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학년도 1학기 혁신공감학교 운영 실천 사례

                                                                심원초등학교

1. 참여와 소통의 자치공동체 구축

활동주제 추진 내용 사진 자료

소통하는 

민주적 

자치공동체

◎ 두드림 심원 혁신 리더 협의제(교장, 교감, 수석, 교무, 연구) 운영(주 1회)

◎ 참소나무(참여, 소통, 나눔, 무한실천)의 날 운영(월 1회)

 - 학교 구성원간의 소통 및 공유를 위한 협의

 - 교직원 전체 협의회(매월 첫째 주 수요일)

 - 학년별 주제 및 공통 협의된 주제를 통한 토의

◎ 전 직원이 참여하는 교육과정 워크숍을 통한 교육과정의 계획과 운영

(학기별 1회)

◎ 교장, 교감과 교사와의 간담회 연2회 / 교직원 및 공무직원과의 간담회 

연4회

◎ 심원교육공동체 대토론회 (교사, 학생, 학부모)를 통한 교육 주체간의 

의사소통 및 교육과정 반영(학기별 1회)

▲교육과정 워크숍(2018.7.4.)

▲심원교육공동체 대토론회 
  (7.12)

2. 존중과 배려의 생활 공동체 운영 

활동주제 추진 내용 사진 자료

심원공동체 
약속 제정

◎ 기본 생활 습관 형성과 관련된 학급 규약 제정(3월 중)

 - 학급 다모임과 학년 다모임을 통한 학급 규약 제정

 - 학생자치회의 공동체 약속 제정

▲학생자치회의(매달첫화요일)

▲호국보훈의 달 행사(6.5)

▲에너지 절약 캠페인(7.5)

학생자치회 
활동

◎ 학생 자치 활동 활성화(학생자치회 월 1회 정기 실시 및 수시 임시회)

활동명 대상 방법

감사의 달 전교생

 ․ 스승의 날 자치회 주최 감사방송

 ․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 전하기

  (노래불러드리기, 감사편지 등)

  (5월 중)

호국보훈의 달 4-6학년  ․ 호국보훈 4행시 짓기(6월 중)

에너지

절약의 달

심원 자치회 

운영위원

 ․ 안전 및 에너지 절약 포스터 제작 게

시(7월 중)



3 개방과 협력의 학습 공동체 운영

활동주제 추진 내용 사진 자료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 동학년 단위의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습공동체 조직 (3월 중)

◎ 자발적 전문적 학습 공동체 조직 : 학년 단위 학습공동체(7개)

 - 회복적 생활교육, 온작품읽기 등 생활지도와 교육과정 운영에 실제적 모임

◎ 전문적학습공동체 컨퍼런스데이 실시(학기별 1회)

 - 연수와 실천 나눔을 통한 전문성 강화

◎ 동학년연수제 : 학년별 전문적학습공동체 연계 및 연수 시스템 운영
▲1학기 동료장학 수업나눔

▲전문적학습공동체 연수(4.25)

배움을 
통한
나눔 

공동체

◎ 회복적정의 인권생활교육 역량 강화

◎ 수석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배움중심수업 실천을 위한 수업 공개 및 장

학활동(멘토링, 수업비평, 수업나눔, 동료장학, 자기장학, 임상장학 등)

◎ 교육과정 재구성과 실천을 위한 학년별 자율 협의회의 수시 운영

◎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한 학년별 자율연수 실시

4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활동주제 추진 내용 사진 자료

두드림 
심원 

교육과정

◎ 순환도서를 통한 수업 재구성 활성화와 온작품 읽기의 실천

 - 독서축제와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제공 

◎ 연계성 있는 체험학습 및 동아리 교육활동 운영

 - 1학년 100일 잔치

 - 학년 교육과정과 관련된 현장학습 실시

 - 동아리활동을 학부모 공개수업과 운동회에 연계

◎ 학력향상프로그램과 연계한 학년별 문화예술교육 실시

 - 교육연극, 국악교육, 단소교육, 전통무용, 소금교육 등

◎ 과학축제, 과학대회의 개최 : 학년별 수준에 맞는 다양한 실험과 체험으로 

학생들의 과학적 탐구력, 호기심 증대 

◎ 심원어울림한마당(운동회) 개최 – 학년군별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체육활동 

실시(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으로 심원가족이 함께하는 운동회 마련)

◎ 체력짱! 운동짱! 건강짱! 프로그램 운영 

 - 줄넘기인증제를 통한 체력 기르기(학기별 인증서 수여)

 - 학교스포츠클럽대회(학급별 8자마라톤 대회 실시)

 - 3학년 수영교실, 4학년 축구교실 운영

◎ 배움과 성장이 함께 일어나는 두드림 심원 교육

 - 성장중심평가를 위한 평가 다양한 형태의 수행평가 실시, 동학년 학습공동

체 중심 협력적 교사별상시평가 운영

 - 성장중심평가 심원행복성장카드, 평가 결과 환류 및 가정 연계 지도(연4회)

▲교육과정연계 학년별 현장학습

▲교육연극 수업(5월~6월)

▲문화예술교육(단소 수업)

▲학교스포츠클럽(연중)

▲과학축제(4.18~4.20)



5 자율과제 – 가온누리를 통한 또래갈등조정

활동주제 추진 내용 사진 자료

가온누리를 
통한

갈등해결
(또래조정)

◎ 가온누리를 통한 회복적 생활교육 정착(가온누리모임 월 1회 실시)

◎ 가온누리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학생 기본교육 실시(8시간)

◎ 가온누리를 통한 또래조정활동으로 따뜻한 학급 만들기 문화 조성

▲가온누리 선출(4.2)

▲가온누리 또래조정교육(5.2)

▲가온누리 회복적생활교육(5.9)

활동명 대상 방법 및 시기

회복적 생활교육

4~6학년

(13학급)

-부천소나기 학부모 현장지원단 강사 

3명(학급별 1시간), 4월~5월

학부모 -학부모 희망자 교육 실시(2시간), 4월 

교사 -에듀피스 강사(참소나무의 날, 5월 2시간)

가온누리 선출 4~6학년
-각 학급 4명 선출(남,여 각 2명), 4월2일

-협약서, 학부모동의서 제출

또래조정 교육 가온누리(52명)
-부천소나기 학부모 현장지원단 강사 3명

-1차: 기본교육(8시간), 5월

또래조정 홍보
4~6학년

(13학급)

-또래조정 다양한 주제 학급 토의, 4~5월

-또래 조정 절차 안내 포스터 반별 부착

가온누리 모임 가온누리(52명)

-또래조정 결과 보고 및 반성(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또래조정 UCC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