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행복하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 형성을 위한

목

혁신공감학교 운영

적

•일방적 의사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 교육에 참여하는 구성원들 모두가 자발
적인 참여와 수평적 의사소통, 상호 존중과 배려, 학생의 능동적 참여를 지향하
는 교육활동을 실천하는 학교 시스템으로 바꾸어 행복한 학교 문화를 이룩하고
자 함.
•모든 학교 구성원이 학교의 공동 주인으로서 자율과 자치를 통해 다양한 교육
과제에 대하여 깊이 논의함으로써 실천방법을 구체화하고, 실행한 결과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지며 함께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함.
방

침

•투명한 학교 행정 공개와 교육활동의 자발적 공개를 통해 교육활동의 주체 간 협
력적인 학교 문화를 지향함.
•행복한 수업과 배움이 일어나고 더불어 성장하는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함
으로써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지향함.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고 학교교육 구성원 간의 수평적 의사소통을 통한 협력 관
계를 바탕으로 학교정책을 결정함으로써 전체 구성원의 교육 활동 참여도 및 수
업의 질 향상을 도모함.
세부 추진 계획

프로그램명
참여와
소통의
자치공동체
존중과
배려의
생활공동체
개방과
협력의
학습공동체
지역 사회
네트워크
강화

세부 추진 내용
- 학교 비전 공유하고,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 프로그램 설계
- 역동적 직무 풍토 만들기 (혁신의 리더십과 권한 위임)
- 교육활동 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대토론회(연 2회)
- 교육활동 주체가 참여하여 만드는 공동체 기본 생활 규범
- 교실 속 언어문화 개선 및 감사 편지 쓰기
-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학교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성, 운영
- 정기적 학습공동체의 날 운영(월요일 직원협의회 시간 활용)
- 지역사회와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계획
-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활동 구상
(9755부대, 별내도서관, 우석헌 자연사 박물관 등)
-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1,2학년 거중기 프로젝트 실행
- 지역사회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사회참여 동아리 운영

비고
예산
예산
예산

기대 효과

•윤리적 실천을 통한 존중과 배려의 학교 문화 정착
•학교 혁신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 확대
•학생 활동 중심 교육 운영을 통한 교육과정 정상화, 다양화
•‘학교 안 전문적 학습동체’ 활성화를 통한 개방과 협력의 교직문화 조성
• 민주적인 의사소통과 토의 문화 정착을 통한 학교 교육활동 만족도 향상 도모
• 교육 주체의 수평적 의사소통과 피드백을 통한 교육과정 계획 수립 및 실천
•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 교환을 통해 공동 책임과 성장의 민주적 문화 형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