대책 추진

▹원격학습 인력 지원 및 돌봄교실 한시적 증실

▹어린이 주관 재난안전훈련 시행(11교), 학교별 온라인교육(훈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밖 돌봄 운영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학교안전관리위원회 운영(3회), 학교별 안전점검의 날 추진(매월 4일)

▹아파트 및 공공기관 유휴공간 활용 학교밖자람터 운영(9개소)

전문교육기관 연계 체험중심 안전교육

▹지자체와 학교 협력 모델 학교돌봄터 운영(초읍초 1실, 해빛초 3실)

▹부산119안전체험관 연계 고등학교 학년별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실시(50교)
▹부산119안전체험관 연계 비대면 안전체험 교육(수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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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 연계 ‘학교로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3교)
▹부산해양경찰서 연계 ‘찾아가는 연안 안전교실’ 실시(35교)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연계 ‘학교안전매핑활동’ 시(16교)
▹학교안전공제회 연계 하계 교직원 비대면 실시간 표준안전연수(283명 이수)

체험중심 안전교육 강화 및 기반 구축
▹「(가칭)부산학생종합안전체험관」 명칭 공모: ‘부산학생안전체험관’ 선정
▹전시체험시설(7개 체험존) 설비 및 기자재 설치 중
▹전시공간 및 전시물 시공 적정성검토용역(감리) 시행
▹부산학생안전체험관 개관준비단(센터장 1명, 전문직 1명, 일반직 2명) 운영

포스트 코로나 대응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원
▹2021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및 1일형 모델 개발·배부
▹현장연구용역 연구를 통한 현장체험학습 개념 재구조화 및 새 모델 개발(1팀)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 모델(부산시외, 1일형) 교원 동아리(3팀) 운영
▹현장체험학습 관계자 책무성 강화를 통한 청렴도 향상: 업체간담회(4회), 청렴TF협의회(4회)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초·중·고 무상급식, 초등학교 친환경 우수 농산물 식품비 지원(1인 1식당 360원)
▹NON-GMO 식품비 지원[16개 품목, 초·중·특수학교 120원(1인 1식당)]
▹‘학교급식클라쓰’ 유튜브 운영(10회), 우수 레시피 개발 연수(4회)
▹‘찾아가는 학교급식 조리 컨설팅’(12교), 초·중등 연구회(8회)
▹학교급식표준레시피(20종) 및 오븐 활용 학교급식레시피(112종) 보급
▹식품알레르기 대체식단 시범학교 운영(20교), 학교식생활교육실 설치·운영(20교)

영양교육관체험관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인정 우수 식생활교육기관 지정

시도교육청최초

▹교육과정 연계 학생 체험활동(167교, 9,720명), 학부모·교직원 영양체험(500명)
▹온라인 영양교육콘텐츠 개발·보급(20차시), 온라인 영양진단(상담)(3,000회)

쾌적한 학교급식 환경 조성
▹급식실 현대화(11교), 식당 설치(3교)

통계

▹정기 위생 점검(2회), 학교급식점검단 점검(100교),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10교)

어린이 주관 재난안전훈련 ’19년(3교)→’20년(2교)→’21년(11교)

▹학교급식관계자 위생 교육(5회), 식재료 공급업체 점검단 운영(월1회, 방학기간 제외)

학교안전관리위원회 ’19년(1회)→’20년(1회)→’21년(3회)

2-2-2. 행복이 시작되는 건강한 학교
부산 건강 학생 만들기
▹Good-Smile 건강증진연구학교(용수초) 및 거점학교 4교 운영, 신박한 on 앱·웹 개발
▹학생정서케어시스템 운영: 심층평가 연계 지원, 학교 마음건강 자문의사 운영(50회), 정밀검진비(883명)·우선관리학생
치료비(206명)·자살 및 고위험군 의료비(45명) 지원
▹아토피·천식 예방물품 지원(5,208명) 및 교육자료 배부(10,000부)
▹건강한 돌봄 놀이터 운영(초 42교)
▹척추측만증 학생 보조기 제작 및 치료비 지원(67명), 예방교육자료(리플릿, 배너) 지원(620교)

흡연예방교육: 나는 NO~담人!
▹학교흡연예방사업 유형별(기본형, 준심화형, 심화형) 학교운영비 지원(639교)
▹학생 흡연·음주실태조사: 흡연율 감소(’20년 2.9%→’21년 1.7%)/음주율 감소(’20년 5.2%→’21년 4.4%)
▹흡연예방 교육자료 제작 및 배포(수업자료 12차시, 토크콘서트 영상 4종, 계기교육영상 6종, 공모전 우수작품 캘리그라피 워크북 3종)
▹학교 흡연예방사업 컨설팅(대면 52교, 온라인 337교)
▹흡연예방사업 역량 강화 연수: 고등학교 관리자(1회), 컨설턴트(2회), 전문강사(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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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질 높고 안전한 학교급식

통계
무상급식 ’18년(초·중)→’19년(초·중·고1)→’20년(초·중·고1,2)→’20년 2학기(초·중·고)→’21년(초·중·고)
NON-GMO 식품비 ’19년(6품목, 100원)→’20년(11품목, 110원)→’21년(16품목, 120원)
학교식생활교육실 ’18년(5교)→’19년(10교)→’20년(15교)→’21년(20교)
식품알레르기 대체식단 시범학교 ’18년(5교)→’19년(5교)→’20년(10교)→’21년(20교)

2-2-4. 건전 정보문화 조성과 디지털 시민성 교육
건전 정보문화 조성 지원체계 구축
▹건전 정보문화 조성 지원·협력체계 구축 및 특강 프로그램 운영(1,250회)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진단·상담·치료 지원(4,053명)
▹학교 정보윤리교육 책무성 및 교원 역량 강화(상설연수)
▹인터넷윤리·사이버폭력예방 교원리더 직무연수: 학교 관리자 16명(초 8, 중 6, 고 2)

교육과정과 연계한 디지털 시민성 교육
▹중학교 디지털리터러시 교과 개설 및 교과서 개발·적용

전국최초

▹디지털 시민성 교육 매거진 『딘(Dene)』 개발 및 보급(4회, 6,000권)

▹학생정책제안 동아리(7팀) 및 HAHA 금연서포터즈(8팀) 운영

사이버 안전을 위한 정보보호 역량 및 보안 활동 강화

▹찾아가는 금연학교 운영 프로그램 지원(83교)

▹대상별 맞춤형 교육(3회, 비대면 온라인 교육), 학교별 맞춤 컨설팅(16교)

▹‘나는 NO-담人’ 공모전 운영(작품 694점 접수, 47점 수상)

▹「개인정보보호 LOCK & 樂(락&락)」 소식지 발간: 5회(4월, 5월, 7월, 10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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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4~6월),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실태 점검(5~8월),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8~9월)

· 제2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74교(기관) 89개소(동)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정·시행(6월), 산하기관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12건)

·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579교(기관) 1,014개소(동)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운영(매월), 홈페이지 웹 취약점 진단(90개)

· 제2종시설물 정밀안전점검: 23교(기관) 27개소
·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축물 정밀안전점검: 66교(기관) 86동

2-2-5. 함께 만드는 건강한 학교 성문화

원활하고 안전한 정보이용 환경 구축
▹미래형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부산교육망(스쿨넷) 고도화

성인지Up, 체인지Up 학생 성교육
▹찾아가는 학생 참여형 성교육 지원(250교), 양성평등교육 및 성인권교육 지원
▹성인지아카데미 심화연수 및 성교육 블렌디드 러닝 연수

· 학교(기관) 통신속도 단계별 증속: (’20년) 500Mbps→(’21. 9월) 800Mbps→(’23. 1월) 1Gbps

전국최초

▹양성평등중점학교(20교) 및 성인식개선 학생정책제안동아리(7팀) 운영
▹성교육 집중이수학년제 강화(초4, 중1 각 3차시→초5, 중1 각 5차시, 고1 3차시)
▹중학교 자유학년제 주제선택(성인지) 교재 개발 및 운영 지원(16교)

