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혁신공감학교 운영 계획서
Ⅰ

학교 기본 현황
학교명

공․사립 구분

만정초등학교

주소

성명

교장

최〇〇
송〇〇
김〇〇

교감

2017년
49학급

사업명

031)692-5612

연락처

부임일
2014.09.01.
2016.03.01.
2017.03.01.

학급 수(특수학급 제외)

Ⅱ

학교 대표전화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송원길 12

구분

공립

전체 학생 수

2018년(예정)

2017년

49학급

2018년(예정)

1,408명

2017년 학급당
평균 학생 수

1,417명

2018년 각종 재정 지원 사업 현황
사업기간
연간 지원 금액 (단위: 원)

29명

비고

혁신공감학교 운영 기간 및 동의율
운영 기간

2018.3.1.~2019.2.28.(1년간)

연도별 운영 여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예정)

○

○

○

○

전체 교원 수

동의 교원 수

동의율(%)

68

68

100

비고

Ⅲ

세부 운영 계획

1. 추진 배경 및 목적

□ 대규모학급의 의견 수렴과 민주적 의사결정시스템의 어려움에 따른 고민
□ 민주적 학교 운영의 기틀 마련 참여와 소통의 자치공동체 구현
□ 전달위주의 회의 문화 탈피 회의 시간 감축을 위하여 월 회 운영
□ 깊이 있는 토론의 부재 형식적인 업무 전달 형식적 교육활동사례 발표 등
,

1

,

,

2. 학교 비전 및 철학
◦ 만정 교육 비전
배우고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

교육
목표
중
점
과
제

1. 배움이 즐거운
실력 있는 어린이

2.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어린이

창의적교육과정
배움중심수업
독서인문교육

창의인성교육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
학생인권존중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 만정 교육 철학
모두가 행복한 좋은 학교 만들기

존경 받는 스승․신뢰 받는 학교
자율성, 전문성, 책무성 있는 민주적인 학교
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인성교육 강화
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3. 꿈을 향해
성장하는 어린이


체육문화예술교육
진로 ․민주시민교육
안전교육 생활화

3. 전년도 운영결과

운영과제

2017 혁신공감학교 운영 내용
□ 만정대토론회의 날 운영(학기별 1회)

참여와
소통의
자치공동체

◦만정더하기(+), 만정빼기(-), 만정교육공동체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의견
◦협의 결과 검토 후 협의 내용 수용
□ 만정교육공동체의 날 수정 운영(매월 1회)
◦운영 방법의 변화(1시간→2시간 운영)
◦6분임 협의그룹 운영
◦실질적 토의 문화 형성, 혁신적 변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
□ 학생자치 문화 활성화
◦ 학생 자치회의 공약 및 회의 결과 학교 교육 적극 반영(방송조회 공유)

존중과
배려의

◦ 학생자치회 주도 캠페인, 문화예술주간, 꿈자람 축제(학예회), 토론회 운영
◦ 학생 동아리 활동 활성화 (방송반, 플라잉디스크, 소프트웨어, 사물놀이,

야구 등)
새로운
학교문화 생활공동체 □ 존중과 배려의 교실 문화
만들기
◦ 교실에서 학생-교사간, 학생-학생간 경어쓰기 운동
◦ 우리학교의 따뜻한 인사말 만들기, 아침 사제동행 독서활동
□ 학교 안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학년별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학교 안 전문적학습공동체 4개 운영(32명 이수)

개방과
협력의
학습공동체

- 학급운영 전문적 학습 공동체
- 독서토론 전문적 학습 공동체
- 3학년 사회과 ESD 수업 모듈 만들기
- ESD 교육과정-수업-평가 일체화
□ 자생적 전문적학습공동체·교사동아리 운영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협력의 교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교사들의 노력
◦뉴스포츠 동아리 주관 월 1회 전직원 뉴스포츠 체육연수 운영
□ 학년별 프로젝트 학습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빛깔

창의적

있는

교육과정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위한 학년별 프로젝트 실시

자율․선택

◦학생 중심의 일상적 학교문화 예술활동 활성화

학교
만들기

◦동학년별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한 협의회

과제 운영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체육활동 활성화

비고

4. 2018 운영 계획
▢ 추진과제 실천계획
가.

