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체평가 결과보고서(혁신학교 성장나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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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교 비전
스스로 서고 더불어 성장하는 행복한 배움 공동체

Ⅲ. 혁신학교 운영 평가
1. 혁신학교 성찰하기(되돌아보기)
▢ 연차별 혁신과제, 추진상의 어려움, 해결과정에서의 학교의 변화 등
(수업, 학생문화, 교사문화, 시스템 등 교육공동체의 변화 중심 기술)
○ 연차별 혁신과제
1. 혁신학교 1년차(2018) - 혁신학교 기반 조성
(1) 김포한가람중학교 비전 및 철학 공유
ㆍ 새 학기 준비 워크숍, 학교평가 및 교육과정 워크숍을 실시하여 교사 간 비전 공유
및 소통의 장 마련
(2) 창의적교육과정 도입
ㆍ 공동체교육과정 기획(공동체봉사활동 및 생태교육프로그램)
(3) 교사 연구 모임 도입
ㆍ 전문적학습공동체 중심의 교사 연구 모임 도입 및 수업공개, 수업 나눔 활성화 시도
2. 혁신학교 2년차(2019) - 혁신학교로의 도약
(1) 비전 공유를 위한 소통과 나눔의 활성화
ㆍ 정기적 워크숍 실시 및 소통의 날 정례화, 교원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 전체로
참여 범위 확대하여 공동체로서의 연대감 확대
(2) 창의적 교육과정의 활성화
ㆍ 공동체봉사활동 확대, 생태교육프로그램의 체계화, 학생자율동아리 확대 등 본교
만의 창의적 교육과정 확대
(3) 학부모회 및 마을교육공동체와의 연계
ㆍ 학부모회 자체 기획 사업 실시,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ㆍ 타교 학부모회와 공동 행사 기획 및 운영
ㆍ 마을학교와 연계한 학교신문부 운영
○ 추진상의 어려움
1. 신청 당시와 비교해 급격하게 변한 외부 상황으로 인해 안정적 혁신학교 운영의
어려움 발생
ㆍ 신도시 지역의 신설학교로서 대규모 인구 유입으로 인한 지속적인 학교규모 확장
ㆍ 구성원의 변화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 혁신교육에 대한 비전 공유 미흡
ㆍ 지역에 새로운 구성원이 계속 유입되면서 안정적 마을공동체가 구성되지 않음
2. 혁신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 부족

3. 수업 나눔 문화 활성화 미흡
ㆍ 수업 나눔에 필요한 교사 간 신뢰 형성 미흡, 학급 수 증가 및 과밀학급으로 인한
교사의 업무 폭주 및 수업 부담 증가로 나눔에 참여할 수 있는 여력 부족
○ 해결과정에서의 변화
1. 구성원 간 소통을 위한 노력
ㆍ 구성원 간 대화의 장 확대로 상호 이해의 폭이 넓어짐
ㆍ 학교에 대한 구성원들의 애정 증가
2. 실질적 업무 감소를 위한 시스템의 체계화
ㆍ 협의를 통한 합리적 업무 조정 등으로 교원의 실질적 업무 감소
3.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확대
ㆍ 학부모회 활성화 및 간담회 확대로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 증가
2. 학교혁신의 성장을 위한 개선과제 및 발전과제 도출
▢ 혁신학교 개선과제 도출 및 향후 추진 계획(학교혁신의 미흡한 영역 중심 기술)
과제1. 학교 구성원 간 소통 확대 및 혁신교육에 대한 비전 공유
○ 교직원 간 소통의 기회 확대를 위한 워크숍 및 협의회 확대
○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
- 혁신교육에 대한 비전을 학생과 공유
○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 방안 강구
- 참여와 소통을 통한 혁신교육 이해의 기회 마련, 학부모와의 비전 공유 및 협조 확대
과제 2. 수업 나눔 및 교사 학습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수업 혁신
○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수업 나눔을 위한 안정적 교사 학습공동체 형성
○ 수업 나눔 및 수업공개를 위한 학습동아리 재조직
○ 평가 및 수업 혁신을 위한 자료 공유 및 협력 확대
과제 3. 학부모 및 마을교육공동체와의 협력 확대
○ 학부모회 활동 지원, 부모가 함께 하는 학부모회 활동 활성화
○ 마을교육공동체 연계 활동 확대
▢ 혁신학교 발전과제 도출 및 향후 추진 계획(학교의 강점/ 우수한 점 중심 기술)
과제 1. 학생자율동아리 활성화
○ 학생자율동아리 연합회 중심의 자치 활동 강화
- 학생자율동아리 연합회 임원 선출 및 연합회 임원을 중심으로 한 자율적 동아리 조직
운영
○ 학생자율동아리의 연계 운영 장려
- 선후배 연계를 통한 자율동아리 조직의 자생력 증가
과제 2. 생태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생태교육 프로그램 인프라 정비
○ 생태교육을 활용한 교과 융합 활동 활성화
과제 3. 공동체봉사활동 활성화
○ 학년별 공동체교육과정 운영 및 공동체봉사활동과의 체계적 연계
○ 공동체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프로그램 조직화
○ 마을교육공동체와의 연계 방안 모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