· 에듀테크 활성화 등 미래교육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한 인터넷서비스 환경 구축

전국최초

2-2-7. 나, 너, 우리학교가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
소통과 공감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
▹교육과정 기반 학교폭력예방 어울림프로그램 운영 확대(전 초·중·고)

▹찾아가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42교, 336학급)

▹사이버폭력 예방 온라인 캠페인 추진(중·고생 691명 참여)

교직원 성인식 개선 및 사안처리 역량 강화
▹교장 및 교감 성인지감수성 연수(각 1회), 리더를 위한 성인지감수성 연수(1회), 원어민 폭력예방교육 자료 제작·배포 등
대상자별 성인지 함양 연수

▹부산경찰청과 협력을 통한 사이버폭력예방 교원 동영상 연수자료 자체 제작 보급(7월)

공정한 사안처리를 위한 역량 강화

▹사안처리 역량제고를 위한 성고충상담원 역량강화 연수(1회), 사안처리 담당자 연수(3회)

▹사안처리 연수 자체 제작 및 보급(누적 조회수 3,500여 회)

▹교직원 성인식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성인지Up 교직원 연수(65교), 디지털성폭력 대응 연수(752명), 교사 인문성인지
동아리(2팀), 성교육 교사연구회 운영

▹학교폭력 사안 및 화해분쟁조정 지원(현장지원단 15개팀 84명 운영, 분쟁조정 2개 기관)

건강한 성문화 조성 및 투명하고 공정한 성사안 처리

▹존중과 소통의 관계 회복 생활교육 확산 지원(교원 연수 2과정, 2,311명 이수)

▹성사안처리지원단 운영 및 상급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부산성인지교육웹진」 개발 및 보급(여성가족부 우수콘텐츠 지정)

▹또래상담 동아리(360교), 찾아가는 개인상담(68교), 집단상담(72교), 피해학생 전담기관(1기관) 운영
전국최초

▹학부모 성인지 라운지토크(2회), 학부모 인문 성인지동아리(1팀) 운영
▹성인식개선 공모전 및 캠페인 실시

2-2-6.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학교 내ㆍ외 교육환경 관리 강화
▹학생 미세먼지 계기교육 실시(1회)
▹학교 석면 건축물 위해성 평가(2회)
▹교사 내 공기질 전문기관 위탁 측정(2회, 1,015교)
▹학교 먹는 물(정수기) 위생관리 현장점검(68교)
▹교육환경보호구역 합동점검반 운영(12회)

체계적인 학교시설물 안전관리
▹교실 석면천장 교체: 39교 1,746실, ’21년 석면천장 교체율 82.4%
▹내진보강(추진율 72.6%)으로 건물의 내구성 증진 및 지역사회 방재거점 역할 수행
▹학교 분류식하수관로 연결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수행(부산시)

피·가해 학생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통계
학생 관계회복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연수 ’18년(2,168명)→’19년(2,079명)→ ’20년(2,281명)→’21년(2,311명)
[총 누적 8,839명 이수]

2-2-8. 학생보호를 위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안전한 통학로 조성
▹구남초-북구청: 부지 소유권 교환계약 체결(7월), ’22. 1월 착공 예정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426개소) 및 신호기(163개소) 설치 중
▹스쿨존 내 시인성 강화 시설 설치 중
▹통학로 안전을 위한 지자체 통학로 안전계획서 공유(11개 지자체, 79건, 공유학교수 124교)
▹통학버스 현황조사 및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학생보호를 위한 인적·물적 지원
▹전 학교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 배치(664교, 834명)
▹경비실 미설치교 지원(14교)

▹교육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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셉테드(CPTED) 학교 구축

▹특수학급 마중물동아리 운영: 학기 중(학생 141명), 방학 중(학생 55명, 보호자 14명)

▹사용자 참여 디자인을 반영하는 기본 계획 수립 및 비대면 설명회 개최

장애공감문화 확산

▹공립 초중고 대상 공모 및 학교 선정(9교*)

▹世울림 교육활동 운영: 장애이해교실(358학급), 世울림 인형극(100개원)

* 청동초, 만덕중, 송정중, 개금여중, 문현여중, 부산진여중, 부흥중, 부경고, 백양고

2-2-9. 근로자가 안전한 산업안전보건관리 강화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예방상담(29교), 실천 프로그램 운영(3교), 장애인권교육(60학급), 장애학생 성교육(60학급),
인권보호 인형극(23개원), 인권보호 연수(2회), 정기(특별) 현장지원(101회)

진로 및 직업교육 강화

산업재해예방

▹특수학교(급) 직업교육 운영지원: 학교기업(2교), 직업교육 거점학교·센터 운영(270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보건규정」 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3회)

▹유관기관 연계 지원: 기관연계 직업교육(132명), 직업위탁교육(4명), 발달장애인훈련센터(423명)

▹급식실 환기시설 전수조사 및 작업환경실태 표본조사(8교), 안전보건컨설팅(70교),

▹장애학생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 맞춤형 일자리(20명), 진로설계 아카데미(85명)

▹산재사례집(1,150부), 산업안전스티커북(550부),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 제작·배부(1,200개)
▹화학물질취급관리 길라잡이 수립, ‘산업안전 소식지’ 발행, 카카오톡채널 ‘안전보감’ 시행

근로자 안전 및 건강 증진

통계
특수교육보조인력 지원: ’18년(704명)→’19년(713명)→’20년(733명)→’21년(745명)
世울림 인형극: ’18년(60개원)→’19년(60개원)→’20년(60개원)→’21년(100개원)

▹관리감독자 교육(550명), 신규채용자 교육교재 제작(1,200부), 급식종사직원 추가온라인교육(2,200명)
▹부산근로자건강센터 업무협약, 학교로 찾아가는 건강관리 ‘허준이 간다’(5교)

2-3-2. 이해와 공존의 상호문화교육
상호문화교육 활성화

2-3 더불어 성장하는 맞춤형 교육
2-3-1. 함께 가꾸는 행복한 특수교육
특수학교(급)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진로교육 집중학년제(1교), 직업교육 중점학교(1교), 전공과 운영지원(9교 38학급)

▹다문화교원역량강화 연수(7종), 다문화·탈북학생 및 학부모 동아리(10팀)
▹다문화 감수성(찾아가는/센터 방문형) 교실(239교 40,324명 2,645시간)

다문화·탈북학생 맞춤형 교육
▹한국어학급(학교형 16학급, 센터형 1학급, 위탁형 4학급),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4개)
▹다문화·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대학생멘토링 286명, 교사멘토링 67명, 다꿈멘토링 45명)

▹자유학년제(13교), 교과연구회(13팀), 컨설팅(13교 26회) 운영

「부산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긍정적 행동 지원단(2단 30명), 특수학교 긍정적 행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15교)

▹원스톱 지원 서비스(편입학 상담 17건, 진로진학 상담 40건, 학교적응상담 47건, 다톡상담 102건)를 통한 공교육 적응 지원,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교실수업 지원
▹통합교육 연구·선도학교 ‘정다운학교’ (3교), 통합교육 거점 유치원(5개원)
▹통합교육지원단(6단 57명) 운영 및 역량강화 연수

특수교육환경 개선
▹방과후학교(특수학교 434강좌 2,176명, 특수학급 244강좌 1,051명, 유관기관 41강좌 233명)
▹특수학교(급) 1인 1기, 동아리 문・예・체 활동 지원(30교), 문화예술 공연 지원(13교)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비대면) 참가(4교, 13명), 전국장애학생 e페스티벌 참가(9교, 19명)
▹특수학교(급) 학급 신·증설 환경개선(16교 20학급) 및 노후 특수학급 교실 리모델링(27교 29학급)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특수교육 기회 확대: 순회교육(174명),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원격수업 135명, 병원학교 15명, 학교복귀프로그램 운영 5교),
통합교육지원실 구축(5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치료 지원(3,759명), 통학 지원(1,956명), 보조공학 기기 지원(1,414회), 보조인력 지원(실무원 등 745명),