【학교문화】참여와 소통의 자치 공동체
운영 과제

실천 계획

필요성 및 구성원의 합의

리더형 토의 문화 형성, 혁신적 변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

1. 학교 비전의 공유
- 전교원과 학부모, 학생이 참여한 만정교육공동체를 통한 비전 세우기
2. 민주적 의사 결정 문화 정착
- 교육 주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관리자의 의지와 수평적 리더쉽 확산

참여와 소통의 자치공동체

- 만정초 교육공동체 소통의 날을 통한 민주적 의사 결정 협의체제 정착
3. 비교육적 관행 문화 바꾸기
- 만정초 교육공동체 토론회를 통한 만정초 +, - 동학년 중심의 상시 협의체제 및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나.

【교실문화】 존중과 배려의 생활공동체
운영 과제

실천 계획

필요성 및 구성원의 합의

존중과 배려의 교실 문화 만들기, 바른 언어 습관을 위한 경어사용 운동

1.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 만들기
- 따뜻한 인사로 아침 맞이하기, 특색 있는 학급별 아침활동
-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생 간 경어 쓰기 운동 전개

존중과 배려의 생활공동체

2.
-

학생자치회의 활성화
월 1회 학생회 토론 및 회의
학생회 주도의 아침조회, 학교행사 및 캠페인 전개
학생회 물리적 공간 및 예산 활용권 부여 (자율성과 책임감 부여)
학생 자율 동아리 활동 지원 및 활성화

3.
-

교육공동체의 약속 정하기
존중과 배려의 학교생활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약속정하기
학급경영 교사동아리 및 전문적학습공동체의 경험 공유기회 확대
학교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상담 활성화, 학교폭력 신고함 운영)

다.

【교직문화】개방과 협력의 학습공동체
운영 과제

실천 계획

필요성 및 구성원의 합의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협력의 교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교사들의 노력 확산
자발적인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수업의 개방과 공유의 필요성

1.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 자생적 전문적학습공동체 지원 및 운영 시간 확보
- 학교 안 전문적학습공동체 등록을 통한 이수시간 인정
- 교육공동체 소통의 날을 통한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성찰 및 성과 공유

개방과 협력의 학습공동체

2. 수업의 개방과 공유
- 공동수업안 작성→수업공개→수업성찰→수업공개 시스템 정착
- 연 3회 수업공개 및 자발적 수업공개 및 협의회 운영
3. 교직원 간의 소통 및 협력 문화 정착
- 대규모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교사 소통과 나눔의 날 운영

라.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운영 과제

실천 계획

필요성 및 구성원의 합의

각 학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과정 수립에 대한 의지
각 학년 프로젝트 학습 및 교육과정 계획 수립을 위한 충분한 협의시간 확보

1. 학생의 선택권을 반영한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
- 학생의 관심과 자율 선택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 만정 대토론회를 통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 성찰 및 의견 수렴
-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자율성 보장 및 학년별 교육과정 책임운영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2. 문화예술·체육 강화 교육
- 학년별 예술프로그램 운영으로 창의성과 특기 신장
- 학생 스포츠 클럽 활성화
- 생존수영교실 운영(3학년→전학년 확대)
3. 지속가능발전교육(ESD) 학년별 교육활동 운영
-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지속교육발전교육 연중 활동 실현
- 학년 군별 주제중심 프로젝트 재구성 및 운영

▢ 자율‧선택과제 운영계획
운영 과제

실천 계획

필요성 및 구성원의 합의

학교문화예술 활성화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열망
학교 체육을 통한 학교폭력예방 및 건강한 학교생활 추구

학생중심의 일상적 학교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1.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예술교육 내실화
- 지역문화예술자원 활용 등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과정 운영
- 창의적체험활동 및 관련 교과시간을 활용한 각 학년 문화예술 수업
2. 학생중심의 문화 축제 조성
- 학생자치회 주도의 축제,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활동 실시
- 학생들의 문화 전시공간 조성
1. 학교 체육교육과정의 정상화
- 생존수영적용 및 뉴스포츠 체육교과 재구성 방안 연수
-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각 학년 체육활동의 날 운영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체육활동 활성화

2. 생존수영 교육과정 운영
- 체험학습과 연계한 전학년 생존수영교육 확대 방안 모색
- 실내외 안전교육 연중실시
3. 학생 자율 스포츠 동아리 활성화
- 1인 1 스포츠클럽 활동 운영
- 자율 스포츠 동아리 육성 및 지원

▢ 기대 효과

□ 구성원의 의견을 실질적 구체적으로 수렴하고 토론하여 학교발전방안 모색
□ 교직원의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와 관리자 교직원 간 소통문화 조성에 기여
□ 진정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최적의 시스템 구축
□ 대규모 학교 교육공동체의 주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민주적인 협의체 구성 필요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