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혁신학교 비전 세우기

비전: 행복한 미래를 여는 감성UP 삼리교육

삼리 교육 목표

즐겁게 배우고 서로 나누며 큰 꿈을 키워가는 행복한 어린이

즐거운 마음으로

스스로 배움을

배려와 나눔을

넓혀가는 어린이

실천하는 어린이

꿈과 재능을
키워가는 어린이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는 어린이

역점교육 1.
꿈·끼를 키우는 빛깔 있는
학년 교육과정 운영

삼리 혁신
교육 활동
역점교육 2.

특색교육

독서교육을 통한
창의·인성 신장

-학생중심 문화예술교육 운영
-다(多)가치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학교상

학생상

교사상

학부모상

꿈과 끼를 키워가는
행복한 학교

배움을 나누고 꿈을
키워가는 어린이

열정·사랑·긍지를
지닌 선생님

신뢰와 소통으로
함께하는 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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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제별 운영 계획
1

민주적 학교운영체제

◦교육공동체의 참여가 없는 학교 ➡ 교육공동체의 참여가 보장된 학교
◦지역사회와 단절된 폐쇄적 학교 ➡ 지역사회 교육자원을 적극 활용한 개방적 학교
◦관리자 주도의 지시적 학교

➡ 소통과 협력으로 더불어 성장하는 민주적 학교

운 영 계 획

1-1. 혁신학교 기본철학과 비전 공유를 위한 민주적, 협력적 학교 문화 조성
‣ 민주, 협력, 성장, 공유 등이 있는 회의(협의, 다모임, 연수 등) 기회 마련
‣ 회의(협의, 다모임, 연수 등)를 통한 의견 수렴과 실현 경험 제공
‣ 교육과정 반성회 및 컨퍼런스 등을 통한 공유와 나눔 확대
‣ 혁신교육 실천의 일관성 유지 및 교사 책무성 제고

1-2.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시스템 구축
‣ 교원업무 정상화를 통한 교사 업무 경감 실현(경기도교육청 교원업무 정상화 매뉴얼 참고)
‣ 보여주기 성 행사 및 교육활동 금지
‣ 교육과정 운영이 중심이 되는 부서 간 협력

1-3. 지역사회 학교 구축
‣ 학부모 학교 참여를 통한 협력적 관계 구축
‣ 지역사회와 함께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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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리적 생활공동체

◦교사 중심의 권위적인 교실

➡ 학생 인권이 존중되는 교실

◦배움과 배려가 부족한 교실

➡ 배려하고 즐겁게 배우는 교실

◦지식 중심의 경쟁적인 교실

➡ 소통과 협력으로 꿈을 이루는 교실

운 영 계 획

2-1. 존중과 배려의 교실 문화 조성
‣ 3무(욕설, 따돌림, 신체폭력) 운동 지속 추진
‣ 따뜻한 아침맞이
‣ 학생간 상호존중 및 교사 솔선수범
‣ 인성교육주간, 상담주간,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활동 실시

2-2. 안전한 학교 만들기
‣ 조기등교 학생을 위한 안전망 구축(Safe Zone: 도서실, 배움터지킴이, 녹색어머니)
‣ 유관기관과 협조한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경찰 협조, 교직원학교순찰)
‣ 공감과 치유 중심의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회복적 생활지도 적용
‣ 교육복지우선사업, 사제동행, Wee클래스 상담 등 소외된 학생 지원

2-3.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 기본생활습관 교육 강화(주변 정리정돈, 청결, 급식 등 단체활동 규범교육 등)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다문화감수성, 세계시민교육 등)
‣ 학교생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학년 다모임 운영
‣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생 자치회 활성화(어린이회의, 방송부, 동전모으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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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적 학습공동체

◦교사 위주의 일제식 수업

➡ 배움중심수업으로 전환

◦공급자 중심의 교사 연수

➡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선택형 교사 연수

◦교사 개개인의 능력

➡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집단지성

운 영 계 획

3-1. 학교교직의 학습조직화
‣ 학년 교육과정 중심,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
‣ 매주 수요일 정기적,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날 운영
‣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자율동아리 시도

3-2. 교육과정 공동연구 공동실천
‣ 학년 교육과정 중심,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계획 수립
‣ 함께 운영하여 집단지성이 있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 학년 프로젝트 및 독서교육 교육과정 개발 도전
‣ 학기별 공유와 나눔이 있는 교육과정 반성회 운영

3-3. 수업 개방과 성찰
‣ 수업을 위한 문화 조성(교육과정 운영이 중심이 되는 부서 간 협력)
‣ 수업을 위한 공간재구조화(교육활동을 촉진하는 시설환경 우선 정비)
‣ 동학년 중심, 수업 개방과 성찰 경험(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한 사전사후 협의)
‣ 학생과 교사를 행복하게 하는 예산 운영(교육활동 우선 확충 및 지원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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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의적 교육과정

◦획일적인 교육과정 설계

➡ 특성화된 창의적 교육과정 설계

◦단순암기 선다형 위주의 평가

➡ 논술형, 과정중심 평가 확대

◦학교․교사 중심 교육과정 편성

➡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운 영 계 획

4-1. 교육과정 정상화․다양화
‣ 기초 및 기본학력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책임 운영
‣ 함께 만드는 창의적 교육과정(전문적 학습공동체 기반 학년 프로젝트, 교육과정 재구성)
‣ 교과교실제, 블록타임 등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시스템 구축
‣ 학년별 문화예술교육, SW교육, 진로교육(비즈쿨) 등 다양한 교육과정 구축

4-2. 배움중심수업
‣ 비평과 성찰로 되돌아보는 교사되기
‣ 수업자료와 지도안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교사되기
‣ 학생 수준에 맞는 수업 디자인하기
‣ 학생의 성장을 돕는 성장중심 평가하기

4-3. 교육과정 운영의 책무성
‣ 모든 교사 기본 및 기초학력 함양 교육 철저
‣ 성장배려 학년(1~2학년) 운영
‣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한 역량 강화 연수 및 컨설팅
‣ 경쟁과 서열 중심의 평가 방법 개선, 성장중심평가, 정의적 평가 운영
‣ 평가 결과의 피드백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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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혁신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단계
영역

민주적
학교운영체제

구축

성장

도약

정착

[2019]

[2020]

[2021]

[2022]

민주적, 협력적 문화 조성

민주적, 협력적 문화 내실화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시스템 구축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시스템 내실화

지역사회 학교 구축

윤리적
생활공동체

학습공동체

창의적
교육과정

지역사회 학교 심화

존중과 배려의 교실문화 조성

존중과 배려의 교실문화 내실화

안전한 학교 구축

안전한 학교 내실화

민주시민교육 구축

전문적

지역사회 학교 내실화

민주시민교육 내실화

민주시민교육 심화

학교조직의 학습조직화 구축

학교조직의 학습조직화 내실화

교육과정 공동연구 공동실천 조성

교육과정 공동연구 공동실천 내실화

수업 개방과 성찰 구축

수업 개방과 성찰 내실화

수업 개방과 성찰 심화

정상화․다양화 구축

정상화․다양화 내실화

정상화․다양화 심화

배움중심수업 구축

배움중심수업 내실화

배움중심수업 심화

교육과정 운영의 책무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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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운영의 책무성 강화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