다봄 통번역 서비스(50회)
▹중도입국학생 초기 적응을 위한 다문화언어강사 운영(11교 82명)
▹토요가족 상호문화아카데미(16회), 세계언어교실(42회)

2-3-3. 대안교육을 통한 학업중단 예방 강화
다양한 대안교과 중심의 위탁교육기관 운영
▹부산 지역 민간 위탁교육기관(6기관) 및 전국 지역 위탁교육기관(3기관) 운영
▹공립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한빛학교) 운영
▹맞춤형 컨설팅 장학(2회), 나눔자율장학(2회), 예산 컨설팅(1회) 지원
▹위탁교육기관 방역 인력 예산 지원(5기관, 기관별 6,000천원)
▹위탁교육기관 종사자 백신 접종 지원(8월, 5기관 44명)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 물품 지원(20기관)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5기관)

가족지원(50가족)
206

207

Ⅴ. 부록

교육 수요자 중심의 학업중단 예방활동 지원
▹나 사랑 숙려기관 운영(16기관)
▹유형별 특별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24기관)-청소년 경찰학교(5기관)
▹징검다리멘토센터 운영(3기관)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운영(20교, 교당 4,000천원) 및 컨설팅 지원(20회)
▹학업중단숙려제 집중운영학교 운영(26교, 교당 3,500천원)
▹스쿨119 긴급지원단 연계 위탁교육기관 상담 지원(5기관)
▹숙려기관 및 징검다리멘토센터 대상 현장지원단 컨설팅 지원(1회, 19기관), 방역물품 지원(19기관)
통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운영 ’18년(20교)→’19년(25교)→’20년(25교) →’21년(20교)
숙려제 희망학교 운영 ’18년(42교)→’19년(48교)→’20년(41교) →’21년(26교)
나 사랑 숙려기관 운영 ’18년(13기관)→’19년(17기관)→’20년(17기관)→’21년(16기관)
특별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18년(14기관)→’19년(18기관)→’20년(24기관)→’21년(24기관)

3-1-2. 모두가 함께하는 학교문화 혁신
민주적 학교운영 지원
▹학생 및 학부모 다모임 워크북 제작 보급(4월)
▹소통과 공감의 퍼실리테이션 연수(2회, 60명)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학교 내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2,317팀)
▹단계별 워크숍 운영으로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시작-중간-정리단계)

학교문화 혁신 확산
▹부산다행복교육추진단 운영(8회): 부산다행복교육 일반화 지원
▹노력도 평가(67기관·부서), 찾아가는 성장지원단(45교, 63회), 관리자 워크숍(5회, 122명)

3-1-3. 사제 간 상호존중으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교육활동 보호 체계 강화
▹안정적 교육활동 지원(One-Stop 지원단 운영,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26,905명, 교사 업무용 전화번호 서비스 지원 5,472명)
▹교원법률지원단 운영 강화(법률상담 102회)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제작·보급(전 학교) 및 침해 예방 교육

교원힐링센터 운영 내실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피해교원 상담 66건, 예방상담 568건, 집단상담 309회)

3 소통과 협력의 참여 교육
3-1 소통과 공감의 학교문화 혁신
3-1-1. 소통·행복·성장의 부산다행복학교 운영

▹위기교원 고충처리 전담지원단,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전문가 특강(12회), 비대면 힐링캠프(6기수), 온라인심리검사 자가진단 운영
▹교육활동 침해 회복을 위한 교원 치료비·심리상담비, 침해학생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비 지원

사제 간 상호존중 문화 확산
▹‘함께해요, 선생님’ 사제동행동아리(70팀)
▹스승존경 캠페인(부산지하철 역사 내 스크린도어 및 에스컬레이터 벽면 광고, 11~12월)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5월), 교수·학습자료, 2022년 교원힐링센터 캘린더 배부(홍보)

부산다행복(예비)학교 지원
▹부산다행복학교(59교→63교), 다행복교육벨트(9개→10개) 확대로 공교육 모델 정립
▹부산다행복학교 컨설팅(66회) 및 연차별 평가(자체ㆍ중간ㆍ종합평가)로 운영 내실화

교육정책연구 추진

▹부산다행복학교 발전 모델 개발ㆍ운영: 미래형 부산다행복학교 운영(5교)

▹자체연구 수행: 부서 협의(10회) 및 자문위원 검토(계획·중간·결과)를 통한 기본연구(10건), 부산교육 이슈페이퍼(6건), 동향

교육공동체 혁신교육 역량 강화
▹혁신교육 전문 인력의 체계적 양성: 혁신교육대학원(3기, 88명), 부산 혁신교육 아카데미 리더교사 과정 운영(기초 48명,
심화 37명, 실천가 22명)
▹부산다행복(예비)학교 직무연수(8교),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연수ㆍ워크숍(7회)

부산다행복학교 일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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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교육정책연구

분석 보고서(40건) 발간
▹국·내외 협력연구: 교육행정연구(4건), 객원연구원 이슈페이퍼 발간(10건), 해외 교육통신원 교육동향 기사 발간(6개국 7명, 14건)
▹교육정책 토론: 교육정책 세미나(3회) 및 미래교육포럼(1회), 부산교육 이슈토론회(6회)
▹결과 공유: 중간보고회, 연차보고회 및 연구결과 공유주간(12월) 운영, 연구 결과물 홈페이지 탑재, 메일링 및 메시지 전송,
부산교육정책 매거진(2회) 발간

▹부산다행복학교 네트워크 운영: 관리자(3회), 리더교사(6회), 학부모(2회)

부산교육종단연구(BELS) 추진

▹우수사례 확산: 부산다행복교육한마당, 상호협력학교 운영, 실천 사례도서 개발·보급(5종)

▹6차년도 데이터 구축: 중3·고3 패널 설문(9종) 및 성취도검사 문항(6종) 개발, 설문조사(학생 ·학부모·교사·학교장)및 성취도
209

Ⅴ. 부록

검사(학생) 실시, 데이터클리닝, 성취도검사 척도점수 개발
▹1-5차년도 데이터 활용 연구: 자체연구(5건), 학술대회 운영(1회)

기초자치의회와의 소통ㆍ협력으로 지역 교육협력 강화
▹기초자치의회와의 소통·협력 활성화

부산미래교육 전략 수립

- 의장단 협의회 대상 지역교육협력사업 설명회(연 1회)

▹기획단 구성(8명) 및 운영: 부산미래교육 비전 및 개념, 인간상, 정책 방향 설정

- 기초자치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면담 및 의견 청취(연 12회)

▹실무추진단 구성(11명) 및 운영: 부산미래교육 운영 방안 마련 및 현장 적용 정책 개발

- 부산교육정책방향, 추진 성과 등 부산교육 이해도 제고 자료 공유(상시)

▹공론화 마당: 학부모 토론회(1회), 교원 토론회(1회), 학생 토론회(1회) 개최

▹홍보책자, 우수성과 언론보도 등 제공(연 4회)

교육기부 활성화
▹맞춤형 교육기부 프로그램 지원 및 학생·학교 참여도 제고

3-2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생태계 확산
3-2-1. 마을과 함께하는 다행복교육지구 운영
다행복교육지구 운영 지원
▹다행복교육지원센터 개소: 9개지구(전담인력 배치: 교육청 18명, 지자체 18명)
▹다행복교육지구 역량 강화: 워크숍(1회), 실무협의회(18회), 전문적학습공동체(4회)
▹학교문화 혁신지원, 지역협력 교육 인프라 구축, 지역특화 교육브랜드 창출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단체 확대: ’18년(23곳)→’19년(30곳)→’20년(32곳)→’21년(40곳)
▹마을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실무협의회(2회), 원격연수(2회), 워크숍(3회)
▹마을교육공동체 컨설팅(80회), 거점 마을교육공동체 지정(9곳)

학교협동조합 운영 지원
▹학교협동조합 운영 지원(3교), 시설 개선 지원(1교), 조합원 교육(1회), 컨설팅(3회)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1회), 네트워크 협의회(2회), 사회적 경제 동아리 연수(2회)
▹학교협동조합 신설학교 창립총회 개최(1교)

