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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무기획부

1 학  교  연  혁

날  짜   연   혁

2008. 3. 1. 원미중학교 개교 8학급(특수1)

2008. 3. 1. 초대 진교진 교장 취임

2008. 3. 5 제1회 입학식(306명)

2021. 1. 12. 제11회 졸업식(87명) 

2021. 3. 1. 제5대 권기순 교장 취임

2021. 3. 2. 제14회 입학식(5학급, 139명)

2 학  교  상  징

교훈 : 성실(誠實)

        

교표 :   원(동그라미) : 원미중학교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키워가는 포용력

 초록색 : 정서적 안정과 밝고 건강함

 복사꽃 : 부천을 상징하는 꽃으로 학교생활을 아름답게 꽃 피움

교화 : 장미 

 장미와 같은 아름다운 향기를 지닌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학생이 되길 기원하는  

 의미이다.

교목 : 소나무

        소나무처럼 항상  푸르름을 간직하고 굳은 절개와 지조, 의젓한 기품과 바른 성품을 가진 학생이  

         되길 기원하는 의미이다. 

원 미 중 학 교 학 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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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교  교  육  방  향

    
교 훈

       성  실(誠實)

        

   1. 존중, 배려,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 (도덕인)

   2.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 (건강인) 

   3. 따뜻한 배움과 협력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는 사람 (지성인)  

                    
학교상

 공부하는 학교, 깨끗한 학교, 즐거운 학교

       
학생상

 꿈을 가진 학생, 예절바른 학생, 창의적인 학생

       
교사상

 사랑이 충만한 교사, 열정을 가진 교사, 연구하는 교사

                    
학부모상

 학교를 믿고 함께 하는 학부모

       

           서로 존중하고 소통으로 하나되는 행복한 학교

  

    

학년별

교육목표
    

1학년 : 꿈을 찾고 도전하며 서로 존중하는 1학년
2학년 : 소통과 배려로 꿈을 키우는 2학년
3학년 : 배려와 소통으로 성장하는 3학년

    

특색

교육활동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독서교육 활성화
자율적인 학생자치회 활동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강화
모두가 함께 가는 배움이 있는 기초학력 증진

    

역점

교육활동

기본생활교육을 통한 인성지도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탐색 교육강화

교 육
목 표

기 대 상 

교 육 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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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  과  표

※ 지각 처리 시간 : 09:00 (교실)

일 정 시간 비고
청소도우미 활동 08:40~08:50 각 교실에서 실시

학급조회 08:50~09:05 학급담임
1교시 09:10~09:55

45분 수업

10분 휴식

2교시 10:05~10:50
3교시 11:00~11:45
4교시 11:55~12:40

점심시간 12:40~13:35  55분
5교시 13:35~14:20

45분 수업

10분 휴식
6교시 14:30~15:15
7교시

(화, 금 실시) 15:25~16:10

청소·종례
15:15~15:35(월, 수, 목)

학급담임
16:10~16:30(화, 금)

방과후 학교 15:50~17:00(월, 목) 참가 학생

5 교  직  원  현  황

       직
인원

교     원

일반직
행정

실무사
사서

교육
복지사

조리사
조리

실무사
당직/
미화

시설
대체직

총
인원교장 교감

부장
교사

교사 계

2021
인원

1 1 8 20 30 2 3 1 1 1 3 2 1 44

6 학  급  현  황

학년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학급수 5 4 4
13

(특수학급2)

학생수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91 49 140 67 39 106 67 48 115 225 136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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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 장  및  담 임 교 사  명 단

