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2.28.기준  교사 다면평가 정량평가 산출 자료
2020. . 4. 28. 
다면평가관리위원회 (안) 교사  (인)

영역 세부항목 배 점 내 용
정량평가

수업 시수 및 건수 2020.3.1~
2021.2.28

학습지도
(30점)

기본점수
(24.2점)

수업시수 환산
최대

29.3점

기본점수 : 24.2점 (주당 15시간까지), 1시간 초과당 0.5점
(학기당 교과시수 24시간, 연간 최대 48시간)

-노란셀에 연간 시수 기록
- 점수 =24.2+[(1학기 시수+2학기 시수) - 30]*0.25 점 

16.7

단, 학급담임교사 창체자율시수 인정: 년 0.4점(학기당 0.2점)
동아리 담당 교사 : 년 0.2점 가산(학기당 0.1점)

동아리 담당자, 담당부장 1/2시간 인정 : 년 0.1점 가산

다학년 0.5점 2개 학년(교과) 이상 (창체제외), 
진로, 보건교사 포함-학기별 0.25

다교과 0.2점 창체-년 0.2점( 스포츠클럽-학기별 0.1점 ) 

소 계 16.7

생활지도
(30점)

기본점수
(27.2점)

지도학생수상 실적 0.2점
(상한점 0.2점)

시대회 : 0.1점, 도대회 : 0.2점(대회당 최상위 1개 인정)

통합반 담당 교사 1점 특수학급학생을 둔 담임교사, 보건교사(1/12 x 담당 개월 수 x 1점 )

자율동아리지도 교사 0.5점 학생지도 일지 등 근거자료 제출 (건당 아님)

담임, 학년부장, 
보건교사의 학부모, 

학생 상담
1점 1,2,3학년 담임, 특수학급 담임, 보건교사(상담자료 증빙 첨부: 행발누가기록, 학부모

상담주간 상담 기록, 보건일지등)

창의탐구발표대회 참가 지
도 교사

0.1점 대회 참가 학생 지도교사만 점수 부여 (건당 아님) 
- 공문근거

소 계 27.2

담당업무
(30점)

기본점수
(20.0점)

담임업무 4점 특수교사 포함, 비담임인 경우 2점

부장, 보건업무 5점 보건 교사 포함

보직곤란도 3점 교무, 학생, 연구, 보건

업무곤란도
(일반교사)

0.2-1점
순회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책임교사 : 1점

방송담당 : 0.5점
순회학급 부담임, 환경정화활동 담당 : 0.2점

부명중 상조회 임원 0.5점 회장, 총무

각종위원회 건당 0.2점 인사자문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성적관리위원회, 
성고충심의위원회

교과부장 0.5점 특수교사, 보건교사포함

소 계 20

전문성
계발

(10점)

기본점수
(4.0점)

연수환산점 6.0점

기본점수 : 4.0점 
- 1학점당(15시간) 0.5점 (최대 60시간)-노란셀에 연수시간 기록

- 나이스 연수기록이나 이수증 제출
(연수기간 : 다면평가 정량지표 산출자료 제출 마감일까지 기준)

4

각종 장학 요원 / 컨설팅 요
원 / 교과연구회 회원

건당 0.5
(상한점 2점)

증빙서류(위촉장 및 명단이 있는 공문) 제출

수업연구 및
교과/부서 컨설팅,
연구대회 입상,
개인포상실적

건당 0.5
(상한점 2점)

교내 동료장학, 교외 수업 컨설팅, 교외 수업 외 컨설팅, 
연구대회 입상, 개인포상실적의 증빙서류 제출(공문, 상장)-스승의 날 기념 표창 제

외

소 계 4

합 계 67.9

근무개월환산점 본인 근무개월수 0

*1) 성과상여금 반영시 동점자인 경우 처리 순서 : 1) 수업시수 2) 담당업무 총점 3) 생활지도 총점
*2) 항목별 소수 둘째자리까지 반올림 계산
*3) 교무, 연구, 학생부장, 특수, 진로상담교사 수업시수는 전체교사의 평균 수업시수 적용함(18시간) 
    단, 보건 교사는 24시간 적용함
*4) 본인 점수를 정확히 계산하여 기록
*5) 본인의 1,2학기 수업 총시수를 기입, 학급담임 및 동아리 담당 교사의 경우 해당점수를 가산하여 기입
*6) 본인이 이수한 연수 시간을 기입
*7) 노랑음영셀에 수업시수 또는 연수 이수 시간을 기입하시면 회색음영셀에서 자동계산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