3-2-2.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조성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 강화
▹교육청ㆍ부산시의 교육행정협의회 활성화
- 정기회(2회): 유치원 무상급식비 지원 요청,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교육 협력 강화 등 안건 협의
		 (12건-적극협조 2건, 수용 6건, 일부수용 1건, 지속협의 3건)
- 실무협의회(3회): 개별부서간 실무협의회 운영(총 27건 안건협의-수용 12건, 부분수용 1건, 지속협의 10건, 추후검토 1건,
		 수용불가 3건)
▹교육협력추진단 운영
- 교육협력추진단 구성·운영: 교육협력사업 추진사항 분기별 점검(4회) 및 모니터링(25과제)
- 교육협력추진단 회의(4회), 교육협력실무단 운영(분기별 추진실적 관리 및 수시 실적 공유)

- 진로탐색 기회 제공,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교육기부 프로그램 지원(4기관 5프로그램)
- 재능기부 프로그램 적극 참여 유도 및 기부내용 홍보(언론보도 9회, 홍보리플릿 1,500부 배포)
▹교육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및 감사 행사 운영
- 부산교육청 SNS 등을 활용해 교육기부 홍보 확대(1회)
- 교육기부 기관(개인)에 대한 감사 행사 운영
- 홍보 소책자 및 기념품 제작·전달 등 감사의 뜻 표시

3-2-3. 배움과 나눔으로 함께하는 평생교육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내실화 지원
▹학비, 교직원 인건비, 교육 기자재비 등 지원: 8개 항목(130억원)
▹2021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도·점검 및 지원장학 실시(3~5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현장실습 운영 지침 제정·시행(4월), 시설 폐쇄 업무 매뉴얼 제작(7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업무처리지침 개정(8월)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설치·지정
▹초등과정 28개, 중학과정 13개 프로그램 운영(’20년 초 29개, 중 9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우수’(5월), 학습자 만족도조사 결과 90.4%(9월)

퇴직교직원센터 「시니어교육봉사단」 운영
▹수요자 중심 교육활동 지원으로 수혜기관 만족도 제고: ’20년(91.6%)→’21년(92.3%)
· 134기관, 9,078회 활동 지원, 수혜기관 재신청 의사 93.3%

3-2-4. 학부모 참여 문화 확산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학부모 교육
▹학부모 아카데미: 자녀성장 단계 맞춤형 권역별 교육 연 2기 운영(제8, 9기)
▹부모성장 디딤돌교실: 맞춤형 학부모 교육 운영
- 아버지 휴 아카데미(3회), 민주시민아카데미(3회), 우리 아이와 행복하기 상담과정(2회)

참여와 협력의 학부모자치
▹학교 학부모회실 설치 비품구입비 지원(교당 5,000천원): 희망학교 31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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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학교참여 지원사업 확대: ’20년(52교 104,000천원)→’21년(66교 132,000천원)

▹(가칭)부산교육지원센터 신축용 부지 매입: 2,067㎡, 66억

▹학부모(씨앗)동아리 확대: ’20년(90팀 90,000천원)→’21년(100팀 100,000천원)

▹공익적 활용을 고려한 폐교재산 매각 및 대부 추진

▹학부모 지원 전문가 활동: 공모사업 컨설팅 및 학부모 교육 모니터링 91교

· 사상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폐교)삼락중 매각

▹학부모 네트워크 운영(부산교육 라이브톡톡 11회, 간담회 2회)

· 지역주민을 위한 임시주차장 대부 등: (폐교)감정초, 반여초, 좌성초, 삼락중 등

학부모 알권리 확대

학교 신설(개축) 사업 추진 및 디자인 혁신

▹‘부산교육 다모아’ 앱 서비스 기능 강화

▹’21년 개교: 해빛유, 해빛초, 일광중

- 통합예약포털 연계로 학부모연수/행사체험 안내 및 신청 모바일 서비스 제공

▹’21년 건축설계 공모 추진(2교): (가칭)명지5초, 금강초

- 학교(유치원)알림장 서비스 연동 확대: 초·중·고 640교, 유치원 302원
- 가입자수 증가(10.3%): ’20년 168,597명→ ’21년 185,889명
▹정보공시 내실화

3-2-6. 사각지대 없는 학생 교육복지 실현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및 교육비 지원 확대

- 정보공시 검증: 시스템검증 5회, 단계별검증 5회, 유치원 50개원 현장점검 실시

▹전학년 학비(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지원: 1인당 평균 연 1,770천원

- 공시정보 이용 활성화: 교육부와 연계하여 ‘학교알리미’ 데이터 활용기관 확대 추진

▹초·중·고 전체 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완성

- 학교(유치원) 알리미 및 대국민서비스 홍보: ‘다모아’앱(2회), 학교(유치원) 홈페이지 게시(3회), 언론 보도자료(1회) 등을 활
용한 안내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확대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지급단가 인상: 전년 대비 초 38.8%↑, 중 27.5%↑, 고 6.1%↑ 인상

통계

▹숙박형현장체험학습비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기준 확대: 학교장 추천자 추가

학부모회실 설치 비품구입비 ’18년(50교)→’19년(99교)→’20년(63교)→’21년(33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학교참여 지원사업 ’18년(60교)→’19년(72교)→’20년(52교)→’21년(66교)

▹교육복지 대상학생 맞춤 지원 강화

학부모 씨앗동아리 ’18년(80팀)→’19년(85팀)→’20년(90팀)→’21년(100팀)

· 사업 운영 매뉴얼 개발·보급: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 제공

학부모 지원 전문가 컨설팅 ’18년(80교)→’19년(123교)→’20년(60교)→’21년(91교)

· 맞춤형 긴급복지비 편성으로 교육취약학생 맞춤 지원 강화

다모아 앱 가입자수 ’18년(56,490명)→’19년(101,200명)→’20년(168,597명)→’21년(185,889명)

· 교육복지실 노후환경 개선: 11교(초 7, 중 4), 110,000천원

3-2-5.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교육시설 인프라 구축

▹사업관계자 교육복지 역량강화 및 사업참여 활성화
· 관리자연수(1회, 615명), 담당교사연수(1회, 418명), 교육복지사연수(직무연수 등 3회, 350명)

교육지원시설 설립 계획 관리

· 연구동아리 운영(3팀), 학생성장 변화도 조사 성과분석(2차년도, 145교, 1,468명)

▹(가칭)「부산예술학교」 설립 추진(구. 일광초 활용)

· 사업실무자협의회(2회), 교육복지협의회(1회), 사업운영관련 TF(2회)

· 건축설계 공모 및 설계 실시
· 예술학교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기획용역 완료
▹(가칭)「북부권역 미래교육센터」 설립 추진(폐교 예정 덕천여중 활용)
· 사업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및 재정투자심사 완료
▹(가칭)「덕도예술마루」 설립 추진(덕도초 활용)
· 타시도 우수기관 방문(5곳), 방향 설정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TF 운영(7회)
· 「학생문화예술체험시설」 설립 기본계획 수립
· 사업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및 재정투자심사 완료

▹교육복지사 미배치교 교육취약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안전망 시범운영
·북
 부교육지원청(1개청, 특교 30,000천원): 운영시스템 구축(지자체 및 지역기관 33곳 협약), 사업홍보, 학생개별
맞춤서비스 지원
통계
고교 무상교육 시행: ’19. 2학기(고3)→’20. 1학기(고2~3)→’20. 2학기(전학년)
저소득층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19) 초 203천원, 중 290천원, 고 290천원→(’20) 초 206천원, 중295천원, 고 422천원→
		 (’21) 초 286천원, 중 376천원, 고 448천원

공유재산 관리 효율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19) 중위소득 60%이하→(’20) 19년과 동일→(’21) 기존+학교장추천자

▹학교 내 국유지의 사용권원 확보: 6교(5,301㎡, 160억 상당)

▹인터넷통신비: (’19)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20) 19년과 동일→(’21) 기존+학교장추천자

· 노후 학교 內 국유지에 시설 증개축 승인 확정

초·중·고 전체 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19년(고)→’20년(중·고)→’21년(초·중·고)

· 소관 및 총괄 중앙관서(교육부·기재부)와 수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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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현장을 지원하는 청렴한 교육행정

· 2021년 상반기 사례중심 활용 연수[연수대상자 123명, 6일간(6.21.~6.30.)]
· 2021년 하반기 사례중심 활용 연수[연수대상자 118명, 6일간(11.23.~12.6.)]