부장교사 및 교무실 연락처

부서 성명 교과 연락처 부서 성명 교과 연락처

교무기획부 박선경 수학 070-7099-9559 진로복지상담부 강애호 진로 070-7099-9538

교육연구부 조강희 기술 070-7099-9565 1학년부 유지영 수학 070-7099-9572

학생안전생활부 박  영 체육 070-7099-9535 2학년부 김세희 한문 070-7099-9531

특별활동부 김미희 역사 070-7099-9528 3학년부 허윤선 수학 070-7099-9943

본 교무실 070-7099-9551 행정실 070-7099-9555

담임교사 및 교무실 연락처

학급 성명 과목 전화번호 학급 성명 과목 전화번호

1-1 유지향 과학 070-7099-9942 3-1 이성현 체육 070-7099-9570

1-2 한미영 영어 070-7099-9569 3-2 서민아 음악 070-7099-9567

1-3 임찬호 국어 070-7099-9566 3-3 김미영 영어 070-7099-9529

1-4 박은혜 가정 070-7099-9561 3-4 안인영 과학 070-7099-9532

1-5 김지연 사회 070-7099-9568 푸른1반 오수정 특수 070-7099-9546

2-1 이은정 국어 070-7099-9533 푸른2반 최지혜 특수 070-7099-9948

2-2 유인영 영어 070-7099-9562 보건실 전효진 보건 070-7099-9548

2-3 김세영 과학 070-7099-9534 급식실 김복순 영양 070-7099-9558

2-4 김지혜 미술 070-7099-9964 위클래스 도명 전문상담 070-7099-9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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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 0 2 0 년  본  교  진  학  현  황

   

구분 진학학교
학생

계
여 남

전기

고등

학교

경기경영고등학교 4 2 6

경기국제통상고등학교 0 4 4

부천정보산업고등학교 1 1 2

부천공업고등학교 0 6 6

경기예술고등학교 1 0 1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1 0 1

경기도지역 전기고 합계 7 13 20

후기

고등

학교

원미고 4 17 21

심원고 13 16 29

계남고 2 2 4

정명고 1 0 1

도당고 0 1 1

소명여고 1 0 1

소사고 1 1 2

상동고 0 1 1

중흥고 1 0 1

역곡고 1 2 3

수주고 1 0 1

상원고 0 1 1

방산고(서울) 0 1 1

평준화지역 일반고 합계 25 42 67

총계 32 55
87명

- 특성화고: 20명(23%) 

- 일반고: 67명(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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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기획부

1 교 육 과 정  편 성  계 획

 가. 2021학년도 1,2,3학년 학교교육과정 편제 및 시간 배당기준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교과

시수

자유

학기

활동

계
교과

시수

자유

학기

활동

계
교과

시수

연계

자유

학기

활동

교과

시수

연계

자유

학기

활동

교과

시수

연계

자유

학기

활동

교과

시수

연계

자유

학기

활동

교
과
(군)

국어 68 68 51 17 68 68 68 68 68

사회
사회 34 17 51 51 51 34 34
역사 0 0 51 51 34 34
도덕 34 34 34 34 34 34 (17) 34 (17) 34

수학 51 17 68 68 68 68 68 51 51

과학
/기술·가
정/정보

과학 34 17 51 51 51 68 68 68 68 (17)
기술·가정 34 17 51 51 51 68 68

정보 17 17 17 17
체육 51 51 51 51 51 51 34 34

예술
음악 17 17 34 17 17 34 17 17
미술 17 17 17 17 34 34 17 17

영어 51 51 34 17 51 51 51 68 68

선택

한문 0 0 34 (17) 34 34 34
생활 중국어/
생활일본어 0 0

0 0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17 17 17 17 17 17 17 17
교과(군) 소계 408 102 510 442 68 510 510 (17) 510 (17) 510 (17) 510 (17)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 활동 10 10 17 17 10 17 10 18
동아리 활동 17 17 8 8 17 8 17 (17) 8
봉사 활동 3 3 2 2 3 2 3 2
진로 활동 4 17 21 7 17 24 21 (17) 24 (17) 4 6
학교스포츠

클럽활동 0 0 17 17 (17)

창의적 체험활동 소계 17 34 51 34 17 51 51 (17) 51 (17) 51 (17) 51 (17)
학교스포츠클럽활동(순증) 0 0

자유

학년

제

자유

학기

활동

주제선택활동 68 34
진로탐색활동 17 17
예술체육활동 34 34
동아리활동 17 0

연계

자유

학년

제

연계

자유학기

활동

주제선택활동 (17) (17) (17) (17)
진로탐색활동 (17) (17)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 (17) (17)

