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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제주제일고 등 9개

교 교사, 제주대사범대학부

설고 교감, 제주도교육청 장

학관, 제주제일고 교장 ▷도

교육감 표창, 교육부장관 표

창, 과학기술부장관 표창

▷60 ▷가마초 등 11개교

교사, 평대초 교장 4년, 제

주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

제주도교육청 교원인사과장

▷제주도교육감 표창, 교육

부장관 표창

▷57 ▷제주도교육청 장학

관, 도련초등학교 교장, 제

주시교육지원청 장학관 ▷

문화관광부장관 표창, 교육

부장관 표창

▷58 ▷대정초 등 9개교 교

사, 한라초 등 2개교 교감,

중문초 교장 ▷서귀포시교

육장 표창, 제주도교육감 표

창,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

장상,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표창

▷56 ▷도남초 등 8개교 교

사, 대정서초 등 2개교 교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표창,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

▷59 ▷서귀포중학교 등 11

개교 교사, 서귀중앙여자중

학교 교감, 노형중학교 교감

▷제주도교육감 표창, 교육

부장관 표창

▷57 ▷제주제일고 외 10개

교 교사, 중문고 교감, 제주

시교육지원청 장학관, 제주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장학

관 ▷제주도교육감 표창, 교

육부장관 표창

▷61 ▷제주외고 등 10개교

교사, 위미중 교감 교장, 제

주도교육청 장학사, 서귀포

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

과장, 제주외고 교장 ▷부총

리 표창, 교육부장관 표창

▷58 ▷제주동여중 등 6개

교 교사, 대정중 교감, 도교

육청 장학사 장학관, 오름중

교장 ▷제주대 총장 표창,

도교육감 표창, 도지사 표

창, 교육부장관 표창, 경찰

청장 표창

▷59 ▷남원중 등 8개교 교

사, 성산중 교감, 제주도교

육청 장학관, 서귀포중 교장

▷정부 모범공무원 표창, 올

해의 체육교사상

▷56 ▷위미초병설유치원 등

9개원 교사, 도교육청 교육연

구사,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교

육연구사, 제주도교육청 장학

사, 서귀중앙초병설유치원감

▷교육부장관 표창,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창

▷54 ▷동화초 등 9개교 교

사, 도련초 금악초 교감, 제

주시교육지원청 장학사, 제

주미래교육연구원 교육연구

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표창,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

▷55 ▷서광초등학교 등 12

개교 교사, 납읍초등학교 등

2개교 교감 ▷제주특별자치

도교육감 표창, 교육부장관

표창

▷54 ▷함덕초등학교 등 10

개교 교사, 도남초등학교 등

1개교 교감 ▷제주특별자치

도교육감 표창, 교육부장관

표창

▷54 ▷동남초등학교 등 9

개교 교사, 삼화초등학교 등

3개교 교감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58 ▷남광초등학교 등 12

개교 교사, 인화초 등 4개교

교감 ▷문화관광부장관 표

창, 제주도교육감 표창, 지

식경제부장관 표창

▷57 ▷재릉초등학교 등 11

개교 교사, 무릉초 중학교

교감, 광양초등학교 교감 ▷

제주도교육감 표창, 교육부

장관 표창

▷59 ▷서귀포고 등 7개교

교사,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장학사, 제주도교육청 장학

사, 조천중 교감 ▷교육인적

자원부장관 표창, 제주도교

육감 표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55 ▷위미중 등 7개교 교

사, 도교육청 교육연구사 및

장학사, 제주동중 교감, 제

주도교육청 장학관 ▷과학

기술부장관 표창, 교육감 표

창, 과학기술부장관 표창,

교육부장관 표창

▷59 ▷제주과학고 등 8개

교 교사, 표선중학교 교감,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교감

▷제주도교육감 표창, 과학

기술부장관 표창

▷55 ▷제주제일고 등 10개

교 교사, 애월고 교감, 제주

고 교감 ▷제주도지사 표창,

제주도교육감 표창, 교육부

장관 표창

▷60 ▷제주제일고 등 7개

교 교사, 교육부 해외교육기

관 파견교사, 제주도교육청

등 장학사, 서귀포중 교감

▷교육부장관 표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