3-3-1.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업무방식 개선
교육활동 중심의 업무방식 개선

▹2021년 ‘찾아가는 청렴모니터링’으로 현장 목소리 청취(3.10.~3.24., 16개 기관)

▹공모사업 학교자율선택제 운영

▹계약분야별·권역별 계약실무에 밝은 컨설팅단 구성: 33명

- 교당 2~5개 과제를 선택하여 학교 여건 및 특색에 맞게 사업 운영

· 부산형 블렌디드러닝 교실 구축 사업 지원 사전 연수

-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570교(초 272, 중 151, 고 133, 특수 14)

· 계약컨설턴트 전문성 신장 특화 연수

▹교무행정지원팀 구성 운영 및 ‘교무조직 재구조화 중점학교’ 운영(6교)

▹「2021년 부산형 블렌디드러닝 교실 구축사업」 계약업무 지원

▹학교 자치 기반의 ‘공문 자율 운영학교’ 운영(5교)

· 물품구매 매뉴얼 제작·배포

▹회의(연수) 운영방식 개선

· 블렌디드러닝 추진 학교 방문 컨설팅 운영: 91교

- 관리자 통합회의(4회) 및 비대면 온라인 연수(회의) 시스템 활용(63건)으로 교직원 출장 최소화
▹민주적 회의문화 조성을 위한 교무실 개선 추진
- 교무실 개선 사업 추진으로 교육활동 중심 환경 조성 및 학교 자치 확대(3교)

▹2021년 위임사업별(12개 사업) 계약업무 지원
· 사업별 계약 매뉴얼 및 동영상 연수물 제작·배포
· 「학교 방문 맞춤형 계약컨설팅」 운영: 66교

▹실무 중심 행정실 학습동아리 운영을 통한 전문성 신장(월 1회, 7개 영역, 33명)

내실있는 계약업무지원단(컨설팅단) 운영

공문서 감축 및 질 제고

▹계약분야별·권역별 계약실무에 밝은 컨설팅단 구성: 16명

▹전 기관(부서) 공문총량제 운영

▹「2021년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 교실 구축사업」 계약업무 지원

- 유사 공문, 분할 공문 생산 최소화(전년도 대비 3% 감축 노력)

· 2021년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 교실 구축사업 계약방법 관련 컨설팅단 사전 연수

- 외부기관 공문 관리 프로그램: 단순 홍보성 공문은 공문게시 처리(154,307건 중 58,397건)

· 신청학교(91교)를 대상으로 계약업무지원단(컨설팅단 16명)이 직접 컨설팅

▹학교 발송 공문서 질 관리

· 2021년 부산형 블렌디드 교실 구축사업 물품구매 매뉴얼 제작·배포

- 친절한 공문서 생산을 위한 점검사항 10항목 리플릿 제작·홍보(4월)

▹2021년 ‘찾아가는 청렴모니터링’으로 현장 목소리 청취(3.10.~3.24., 16개 기관)

- 부산학교지원서비스(BSSS)를 통한 ‘현장 참여 공문 모니터링’ 운영(지원단 20명)

컨설팅단을 활용한 Mento-menti 운영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교육정책사업 정비
▹부서별 자체 교육정책사업 정비 실시: 2회 실시(6.2.~7.28.)
▹부산교육정책 추진 만족도 및 정책정비 설문조사: 유·초·중·고·특 교직원 1,894명(6.9.~6.15.)
▹교육정책사업 정비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6.18.~7.1.) 및 교육정책조정심의협의회(8.1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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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산형 블렌디드러닝 교실 구축사업 컨설팅을 통한 멘토-멘티 운영
· 멘토 1인당 5교~6교 온·오프라인 컨설팅 실시

3-3-2. One-Stop 학교현장 지원

▹461개 사업중 통합 25개, 축소 11개, 확대 48개, 개선 74개, 폐지 14개, 이관 3개

부산학교지원서비스(BSSS)를 통한 One-Stop 학교현장 지원

물품 통합(공동)구매·계약관리 지원 강화

▹교육공무직 인건비 예산편성, 교육매칭프로그램 시스템화로 효율적 업무처리

▹2021년 상반기 물품 공동구매 실시(컴퓨터 등 7개 품목, 예산절감액 982,350천원)

▹공모사업 목적사업 신청, 학교 목적사업비 정산 시스템 기능 개선

▹2021년 하반기 물품 공동구매 실시(컴퓨터 등 5개 품목, 예산절감액 361,275천원)

▹비대면 온라인 연수(회의) 시스템 지속적 수요 증가(LIVE, VOD 총 72건, 39,837명 참가)

▹2021년 부산형 블렌디드러닝 교실 구축사업 물품 공동구매(전자칠판 등 2개 품목, 예산절감액 2,686,010천원)

교직원 필수연수 통합과정 원격연수 운영으로 학교의 업무 경감

▹2021년 학생용 스마트기기 및 충전함 지원사업(예산절감액 317,236천원)

▹연간 필수연수(12영역)를 원격 상시 개설하여 연수의 편리성 제공

▹각종 컨설팅 및 연수 시 물품 공동구매에 대한 사전 안내

▹연수 만족도 교원 94%, 행정직원 92%

(온·오프라인) 계약담당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학교·학생 맞춤형 현장 지원으로 교사의 교육활동 전념 문화 형성

▹(온라인) 2021년 S2B(학교장터) 실무연수[연수자 481명, 2일간(4.14.~4.15.)]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인력 배치로 학생의 안정된 수업력 정착(중 34교)

▹(오프라인)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1.5단계)에 따라 소규모 대면 연수실시

▹학급내 부적응학생 다중체계치료 지원(초 29교, 중 11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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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감 업무도움자료 문서꾸러미 제작·보급

교육정보시스템 고도화

▹유·초·중등 교(원)감용 파일로 제작하여 보급

▹4세대 지능형 나이스 및 유치원 시스템 구축 추진

학교현장 요구 수렴 및 업무방식 개선지원을 위한 현장 지원 컨설팅

- 지능형 나이스로 전환을 위한 정보자원 현황 점검 및 업무협의체 운영

▹업무방식 개선 사항, 교육청 요구사항 파악, 부서 공유(5월, 유·초·중·고)

-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단위업무별 의견수렴(5~7월)

통계
학생의회 학생의원 ’20년(104명)→’21년(336명)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실 ’19년(50교 103학급)→’20년(105교 233학급)→’21년(119교 249학급)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19년(40명)→’20년(40명)→’21년(55명)

-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응용SW 1단계 및 2단계 개발(3~12월)
▹업무용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본청 및 직속기관 110명)
- 논리적 망분리를 통한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으로 재택근무 및 원격업무 기반 마련

3-3-5.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 인사제도

한국어학급 운영 ’18년(9교)→’19년(11교)→’20년(13교)→’21년(15교)
부산다행복학교 ’18년(42교)→’19년(50교)→’20년(59교)→’21년(63교)

현장 적합성 높은 합리적 인사 운영

다행복교육지구 ’18년(5개)→’19년(7개)→’21년(9개)

▹전보결과 평가회, 설문조사, 자문위원회 등을 통한 현장 의견 수렴․반영

마을교육공동체 ’18년(23곳)→’19년(30곳)→’20년(32곳)→’21년(40곳)

▹유․초․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세부)기준 개정

학교협동조합 ’18년(1교)→’19년(2교)→’20년(3교)

▹농어촌 학교간 연속 전보 허용

3-3-3. 언택트 시대의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종합지원
수요자 맞춤형 노무관리 연수 지원

