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혁신공감학교 운영 계획서
학교 기본 현황

Ⅰ

학교명

신곡초등학교

공․사립 구분

공립

주소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수기로 67-30

학교 대표전화

031-986-9532

학급 수(특수학급 제외)
2019년
2020년(예정)
32급

Ⅱ

전체 학생 수
2019년
2020년(예정)

32급

953

2018년 학급당
평균 학생 수

960

30

혁신공감학교 운영 기간 및 동의율
운영 기간

연도별 운영 여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

○

○

○

○

○

2020.3.1.~2022.2.28.(2년간)

Ⅲ

전체 교원 수

동의 교원 수

동의율(%)

44

44

100

비고

세부 운영 계획

1. 추진 배경 및 목적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를 만들고자 함.
◦학생과 학생 간의 관계를 회복하여, 평화로운 교실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공동연구와 실천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선택한 중점 과제 해결을 통해 빛깔 있는 학교를 만들고자 함.

2. 학교 비전 및 철학
『행복한 삶을 가꾸는 신곡 교육공동체』를 목표로 신곡초등학교가 구현하고자 하는 행복한 학교
◦학생의 흥미에 기초한 배움이 일어나는 진정한 삶의 공간이 되어야 하고,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
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중요성을 공유한다.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책무성과 주인의식 및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한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교육 구성원 모두가 끊임없이 소통하고 학교운영에 자율성과 책임 의식을 갖고 참여하여 교육 활
동을 창의적으로 기획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민주적인 공동의 삶의 장이 된다.

3. 전년도 운영결과
1. 평화로운 교실문화 조성을 통한 민주적 자치 공동체 만들기 노력
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기본 원리로 삼는 학급 공동체 규범 만들기

나. 학생들 간 건강한 놀이문화를 통한 이해하고 존중하는 학년별 놀이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
2. 교육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통한 혁신 공감 노력
가. 혁신 학교 강사 초청 연수를 실시하여 혁신학교 철학에 대하여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함
나. 교육의 본질에 대하여 고민하고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 냄
3. 진로교육이 중심이 된 교육비전 공유를 통한 함께하는 교육 문화 조성
가. 학부모 대상 교육과정 워크숍을 통하여 학교 교육비전을 학부모와 공유
나. 진로교육 실천에 학부모가 적극 참여하여 학생들의 진로․직업탐색 교육활동에 긍정적 성과를 거둠
4. 학생중심 교육활동 지원을 통한 배움이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
가. 배움이 중심이 되는 주제 중심 교육과정 재구성을 학년별 특색에 맞게 계획하고 운영
나. 전문적 학습 공동체 연계 공동연구 공동실천으로 내실있는 교유과정 연구
5. 민주적 소통문화 조성에 대한 고민과 성과
가. 전년도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으로 민주적 소통문화 조성 노력
나. 학생, 학부모, 교사간 민주적 소통문화 조성을 위한 일관된 협약 체결 및 실천

4. 2020 운영 계획
▢ 추진과제 실천계획

존중과 배려의 생활공동체
교실 속 관계 회복(학생과 관계 회복을 위한 교사 실천 지속하기)
- 따뜻한 교문 맞이(학교장, 비담임교사), 교실맞이(담임교사), 아침시간 학생과 함께 하기
- 학생 이름 불러주기, 존중어 사용하기

평화로운 교실 만들기(교육공동체 기본생활 규범 만들기, 폭력 없는 교실 만들기)
- 학급교육과정과 연계한 존중과 배려의 실천 중심 학급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 지원
- 학급, 교직원, 학부모 협약 정하고 실천하기(3월)
- 친구학교폭력예방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 학년·학급 인성 실천 프로그램 실천 및 공유

학생자치 활동 활성화(학생자치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자치 활동(매주 금요일 학생자치회 활동)
- 학생 중심의 동아리 활동, 각종 캠페인 활동 실시

참여와 소통의 자치 공동체
역동적인 학교 문화 조성(함께 세우는 학교 철학)
- ‘우리가 함께 만드는 학교’ 교육과정 워크숍을 통한 학교 교육비전 공유와 민주적 의견수렴
-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학교장과 학생자치회 간담회, 학교장과 학부모간담회

권위적인 학교문화 개선
- 권위주의 관행문화 개선 7대 분야 지속 실천
- 좋은 회의 만들기를 위한 회의 약속 정하고, 사전 회의 주제 공지하기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학교 만들기
- 학교 정상화를 위한 교사 행정업무 경감 노력 지속
- 비교육적 교육 활동 없애기, 교육과정을 침해하는 전시성 행사 지양

개방과 협력의 학습공동체
학교 단위 학습 공동체 조직
- 신곡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 학년단위 학습 연구모임(학기당 15시간)
- 공모를 통한 자생적 학습동아리 개설 운영(3개 내외)

공동 연구‧ 공동 실천
- 학년별 공동 연구를 통한 교육과정–수업-평가 일체화 실현
- 학년 공동 연구를 통한 적용 및 실천 사례 나눔 발표회 실시(학기당 1회)

수업 개방과 성찰
- 교사별 1인 3회 이상 수업공개 실시, 학년군별 ‘수업 나눔의 장’ 마련
- 연구 결과 공유 : 우수 수업 동영상, 수업 자료, 평가 자료 등 수업 나눔 결과 공유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정상화․다양화
- 교육과정 정상화 운영, 시상을 최소화 하되, 교과 영역별로 균등하게 계획하여 기회 부여
- 방학분산제 실시(봄사계절방학 6일, 가을사계절방학 9일)
- 학습의 다양화를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학년∙학급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성 최대한 부여
- 토의·토론, 협동학습, 문제해결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수업 방법의 다양화 실천

교육과정 운영의 책무성
- 교육과정-수업-평가 일체화를 반영한 프로젝트학습 실행
- 성장 중심 평가 – 첨삭 지도와 가정 통지를 통한 피드백 강화
- 학생의 학업 성취 및 학습 부진아 해소 노력 - 기초 보충학습프로그램 운영

▢ 자율‧선택과제 운영계획
교과와 연계한 진로중심 교육과정 운영
- 교과연계 진로교육 학기별 2회(전 교과) 실시, 진로희망에 따른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기반 교과연계 진로교육 실행학습 연구
- 자기이해와 직업가치관 형성 등에 중심을 둥 진로상담

유익[UEEC]한 영어 프로젝트 수업 으뜸학교
- 유익[Using English in English Class]한 수업 내용 다양화-학생의 흥미, 능력 수준을 고려한 주
제 중심 교과 간 교육과정 재구성
- 영어 독서 프로젝트 활동으로 영어 사용 기회 확대

학생중심의 일상적 학교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예술교육 내실화 - 소통, 공감, 나눔의 지역연계 예술 활동 활성화
- 학생과 함께하는 일상의 예술 공간인 ‘예술공감터’ 활용 일상적 학교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 기대 효과
◦교육비전 공유와 공감‧소통으로 만들어진 역동적인 학교 문화를 통해 모두가 주인이 되어 동반 성
장하는 자치공동체 형성
◦존중과 배려의 실천으로 교사-교사, 교사-학생, 학생-학생 간의 상호존중의 평화로운 교실 문화 조성
◦공동으로 연구하고 실천하는 학교문화 정착으로 구성원과 학교 역량의 동반 성장
◦창의적 교육과정 계획, 운영, 평가로 학생들의 개별적 성장을 돕고 미래 역량을 기르는데 기여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역량 함양을 통한 미래인재 육성
◦영어 사용 수업 활성화를 통한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신장
◦교육과정 중심의 일상적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로 문화예술 감수성 신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