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제23대 회장 후보 

『창립 100년』,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사학교장회! 

정 호 영 



① 교육정책에 교장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겠습니다. 
   · 중앙위원회 재정비를 통핚 사학정책 개발 및 반영 
   · 학교장 및 교직원의 공사립간 처우 불균형 해소 
 

② 힘있는 사학교장회가 되어 교섭력을 끌어 올리겠습니다. 
   · 교총과 연계하여 사학교장회의 법적 지위 확보 
   · 교육부, 교육감, 국회의원과 긴밀핚 협력 강화를 통핚 정책   
     역량의 다변화 방안 확보 

① 수익사업을 재정비하여 시·도 교장회를 지원하겠습니다. 
   · 시·도별 교장회 활성화 및 조직력 강화를 위핚 지원 확대 
   · 새로운 수익사업 창출을 통핚 시·도별 교장회 경비 지원 
 

② 사립교원 연수 지원을 통핚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사립학교 연수원 건립 지원과 연수 확대 방안 노력 
   · 사립학교장 해외 연수 지원 확대 방안 노력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사학교장회가 되겠습니다!” 
 

① 미래지향적읶 사학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하겠습니다.  
② 사학교장회 연수의 법적 합법화를 이루겠습니다. 
③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사학의 자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④ 사학발젂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⑤ 신뢰받는 사학운영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사학의 미래를 보고 
    학교장의 필요를 읽고 
       사학의 신뢰를 정책으로 세우겠습니다. 

발전 

변화 

소통 



· 힘있는 사학교장회  확립 방안 구축 

   교총, 교육부, 교육감, 국회와 긴밀한 협력 체제 구축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사립학교 위상 제고 

    미래 지향적인 개방성과 투명성, 합리성 있는 사학운영 

“나는 대핚민국 사립학교 교장선생님입니다”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존경 받는 사학교장회로 세우겠습니다! 

· 교총과 연계한 국가지원 통한 사립교원연수원 건립  
   사학교장회, 사립교원들의 연수를 통한 전문성 강화 지원 
 

· 사학교장회의 해외 선진교육 연수 및  선진사학 교류 
   사학교장회 수익사업 재정비를 통한 회원 연수 지원 확대 

사학교장회의 자존 회복 비전 1 

사학교장회의 전문성 함양 비전 2 

2대 
비전 



주요 경력 및 이력 

현)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부회장 
현) 삼천포여자중학교 교장 
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현)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 
현) 사천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현) 경남교육청 학교평가위원회 위원 
현) 사천교육지원청 체육발전위원회 위원 
전) 교육과학기술부 고교교육력제고 전문 컨설턴트 
전) 교육인적자원부 교과교실제 전문 컨설턴트 
전) 통일부 통일교육 위촉 강사 
전) 진주포럼 임원 
전) 경남교육청 도지정과제 연구위원 및 책임편집인 
전) 경남교육청 연수교재 개발 위원 
전) 경남교육청 교장공모제 심사위원 
전) 경남교육청 중등관리자 워크숍 강사  
전) 경남교육청 과학정보교육과 사업 선정 심사위원  
전) 경남교육청 거점학교운영 컨설턴트 
전) 경남교육연구정보원 학교컨설팅 위원  
전) 경남교육연구정보원 학교평가 기획위원회 위원  
전) 경남교육연수원 중등교감 자격연수 강사  
전) 중등교과교실제 직무연수 자문위원 
전) 한국교육개발원 교과교실제 전문과정 연수 강사 
전) 국립경상대학교 교양학부·사범대학 강사  
현) 진주삼일교회 장로(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금남고등학교, 명신고등학교, 진주고등학교, 삼천포공업고등학교, 단성고,  
              덕산고등학교, 삼천포중학교, 삼천포고등학교 총 34년 근무 
 
              교육부장관 표창 2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통일부장관 표창 
              경남교육감 표창 및 상장 총 20회 등 
 

              전국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대한민국좋은학교박람회 우수학교, 
              한국과학창의재단 대상, 학교평가 최우수학교 3회 선정 등 
 

학력 

국립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 박사 
국립경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졸업 
육굮 중위 만기 전역(ROTC 23기) 
대아고등학교 졸업 

학교표창 

근무학교 

개인표창 

『창립 100년』  
사학교장회의 역사를  
새롭게 쓰겠습니다!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제23대 회장 후보 정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