학교관리자․교육전문직원 임용 공정성 강화
▹현장 신뢰도 제고를 위한 학교 관리자 임용 개선(교장공모 운영 및 중임심사 내실화, 교감자격연수 현장평가 및 심층면접
강화, AI면접 시범운영)

▹비대면 노무관리 동영상을 제작하여 상시 활용 자료 제공(17개 강좌)

▹교육전문직 선발 전형 강화(AI면접, 현장평가, 토의토론 평가 등 전형기준 강화)

▹공모형 연수로 수요자 맞춤형 과정 실시(6회, 30명)

사립학교 교사 채용 공공성 확보

▹직종별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여 부서별 연계 네트워크 구축(6회, 90명)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매뉴얼 개정판 제작·보급: 124교, 260부

▹‘품앗이 멘토링’ 운영으로 전문가 육성 및 자율적 탐구 기회 제공(6회, 멘토 5명, 멘티 25명)

▹공·사립 동시지원제도 지속 홍보 및 교육청 위탁율 제고: 90.4%

노무관리 전문 역량 강화

▹2021학년도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 교육청 위탁: 36개 법인, 112명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매뉴얼’ 및 ‘노무관리 Q&A 모음집’ 개정·배포
▹현장 맞춤형 노무관리 컨설팅으로 상황별 노무관리 기준 안내(70개교)

3-3-6.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행정

▹2021년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 단체협약 해설 및 이행계획 발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사

▹제12차, 13차 취업규칙 개정

▹지방공무원 전보점수제 개선으로 수용성 제고(특례대상 우선순위 등 5개 항목 개정)

▹자원봉사자 운영수칙 마련 및 컨설팅(160건)

▹인사 정보 공유 및 의견수렴: 인사 예고(4회), 인사 만족도 설문조사(2회)

▹급여코드 정비로 교육공무직원 보수명세서 표준화

▹전체 지방공무원(3,252명) 책임보험 가입으로 직무수행의 안정성 보장

▹직종별 사업계획서 검토 및 자문(24건)

▹지방공무원 성과연봉·성과상여금 조기집행(ʼ21. 3월, 10,919백만원)

3-3-4. 시민과 공감하는 열린 민원서비스 실현

우수 지방공무원 선발·양성
▹5급 승진임용 역량평가 운영: 승진임용대상자 32명 선정

고객과 공감하는 민원서비스 실현

▹6급 전입공모 개선 시행: AI면접평가 도입, 평가항목 및 반영 비율 조정

▹[최우수] 행안부와 권익위 합동실시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시·도교육청 1위’(’21.3.12.)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실시: 205명 선발

▹행안부 선정 ‘2021년 국민행복민원실 인증’(’21.10.13.)

▹필수교육과정 의무이수제 시행: 6개 과정, 11회, 564명 이수

부산교육콜센터 상담품질 향상

교육공무직원 적정인력 운용

▹교육지원청 대표전화 통합운영 확대: 해운대, 서부교육지원청(추가)

▹온라인 채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 시행(상·하반기 7개 직종 400명)

▹부산교육콜센터 1차 상담률 향상: ’19년(61.7%)→’20년(64.9%)→’21. 10월(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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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대체인력풀 구성·운영(3개 분야 총 1,171명)

부산교육정책 의견 수렴

▹교육공무직원 인사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무기 계약 7,418명, 기간제 2,365명)

▹부산교육정책 정기 여론조사 실시(정기 6회, 수시 2회)

3-3-7. 바르고 깨끗한 부산교육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는 청렴정책 추진
▹청렴추진기획단 개최(2회), 시민감사관 증원(3명) 및 감찰활동(대면 72회, 유선 140여개 업체), 청렴모니터 실시(180회)

- 교육정책연구소와 연계 및 협업을 통한 문항 설계
- 대상 및 방법: 부산 거주 만 18세 이상 시민 1,500명, 유무선 전화면접조사
- 정기·수시 여론조사 및 정책 제안 결과를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부산교육정책 모니터링 실시(총 7회)

▹시민감사관 청렴워크숍(4회), 청렴모니터위원 워크숍(4회)

- 대상 및 방법: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직원), 유레카 활용 설문조사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기준 강화

- 모니터링 결과 환류로 해당 부서의 정책 추진에 반영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731명), 중간관리자(교감, 행정실장) 청렴도 자가진단(1,409명)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공공재정환수법TF구성 및 운영(4회), 공공재정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6.23.~7.22.)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성화

▹청렴문화주간(2주) 및 청렴문화의 날(1회) 운영, 고위공직자 및 직원 청렴연수(4회)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대면, 비대면 병행): 본회의(3회), 운영위원회(4회), 분과위원회(2회)

▹찾아가는 청렴교육(100교), 열려라!! 청렴학교 운영(12교), 「1기관(부서) 1실천」 사업(41기관)

- 주민참여예산제 인식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청소년예산학교(1회), 학부모예산학교(8회), 교육전문기관

▹부산교육 청렴콘텐츠 공모전 실시, 청렴365소식지(12회), 청렴팝업(19회)

		 집합교육(지자체협업)(1회), 온라인예산학교(2회)

현장과 소통하고 예방하는 감사활동 강화

▹교육수요자 참여 기회 확대

▹종합·재무감사 45기관(교), 민원 사실조사(30건), 복무점검(8회, 152기관(교))

- 주민의견수렴형 및 학교형(교육수요자 참여형) 주민제안 사업 공모→주민제안 접수율 증가(193건, 전년대비 64.9% 상승)

▹학교주관자율형 종합감사(11교), 컨설팅감사(15교), 일상감사(114교), 교육비리고발센터(147건)

- 숙의과정 운영(숙의대상 사업 선정 2건) 및 설문조사(1회, 8,829명 참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9명), 사전컨설팅(3회), 종합감사 지적사항 사후모니터링(35교)

- 청소년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도 제고: 학생의회, 학교 문화행사와 연계한 홍보(3회)

▹시민감사관 감사활동 참여(161회), 부패취약분야 합동점검(138회), 고충민원·컨설팅 등(21회)

시민사회 소통․협력

학교법인 운영의 공공성 확보

▹시민사회의 여론 수렴과 소통

▹학교법인 기본재산 실태조사로 법인의 기본재산 관리·지도 강화

- 여론 수렴과 교육현안 협의 및 정책설명회(월 4회)

▹시정ㆍ변경 명령을 미이행한 사학기관 제재 기준 마련

- 교육사업 제안 및 협력 사항 각 부서별 연결

▹사학기관 업무편람 개정 및 사무직원 연수 확대로 사학기관의 전문성 강화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 운영지침 개정을 통한 공공성 확대

▹부산교육에 대한 지역사회 원로 자문 의견수렴
- 원로자문회의 운영: 10명(연 1회)
- 부산교육정책 및 현안에 대한 원로 의견 청취 및 토론

3-3-8. 교육정책 소통 내실화
언론소통 강화 및 교육정책 홍보 활성화
▹공감의 교육행정 실현을 위한 언론홍보 강화
- 기자회견, 인터뷰, 브리핑, 보도자료 등을 통한 주요정책 적극 홍보
		 (기자회견 5회, 인터뷰 19회, 보도자료 1,294건 배포, 언론보도 건수 15,186건)
-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효율적 광고로 시민의 정책 이해도 제고(주요 교육정책 및 이미지, 캠페인 광고 119건)
▹부산교육정책 이해도 제고 및 공감 확대
- 부산교육 SNS 운영: 6개(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운영
- 부산교육가족의 참여 및 공감을 위한 공모·이벤트 운영: 공모(2회), 이벤트(16회)
- 교육정책 이해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 홍보영상(84편), 홍보간행물(부산교육소식지, 브로슈어, 리플릿,
		 부산교육지도), 웹진(4회) 등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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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부사업별 담당부서
Ⅰ. 2022 역점과제
역점과제

