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어와 문화를 담아 

세계의 변화를 선도하는  

커뮤니케이션 특화 학교

군서미래
국제학교

군서미래국제학교는 어떤 학교인가요? 

군서미래국제학교는 경기도 최초의 초중고 통합형 공립 대안학교로서, 경기미래학교 모델로 설립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특화학교입니다. 기본교과, 국제언어교과 교육과정과 학교 특색교육과정이 

운영되며, 일반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학력이 인정됩니다. 

모집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교육국제화특구법」에 따라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시흥지역의 학생들만 모집합니다. 시흥 다문화

가정 학생의 언어권을 고려하여 중국 및 러시아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운영하며 장기적으로 

다양한 언어권을 포함하는 미래학교로 만들어나갈 예정입니다.

군서미래국제학교의 학비는 어떻게 되나요?

군서미래국제학교의 학생들은 의무교육대상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기본

적인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구입비, 급식비 등이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방과후 돌봄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지자체, 교육청, 학교가 협력하는 ‘학교돌봄터’가 방과후부터 19시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저학년 우선 선발 예정)

외국어를 잘해야 들어갈 수 있나요?

교사의 학습 코칭을 통해 학생의 흥미와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출발점의 학생 성장을 존중하는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군서의 국제언어교과 수업은 일반 외국어 수업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군서에서는 1학년부터 국제언어교과 수업을 실시합니다. 기존의 기능중심 언어교육과 달리 몰입형 

수업, 외국어 기반 프로젝트 등 배운 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사소통역량이 

함양됩니다.

03 · G-curriculum System (초등)

군서 어린이의 G프로젝트 이야기

04 · 미래형 공간 설계

군서라운지
자유로운 소통과  

쉼이 있는 공간

Q1 

Q2 

Q3 

Q5 

Q4 

Q6 

열린도서관
개방형 구조로  

책을 통한 창의적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공간

스마트테크존
다양한 융복합  

프로젝트와 메이킹 

활동을 통해 꿈을 

실현시키는 공간

홈베이스
어울림 활동 및  

자기주도적 

학습설계가  

가능한 공간

글로컬존
글로벌 마인드와  

의사소통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공간

아침 열기 오늘 하루의 배움을 설계해요

1~2교시 기본교과  주제 중심 융복합 교과 수업 (국어, 수학, 사회, 과학)

3~4교시 국제언어교과  선택·맞춤형 다중언어 수업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

5~6교시 군서교과  배움을 실현하는 체험중심 수업 (игра́, Gunseo-design, 艺体)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통해 배움을 정리해요 

요일 월 화 수 목 금

바다거북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싶어

코에 빨대가 꽂힌  
바다거북이가 발견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주제에 따른 융복합 교과학습과 학생 흥미에 맞는 주제중심 수업 및 무학년제 

수업을 합니다. 프로젝트를 통한 배움과 삶의 연계가 이루어 집니다.

다양한 자료를 언어에 제약없이 조사할 수 있고  

나의 생각을 다양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스포츠와 다양한 예술활동을 통해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합니다.

태블릿 PC를 활용한 스마트 러닝, 배운 내용을 누적 기록하는 포트폴리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매 순간의 배움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APP 및 

SW 활용 교육을 실시합니다.

글로벌 의사소통역량 

변혁적 문제해결 역량

스마트 창의융합 역량을 길러주는

G-curriculum을 통해

Global Communicator

Game Changer

Genuine Creator 로 자랍니다!!

바다 거북에 대한 책을 
읽어보고 바다 거북의  
생태를 알아볼래요

5학년

중학교  
1학년

나도 환경에  
관심 있는데 같이  

조사해보자

환경보호를 위한 제로웨이스트  
실천방안을 찾아보고 마을연계 

캠페인을 진행할 거예요

3학년

바다 거북 보호 프로젝트

환경 보호 

실천 방안
How to 

protect

the 

environment

如何保
护环境

10월 6일(수)
<거북이 등밝기> 놀이를 했다. 거북이 등모양 그림을  

그려 바닥에 두고 친구들과 협동하여...

10월 4일(월)
도서관에서 바다거북과 관련된 책 찾아보았다.

바다거북, 생명의 여행(출판사000)을 읽었다.

바다거북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바다로 가는 습성이 있다. 바다로 가다가...

10월 5일(화)
거북- turtle  /  龟  /  черепаха
<Turtle's dream> 소리내어 읽고 녹음하기

시간 운영 예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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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서미래국제학교는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학교입니다.

01 · 학교 철학 03 · G-curriculum System (초등)

02 · G-curriculum (초등)

군서미래국제학교는 학생들의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해 G-curriculum을 운영합니다. 

학생 맞춤형 수업 및 프로젝트는 주제중심 쿼터제로 운영됩니다. 베이스캠프는 학습 코칭이 

이루어지는 시공간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기 학습을 설계하고, 자기 주도적 

배움으로 나아갑니다. 포트폴리오 데이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성장과정을 공유하고, 다음의 

학습여정을 준비합니다.

학기별
Game Changer

변혁적 문제해결 역량

Transformative Problem  

-solving Competence

• 학교디자인

• 마을프로젝트

• 세계시민교육

Global Communicator

글로벌 의사소통 역량 

Global Communicative 
Competence

• 국제언어

• 세계문화

Genuine Creator

 스마트 창의융합 역량

SMART Creativity 
Convergence Competence

• 자기학습설계

• 디지털 리터러시

언어와 문화를 담아 세계의 변화를 선도하는 세계시민

G-curriculum

영역 교과 운영내용

Game 
Changer

Global 
Communicator

Genuine 
Creator

세계의 문제를 이해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 ‘세상’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변화하는 세상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PLANNING @ 

BASECAMP

배움 사이클 ❶ 배움 사이클 ❷ PORT
FOLIO 
DAY

방학

너와 나의 Dialogue

우리의

Opinion

세계를 향한

Debate

• 초중고 성장형 언어교육과정

• 맞춤형 학습설계

• 무학년제 운영

• 스마트 환경기반수업

자기
학습설계

포트폴리오

학생
맞춤형 수업

• 주제중심프로젝트

• 무학년제 수업

피드백 코칭 02. 학생 맞춤형 수업
자기학습설계 결과에 따라 학생의 흥미와 

학습특성에 맞는 수업과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 중심의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배운 내용을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학년제 수업을 통해 학생 

수업 선택의 폭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01. 자기학습설계
군서 어린이는 자신만의 교육과정을 디자인

합니다. 교사는 학생의 학습설계를 컨설팅

하고, 지속적인 학습 코칭을 통해 학생에게 

맞는 개별화 교육이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03. 포트폴리오
다양한 방식으로 과정중심평가가 운영됩

니다.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배움의 

과정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통해 다음 단계의 

학습을 설계합니다. 

기본

교과

국어

사회

수학

과학

• 주제 중심 융복합 교과 교육과정

국제

언어

교과

KLA(한국어)

ELA(영어)

CLA(중국어)

RLA(러시아)

• 학생 선택·맞춤형 다중언어 교육과정 

 *아래 국제언어교과 교육과정 참조

군서

교과

игра́(이그라)

Gunseo-design 
(군서디자인)

艺体(이티)

• 창의적 놀이를 바탕으로 한 체험형 교육과정

• 학생 주도형 스마트 프로젝트 교육과정

•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예술체육 교육과정

몰입형 활동수업 외국어 기반 프로젝트 수업 국제교류 활동

수업 운영가 교과 운영다 

학사 운영나 국제언어교과 교육과정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