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매우

4-1-1.실적형, 편의주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우수
평가지표
지양하고 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평가 내용

우수

보통

노력
필요

매우
노력 필요

○

평가 근거

㉠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노력 • 설문조사 결과 : 4.5점
설문 결과값
⇒ 점수 : 4점
㉡ 9시 등교운영 실적

• 실적 환산 : 5점(전 학년 주5일 9시 등교)

㉢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노력

• 평가 요소의 달성 정도 : 4점
(학교의 여건을 반영한 교육활동 계획 수립 운영, 학생중심 교
육과정 재구성 운영, 자기개발시기 학년별 프로그램 운영)

특기
사항

-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
- 9시 등교 실시
- 주요 학사일정 및 교육활동이 학년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계획 및 학년교육활동 속에서

우수
사항

운영됨으로 사업형, 행사형 교육과정 탈피
- 전학년 주 5일 9시 등교 실시
- 학년별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

개선
사항

- 학년군 간의 연계 활동 방안 모색

∙ 평가영역별 또는 전체(총평) 작성
4-1-1.실적형, 편의주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평가 영역

지양하고 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본교는 교육 본연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공교육의 경쟁력
을 높이고 교육의 본질을 충분히 실천하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
시성 행사, 실적위주의 교육활동, 선행 교육 등 비정상적인 관행을 지양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
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1.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노력
가. 주요 학사일정, 현장체험학습 및 교과 연계 행사 등이 모두 교육과정 속에서 계획 운영됨으로
사업형, 행사형 교육과정 탈피
나. 공교육에서의 학력 책임 지도를 위하여 기초, 기본 학습 부진 학생 지도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진로활동과 창의성 개발을 위해여 진로교육 및 독서 교육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수립 운영
다. 학년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학년말 자기개발시기에 학년별 어울림 감성 프로그
램운영

2. 9시 등교 실시
- 전학년 주 5일 9시 등교 실시
3. 학교 여건을 반영한 교육 비전 설정 및 주요 교육 활동 계획 수립
- 학교 교육과정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여건을 반영한 학교 교육 비전 및 주요 교육활
동 설정(학교교육과정 4쪽~9쪽, 13쪽~15쪽)
- 학교 특색 및 역점 교육을 반영한 학년별 학급별 교육과정 수립
<특색 교육활동>
DreamWith 4D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행복교육 실현
<역점 교육활동>
DreamWith 상상 (相想)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창의성 함양
DreamWith 감지덕지 인성교육을 통한 바른 인성 함양

4.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주제중심 재구성 실시 및 배움 중심 수업 실현
가. 학년별 진로중심 교육과정 재구성 운영, 독서중심 교육과정 재구성, 인성 집중 교육과정 재구
성, 지속가능 발전 교육활동 실시
나. 배움 중심수업 만들기
- 동학년 교육공동체 협의 활동을 바탕으로 공동의 연구를 통한 배움 중심 수업 실현
다. 학생 중심 교사별 상시 평가 실시 및 평가 포트폴리오 가정 통지(연 4회)를 통한 성장 참조형
평가 실시

5. 학년말 자기개발시기 학년별 「어울림 감성교육 프로그램」운영
1학년

신체로 하는 즐거운 놀이

2학년

함께 해서 행복한 우리들

3학년

체력과 감수성을 기르는 꿈․끼 어울림 교육

4학년

함께 걷는 길

5학년

꿈 · 끼를 함께해요

6학년

졸업식의 주인공은 바로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