2022 주요사업

역점과제
2022 세부사업

담당부서

2022 주요사업

교육혁신과
유초등교육과

해양클러스터 연계 해양교육 확대

역점 1-1.
부산미래교육 기반 조성

디지털 기반 학습생태계 구축

미래인재교육과
미래교육원

역점 2-2.
해양수도 부산의 해양교육

21

중등교육과
23

❷
지속가능한
생태·해양
교육

❶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융합
교육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 지원 체계 강화

중등교육과
미래인재교육과

미래교육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단계별 추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추진단

어린이창의교육관

유초등교육과

친환경 생태 전환 학습환경 조성

24

교육과정 연계 통합진로교육 확대

25

37

미래인재교육과

창의융합교육원

미래인재교육과

36

창의융합교육원

시설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추진단

미래교육원

35

학교생활교육과

역점 2-3.
친환경 미래 교육공간 조성

중등교육과
인공지능ㆍ메타버스 기반 융합교육 확대

쪽

창의융합교육원
해양스포츠 및 해양문화 체험 활성화

유초등교육과
미래인재교육과

담당부서
유초등교육과

쪽

교육정책연구소
부산미래교육 2.0 실행 전략 수립

2022 세부사업

중등교육과
미래인재교육과

39

42

미래교육원
역점 1-2.
블렌디드 러닝 수업 활성화

학생 주도 배움 중심 수업 강화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역점 3-1.
학생 발달단계별 진로 교육

26

수요자 맞춤형 진로 개발 역량 강화

중등교육과

지속가능한 진로교육 거버넌스 구축·운영

28

역점 1-3.
메이커교육 활성화

미래인재교육과
창의융합교육원

창의융합교육원

45

유초등교육과
29

미래인재교육과
학교 밖 체험형 메이커교육 확대

중등교육과
미래교육원

미래교육원
학교 메이커교육 지원 체계 강화

44

교육혁신과

유초등교육과
학생 변화와 성장 중심 평가 혁신

미래교육원

30

❸
삶을
디자인하는
진로진학
교육

꿈을 실현하는 학력 향상 프로젝트 추진

중등교육과

46

미래인재교육과
역점 3-2.
학생개별 맞춤형 진학 지원

빅데이터 기반 대입 상담 서비스 고도화

미래교육원

47

고교 맞춤형 대입지도 역량 강화

미래교육원

48

미래인재교육과

49

어린이창의교육관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❷
지속가능한
생태·해양
교육

2050 탄소중립 이행 교육기반 마련
역점 2-1.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교육

미래인재교육과
정책기획과

32

창의융합교육원

역점 3-3.
직업계고 취업 및
창업 지원

어린이창의교육관
교육혁신과
기후위기 대응 생활실천교육 강화

미래인재교육과
창의융합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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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34

고졸 취업 및 창업 희망자 맞춤 지원 강화

지역사회 연계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

미래인재교육과
미래교육원
미래인재교육과

50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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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22 추진과제
역점과제

2022 주요사업

2022 세부사업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역점 4-1.
학습력 회복

맞춤형 학습을 통한 개별 학생 학습력 강화

교육소외 계층 맞춤형 학습 지원

존중과 배려의 체험 중심 인성교육 강화
❹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학교
안전망

역점 4-2.
심리·정서 회복

소통과 공감의 회복적 생활교육 강화

행복을 더하는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역점 4-3.
신체 건강 회복

담당부서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육혁신과
중등교육과
학교생활교육과
학생교육원
학교생활교육과
교원인사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쪽
53

1-1-1.
놀이와 배움이 어우러지는
유치원 교육과정

1-1-2.
다양성을 존중하는
초등 교육과정

59

60

학교체육·학교급식 운영 내실화

학교생활교육과

63

64

2022 세부사업

담당부서

쪽

내실 있는 자율적 교육과정 편성·운영

유초등교육과

68

함께 만들어가는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유초등교육과

68

교원의 교육과정 운영 역량 강화

57

62

안전기획과

2022 추진과제

56

학교생활교육과

재난·재해 및 감염병 대응 강화

중점
추진과제

55

학교폭력 예방시스템 강화

학교생활교육과

1. 창의성과 감성을 키우는 미래교육

1-1-3.
미래핵심역량을
지원하는 중등 교육과정

❶
학생 성장
중심의
수업혁신

1-1-4.
꿈과 가치를 찾아가는
부산 자유학년제

1-1-5.
진로 맞춤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고교학점제

222

69

유초등교육과

70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편성·운영

유초등교육과

70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위한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유초등교육과

7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중등교육과

72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중등교육과

72

학교 맞춤형 자유학년제 운영

중등교육과

73

지역사회 연계 자유학년제 운영

중등교육과

73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중등교육과

74

공동교육과정 운영

중등교육과

74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학교공간 조성

중등교육과

74

함께 공유하는 학교 간 자율장학
성장과 변화를 촉진하는 학교 맞춤장학

1-1-7.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교원역량 강화

유아교육진흥원

역량 중심 학생주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함께 참여하는 교내 자율장학
1-1-6.
자율적 학교 성장을 지원하는
동행장학

유초등교육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75
75
75

교육활동 전문성 신장 지원체제 구축

교원인사과

76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역량 함양

교원인사과

76

핵심역량을 지원하는 자격별 교원연수

교원인사과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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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추진과제

2022 추진과제

2022 세부사업

기초과학교육 인프라 구축
1-2-1.
탐구중심의
창의력 신장 과학교육

과학 실험실 안전 강화

우수 과학인재 양성 기반 조성

1-2-2.
생각하는 힘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수학교육

학생 맞춤형 수학교육 추진

「부산수학문화관」 설립·운영

담당부서

쪽

미래인재교육과

78

미래인재교육과

미래인재교육과

중점
추진과제

1-2-5.
미래핵심인재 육성을 위한
영재교육

78

78

중등교육과

79

창의융합교육원

79

2022 추진과제

❷
핵심역량을
키우는
창의융합
교육

2022 세부사업

담당부서

쪽

영재교육기관 운영

미래인재교육과

84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미래인재교육과

84

영재교육 담당교원 역량 강화

미래인재교육과

84

의사소통 중심 영어교육 강화

1-2-6.
의사소통 중심 영어교육 및
국제이해교육

영어교사 및 영어수업 지원인력 전문성 신장

국제교육 교류 활성화

「더 읽기」로 자기주도적 독서습관 형성

❷
핵심역량을
키우는
창의융합
교육

「더 토론하기」로 협력적 인성 함양
1-2-3.
삶의 힘을 키우는 독서교육

「더 쓰기」로 창의적 사고력 신장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공공도서관으로 소통하는 독서문화 조성

중등교육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초등교육과
공공도서관

1-3-1.
참여와 실천 중심의
학교 민주시민교육

80

80

1-3-2.
역사의식 기반의
평화·통일교육

81

81

미래인재교육과

82

직업계고 학생 취업 역량 강화

미래인재교육과

82

❸
존중과
배려의
인성교육

1-3-3.
즐거운 체육수업,
청렴한 학교운동부

1-2-4.
직업계고 현장실무중심 교육

직업계고 경쟁력 강화

224

미래인재교육과

미래인재교육과

중등교육과
미래인재교육과

85

85

86

미래인재교육과

86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교육혁신과

88

학생 자치 및 참여 역량 강화

교육혁신과

88

학교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교육혁신과

88

통일미래 대비 학교 평화·통일교육 강화

교육혁신과

89

체험으로 배우고 익히는 역사·독도 교육 강화

교육혁신과

89

학생 중심 체육교육과정 운영

학교생활교육과

90

초등 생존수영교육 활성화

학교생활교육과

90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청렴한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생활교육과

90

학생주도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지원

학교생활교육과

91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운영

학교생활교육과

91

선진형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학교생활교육과

91

80

현장실무중심 교육과정 운영

직업계고 환경 개선 및 안전 강화

미래인재교육과

중등교육과

「부산글로벌외국어교육센터」 구축 및 운영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83

83

1-3-4.
다(多)함께 즐기는
학교스포츠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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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책임교육
역점과제

2022 주요사업

2022 세부사업

담당부서

쪽

지원과

94

유치원 방과후과정 및 돌봄교실 운영

유초등교육과

94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운영

유초등교육과

94

공립유치원 신·증설 추진

2-1-1.
처음학교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역점과제

2022 주요사업

2-2-3.
건전 정보문화 조성 및
디지털 기반 미디어교육

2022 세부사업

담당부서

쪽

건전 디지털 문화 확산을 위한 정보윤리교육 강화

미래인재교육과

100

디지털·미디어교육 활성화

미래인재교육과

100

안전기획과

100

성인지 교육환경 조성

학교생활교육과

101

학생 성교육 내실화

학교생활교육과

101

성폭력 근절을 위한 지원체제 강화

학교생활교육과

102

통학로 안전 강화

안전기획과

103

학생보호를 위한 인적·물적 지원

안전기획과

103

셉테드(CPTED) 구축

안전기획과

103

「부산학생안전체험관」 전시체험공간 구축

안전기획과

104

「부산학생안전체험관」 운영

안전기획과

104

건강한 학생성장 지원

학교생활교육과

105

흡연예방교육으로 ‘나는 NO-담, Yes-건!’

