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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요약표 

평가영역 
평가

부문
지표명

정성 정량 합계

배점 득점 배점 득점 배점 득정

리더십·

전략

리더십

전략

기관장의 리더십 4.00 3.20 -  -　 4.00 3.20

책임 및 윤리경영 1.20 1.00 1.80 1.80 3.00 2.80

비전 및 경영전략 1.40 1.10 0.60 0.60 2.00 1.70

주요사업 추진계획 1.40 1.00 0.60 0.60 2.00 1.60

경영 

시스템

조직

관리

조직구조의 적절성 3.00 2.35 - - 3.00 2.35

성과관리의 적절성 3.00 2.40 - - 3.00 2.40

인사

관리

인사관리의 적절성 2.00 1.55 - - 2.00 1.55

보수관리의 적절성 2.00 1.75 - - 2.00 1.75

재무 회계

관리

재정관리의 적절성 0.80 0.60 1.20 0.20 2.00 0.80

예산관리의 적절성 1.20 0.80 0.80 0.50 2.00 1.30

홍보 홍보 및 정보관리 3.00 2.40 - - 3.00 2.40

정책

준수

경영개선과제 이행실적 1.00 0.90 1.00 1.00 2.00 1.90

지적사항(감사 등) 이행실적 -  -　 2.00 2.00 2.00 2.00

정부 및 시 권장시책 이행실적 -  -　 4.00 3.80 4.00 3.80

사회적

가치

일자리 창출 및 개선노력 1.50 1.20 0.50 0.50 2.00 1.70

지역사회 연계노력 1.50 1.30 0.50 0.50 2.00 1.80

고객 만족도 고객만족도 3.00 2.68 7.00 6.02 10.00 8.70

경영성과 사업성과

평생교육체제 구축 수행 실적 4.50 3.25 3.50 3.50 8.00 6.75

평생교육정보 공유 및 홍보 5.00 4.10 3.00 2.90 8.00 7.00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 제공

및 활성화 노력
13.00 10.75 8.00 7.90 21.00 18.65

인생재설계 평생교육 운영 8.00 5.85 5.00 5.00 13.00 10.85

합계 합계 60.50 48.18 39.50 36.82 100.00 85.00



광주평생교육진흥원 기관장 평가 : A 등급

평가결과 요약

평가항목
평가점수 기관장평가 결과

배점 득점 구분 2018년 경영평가 2019년 경영평가

리더십·전략 강화 노력 11 9.3

점수 86.77 86.25경영개선과제 이행실적 9 8.55

정부 및 시 권장시책 이행실적 10 9.5

사회적 가치 10 8.75

등급 A A
시정연계성노력 10 6.9

기관사업성과 50 43.25

합계 100 86.25

지표명 배점 득점 시정 연계성 확보 노력 평가 의견

시정방침

이해도
3 2.1

□ 기관장은 민선7기의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구현을 위한 실행전략 

강화를 위해 기관의 미션, 비전, 전략목표, 전략과제를 롤링함

□ 민선 7기 시정 비전 및 목표와 연계한 사업 추진을 위해 내부직원 

워크숍 및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기관의 경영전략 체계를 재수립함

시정연계성 3 2.2

□ 행사, 감사 등의 비정기적인 의사소통보다 광주광역시와 협력 및 

지원을 통한 평생교육정책 기능 확대를 위해 의사소통 정례화 및 

의사소통 채널 다원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기관은 예산 집행에 대한 체계화 마련, 5개 자치구와 유사 중복 

추진 사업 파악 및 정리를 통한 추진사업 간소화, 사업 유지 

필요성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 구축 등을 주무부서와 협력하여 

수행하고 있음

시 발전 

기여도
4 2.6

□ 시·시의회 긴급한 현안 문제해결에 따른 적극적 대응뿐만 아니라 

온리원 전략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양극화 개선을 통한 

일자리가 넘쳐나는 광주 만들기 공약실천, 여성일자리 확대와 

공공기관내 성폭력 무관용 원칙 적용으로 여성과 아이들이 당당한 

광주 공 실천 등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구현을 위한 노력 적절

□ 기관은 은퇴한 전문가의 재능공유를 통한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아동, 

장애아동 등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아동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퇴직전문직활용 방과후 프로그램운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재창출함

합계 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