자유학기 활동 소계 136 85
수업시수 총계 425 136 561 476 85 561 561 (34) 561 (34) 561 (34) 561 (34)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소계 0 17 17 0 17 17 17 (0) 17 (0) 34 (0) 34 (17)
학기당 과목 수 11 11 10 10 11 11

체육, 예술, 교양과목 수 3 3 2 2 3 3
학기별 체육+스포츠클럽 시수 합계 51 17 68 51 17 68 68 (0) 68 (0) 68 (0) 68 (17)

교 육 과 정 편 성 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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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1학년도 입학생 학교교육과정 편제 및 시간 배당기준표

구분

기
준
시
수

이
수
시
수

세
부
이
수
시
수

순수
교과
이수
시수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교과

시수

자유

학기

활동

계
교과

시수

자유

학기

활동

계
교과

시수

연계

자유

학기

활동

교과

시수

연계

자유

학기

활동

교과

시수

연계

자유

학기

활동

교과

시수

연계

자유

학기

활동

교
과
(군)

국어 442 408 408 391 68 68 51 17 68 68 68 68 (17) 68

사회
사회

510 476
170 153 34 17 51 51 51 34 34

역사 170 170 0 0 51 51 34 34 (17)
도덕 136 136 34 34 34 34 34 34 (17)

수학 374 374 374 357 51 17 68 68 68 68 68 51 51

과학
/

기술·
가정

/
정보

과학

680 646

374 357 34 17 51 51 51 68 68 68 68

기술·가정 238 221 34 17 51 51 51 68 68

정보 34 34 17 17 17 17

체육 272 272 272 272 51 51 51 51 51 51 34 34

예술
음악

272 272
136 102 17 17 34 17 17 34 34 34

미술 136 136 17 17 17 17 34 34 17 17
영어 340 340 340 323 51 51 34 17 51 51 51 68 68

선택

한문

170 170

102 102 0 0 34 (17) 34 17 17
생활 중국어/
생활 일본어 68 68 0 0 34 34

0 0 0 0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136 102 102 68 17 17 17 17 17 17 17 17

교과(군) 소계 3,0
60

306
0

306
0

289
0 408 102 510 442 68 510 510 (17) 510 (17) 510 (17) 510 (17)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306 306

82 10 10 17 17 10 17 10 18

동아리활동 75 17 17 8 8 17 8 17 (17) 8

15 3 3 2 2 3 2 3 2봉사활동
100 4 17 21 7 17 24 21 (17) 24 (17) 4 6진로활동

학교스포츠
클럽활동 34 0 0 17 17 (17)

창의적 체험활동 소계 306 306 306 17 34 51 34 17 51 51 (17) 51 (17) 51 (17) 51 (17)

학교스포츠클럽활동(순증) 0 0 0 0

자
유
학
년
제

자유
학기
활동

주제선택활동

221

102 102 68 34

진로탐색활동 34 34 17 17

예술체육활동 68 68 34 34

동아리활동 17 17 17 0

연
계
자
유
학
년
제

중점
연계
형

자유
학기
활동

주제선택활동 68 68 (17) (17) (17) (17)

진로탐색활동 34 34 (17) (17)

예술체육활동 0 0

동아리활동 34 34 (17) (17)

자유학기 활동 소계 221 221 221 136 85

수업시수 총계 3,3
66

3,3
66

3,3
66 425 136 561 476 85 561 561 (34) 561 (34) 561 (34) 561 (34)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소계 136 136 136 0 17 17 0 17 17 17 (0) 17 (0) 34 (0) 34 (17)

학기당 과목 수 11 11 10 10 11 11
체육, 예술, 교양과목 수 3 3 2 2 3 3

학기별 체육+스포츠클럽 시수 합계 51 17 68 51 17 68 68 (0) 68 (0) 68 (0) 6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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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0 2 1 학 년 도  학 사  일 정

 

2021학년도 교육활동계획(1학기)