학교생활교육과

105

학교 환경위생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학교생활교육과

106

안전한 사이버 교육환경 조성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❶
출발선이
같은 교육

초등돌봄교실 내실화
2-1-2.
함께 행복한 엄마품
초등돌봄교실

95

안전하고 행복한 돌봄 환경 조성

유초등교육과

95

지역 연계 방과후학교 활성화

재난 대비․대응 체계 강화

2-2-2.
건강 더하는 학교급식
행복 나누는 영양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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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활성화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현장체험학습 지원

❷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95

유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 업무지원 강화

2-2-1.
효율적인 재난대응 및 학교안전

유초등교육과

94

온마을이 함께하는 온종일돌봄 활성화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
2-1-3.
꿈을 키우고 미래를 열어가는
방과후학교

지원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안전기획과

안전기획과

96

96

96

2-2-4.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성평등 문화

❷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2-2-5.
학생보호를 위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98

98

안전기획과

98

질 높고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

학교생활교육과

99

「영양교육체험관」 운영

학교생활교육과

99

쾌적한 학교급식 환경 조성

학교생활교육과

99

2-2-6.
몸과 마음이 건강한 부산학생

2-2-7.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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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점과제

2022 주요사업

2022 세부사업
교육환경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

담당부서

쪽

시설과

106

안전기획과

106

3. 소통과 협력의 참여교육
역점과제

2022 주요사업

2-2-7.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부산교육망(스쿨넷) 고도화
❷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2-2-8.
근로자가 안전한
산업안전보건관리

2-3-1.
참여와 존중의 맞춤형 특수교육

❸
더불어
성장하는
맞춤형
교육

2-3-2.
지속적인 성장과 통합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

228

쪽

부산다행복(예비)학교 안정적 지원

교육혁신과

116

교육공동체 혁신교육 역량 강화

교육혁신과

116

부산다행복학교 일반화

교육혁신과

117

안전기획과

107

맞춤형 안전보건교육 역량 강화

안전기획과

107

근로자 안전 및 건강 유지·증진

안전기획과

107

민주적 학교 운영 지원

교육혁신과

118

통합교육 내실화

중등교육과

109

전문적학습공동체 성장 지원

교육혁신과

118

학교문화 혁신 확산

교육혁신과

118

자율적 학교운영 지원

교육혁신과

118

공감·소통·존중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 강화

교원인사과

119

「교원힐링센터」 운영 확대

교원인사과

119

스승존경 문화조성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원인사과

119

교육정책연구 추진

교육정책연구소

120

부산교육종단연구(BELS) 운영

교육정책연구소

120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중등교육과

109

특수교육 지원 및 교육여건 개선

중등교육과

109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중등교육과

110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상호문화교육 활성화

2-3-4.
수요자 맞춤
학업중단예방 대안교육

담당부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My Job 프로젝트)

2-3-3.
이해와 공존의 상호문화교육

3-1-1.
소통·행복·성장의
부산다행복학교

2022 세부사업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육혁신과

110

3-1-2.
모두가 함께하는 학교문화 혁신

❶
소통과
공감의
학교문화
혁신
3-1-3.
공감·소통·존중의
교육활동 보호

111

112

다문화․탈북학생 맞춤형 교육 운영

교육혁신과

112

「부산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교육혁신과

112

단위학교 학업중단 예방 활동 지원

학교생활교육과

113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학교생활교육과

113

3-1-4.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교육정책연구

영역단위 공간혁신사업 추진
3-1-5.
학교공간 혁신사업
학교단위 공간혁신사업 추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추진단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추진단

121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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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점과제

2022 주요사업

3-2-1.
마을과 함께하는
다행복교육지구 운영

3-2-2.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조성

❷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생태계
확산

3-2-3.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교육

2022 세부사업

담당부서

쪽

다행복교육지구 운영

교육혁신과

123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교육혁신과

123

학교협동조합운영

교육혁신과

124

역점과제

2022 주요사업

3-2-6.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용

❷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생태계
확산

2022 세부사업

담당부서

쪽

이전학교 부지매입 및 국·공유재산 교환추진

재정과

130

재산관리 업무 전문성 강화

재정과

130

폐교재산의 활용 및 관리

재정과

130

유초등교육과

131

학교생활교육과

131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재정과

132

재정과

13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 강화

예산기획과

125

기초자치단체 및 의회 소통·협력 강화

예산기획과

125

교육기부 활성화

예산기획과

125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내실화

교육혁신과

126

초·중·고 전체 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운영

교육혁신과

126

학교업무방식 개선 지원

교육혁신과

134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평생학습관 운영

교육혁신과

126

공문서 감축 및 질 제고

교육혁신과

134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학부모교육 운영

지원과

127

재정과

135

참여와 협력의 학부모 자치활동 지원

지원과

127

수요자중심 학교현장 지원

교육혁신과

136

퇴직교직원 활용 학교 현장 중심 교육활동 지원

교육혁신과

136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표준화

관리과

137

학교현장 노무관리 역량 강화

관리과

137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관리과

137

3-2-7.
교육이 희망이 되는
교육복지 실현

3-3-1.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업무방식 개선

학생 교복 지원

학교 업무경감을 위한 계약업무 지원

3-2-4.
학부모 참여문화 확산

3-2-5.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교육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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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균형발전 내실화를 위한 정책 수립 기반 조성

정책기획과

128

교육지원시설 설립 추진

정책기획과

128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최적화된 학생 배치

지원과

129

학교 신설(개축) 사업 추진 및 디자인 혁신

시설과

129

❸
현장을
지원하는
청렴한
교육행정

3-3-2.
One- Stop 학교현장 지원

3-3-3.
상호이해와 소통중심의
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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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부록

역점과제

2022 주요사업

3-3-4.
고객중심의 신뢰받는
민원서비스

2022 세부사업

담당부서

쪽

고객 만족 민원서비스 제공

총무과

138

부산교육콜센터 상담품질 향상

총무과

138

편리하고 안전한 행정정보서비스 제공

관리과

138

현장적합성 높은 합리적 인사 운영

교원인사과

139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관리자·교육전문직원 임용

교원인사과

139

체계적인 사립학교 교원인사 운영 강화

교원인사과

140

사립학교 신규교사 교육청 위탁채용 활성화

교원인사과

140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사운영

총무과

141

우수 지방공무원 양성

총무과

141

직무몰입 제고를 위한 근무여건 개선

총무과

141

교육공무직원 인력 운용 내실화

관리과

141

기관 청렴도 제고 및 청렴문화 확산

감사관

142

소통하고 예방하는 감사활동 전개

감사관

142

학교법인 건전성 및 공공성 강화

지원과

142

부산교육정책 정기여론조사

정책기획과

143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예산기획과

143

대변인

143

3-3-5.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인사

❸
현장을
지원하는
청렴한
교육행정

3-3-6.
공감 및 소통중심의 인사행정

3-3-7.
바르고 깨끗한 부산교육

3-3-8.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하는 교육정책 수립

언론소통 강화 및 교육정책 홍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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