월 주
교육행사

주
계 월계

월 화 수 목 금

3월

1 1 삼일절 2
시업식
입학식
자율(7)

3 4 5 자율(1) 4

22
2 8 9 진단평가 10 11 12 봉사(1) 5

3 15 16 17 18 학부모총회 19 자율(1) 5

4 22 23 24 25 26 동아리(1) 5

5 29 30 31 3

4월

5 1
과학의달

행사
자율(3)

2 자율(1) 2

22

6 5 6 영어듣기(1) 7 지방선거일 8 영어듣기(2) 9 영어듣기(3)
동아리(2) 5

7 12 13 14 15 16
7교시
(4/9 

6교시수업)
5

8 19 20 21 22 23 자율(1) 5

9 26 3학년 지필 27 3학년 지필 28 29 30 자율(1) 5

5월

10 3 4 5 어린이날 6 재량휴업일
(단기방학) 7 재량휴업일

(단기방학) 2

17

11 10 11 12 13 14
7교시
(5/21 

6교시수업)
5

12 17 18 19 석가탄신일 20 21 동아리(2) 4

13 24 25 26 27 28 자율(1) 5

14 31 1

6월

14 1 2 3 4 봉사(1) 4

21

15 7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8 9 10 11

7교시
(6/18 

6교시수업)
4

16 14 15 16 17 18 동아리(2) 5

17 21 22 23 24 25 자율(1) 5

18 28 29 2,3학년
 지필 30 2,3학년

 지필 3

7월

18 1 2,3학년
 지필 2 자율(1) 2

13

19 5 6 7 8 진로의날
진로(4) 9 동아리(3) 5

20 12 13 14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15 16 어울림제

동아리(7) 5

21 19
방학식
자율(3) 
봉사(1)

1

1학기 수업일수 계 95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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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육활동계획(2학기)

월 주
교육행사

주
계

월
계

월 화 수 목 금

8월

1 18 개학 19 20 자율(1) 3

102 23 24 25 26 27 봉사(1) 5

3 30 31 2

9월

3 1 2 3 자율(1) 3

18

4 6 7 영어듣기(1) 8 영어듣기(2) 9 영어듣기(3) 10 동아리(2) 5

5 13 14 15 16 17 자율(1) 5

6 20 추석연휴 21 추석연휴 22 추석연휴 23
재량휴업일
(단기방학) 24 7교시

(9/10 6교시수업) 1

7 27 28 29 30 4

10월

7 1 자율(1) 1

21

8 4 3학년 지필 5 3학년 지필 6 3학년 지필 7 8 체험학습(7)
진로(7) 5

9 11 12 13 14 15 한마음스포츠축제
자율(6)봉사(1) 5

10 18 19 20 21 22 동아리(2) 5

11 25 26 27 28 학부모수업
공개 29

7교시
(10/22 

6교시수업)
5

11월

12 1 2 3 4 5 자율(1) 5

21

13 8 9 10 11 12 동아리(2) 5

14 15 16 17 18

재량휴업일
(대학수학능

력시험) 19
7교시
(11/12 

6교시수업)
4

15 22 3학년 지필 23 3학년 지필 24 25 26 자율(1) 5

16 29 30 2

12월

16 1 2 3
7교시
(12/10 

6교시수업)
3

23

17 6 2학년 지필 7

2학년 지필
1학년 
잡월드
3학년 

진로체험

8 2학년 지필 9 10 동아리(2) 5

18 13 14 15 16 17 학생정부회장
선거 자율(4) 5

19 20 21 22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23 24 자율(1) 5

20 27 28 29 진급/졸업
사정회 30 31 자율(1) 5

1월 21 3 4 5
종업식 및 

졸업식
자율(2)

6 7 3 3

2학기 수업일수 계 96 96

수업일수 총 합계 191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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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 칙  및  출 결 규 정

가. 학칙

 1) 수업일수 : 연간 수업일수는 191일로 수업일수의 2/3 이상을 출석하여야 진급이 가능하다. 

 2) 학적관리 : 전입학, 재취학, 학업 유예 등에 관한 사항은 소정의 절차를 밟아 처리된다.

      ※ 전출시에는 이전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학부모가 본교를 방문하여 재학 

         증명서와 교과서 반납증을 발급 받은 후, 배정 희망지의 교육청이나 학교를 방문하여 제출하고 

배정 허가를 받는다.

나. 출결 규정

  1) 부득이 한 사유로 결석을 할 경우에는 담임선생님에게 신고(전화, 문자)한다.

  2) 질병 결석인 경우 증빙서류와 보호자 연서로 날인한 결석계를 5일 이내 제출한다.

  3) 3일 이상 질병 결석일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병명, 진료기간 기입)하여 결석계를 제출한다.     

  4) 지각을 하였을 경우에는 등교 즉시 담임선생님에게 그 사유와 함께 신고한다.

  5) 조퇴를 할 경우에는 꼭 담임선생님에게 그 사유를 말하고 허락을 받는다.

  6) 외출을 할 경우에는 담임선생님에게 그 사유를 말하여 외출증을 받아 나가며 돌아온 즉시

     담임선생님에게 보고한다.

  7)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해당학년도 기준 연간 20일) 활동 시에는 3일 전에 교외체험학습계획

서를 제출하고 활동 후에는 관련 사진이 첨부된 보고서를 7일 이내 제출한다. 

 다. 출석인정 결석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경조사의 대상과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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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 교 장 허 가 교 외 체 험 학 습 규 정

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은 학년도 단위로 운영한다.

2) 본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는 연간 20일로 한다. 다만,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

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40일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구체적인 가정학습 학습계획서와 학습 결과 보고서 반드시 제출)

3)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실

시한다.

4)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5)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한다. 

6)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교외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므로 학교에서는 교

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상업적인 내용의 교외체험학습이라 판단될 경우에는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7) 학교장의 결재가 이루어지면 담임교사는 허가 여부를 교외체험학습 전에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8)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은 제외하며, 횟수는 제한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9) 허가받은 날 실제 참여한 수업에 대해 출석인정조퇴 처리 가능 하나 1일 단위 원칙으로 1일을 

감한다.

10)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교외체험학습 인솔

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이때 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한다.

11)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한다.

12) 보고서를 제출 한 후에는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13)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 선박티켓 등) 사본을 제출받아 보관한다.

14) 전입생의 경우 전출교에서의 교외체험학습 사용 일수를 확인하여 허가할 수 있다.

15) 절차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3일 전) → 신청서 승인 → 허가여부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보고서 제출 (종료 후 7일 이내) → 출결처리 및 사후처리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불허 기간(허가하지 않는 기간) 

  ▶ 학년 시작 후 일주일
  ▶ 시험기간(정기고사, 성취도평가, 듣기평가기간 등)
  ▶ 성적 이의 신청 기간(시험종료 후 3일)
  ▶ 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학원수강, 상급학교 입시를 위한 준비와 

훈련, 해외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
  ▶ 기타 : 학교에서 비교육적이라고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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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학교 홈페이지에 신청서, 보고서 양식 탑재)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신청서
담임 부장 교감 교장

전결

성 명 학년   반   번 휴대폰

본교 

출석인정기간

연간( 20 )일

신청 기간

※금회까지 누적 사용기간
(     )일

20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우리 학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칙 및 불허기간을  확인함
※ 필요시 담임교사와의 사전 협의 또는 문의 

학부모 서명

           (인)

학습형태 ∘가족동반여행(   ) ∘친·인척 방문(   ) ∘답사∙견학 활동(   ) ∘체험활동(   ) ∘가정학습(   )

목적지 (숙박시) 숙박장소 

보호자명 관계 휴대폰

인솔자명 관계 휴대폰

목 적

교외체험
학습계획

위와 같이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보호자 :            (인)  

학생 :            (인)

원미중학교장  귀하

-----------------------------------------(이하 담임 작성)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통보서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 신청서 제출 기한은 (   3  )일 이전, 보고서 제출 기한은 ( 7  )일 이내

성 명 학년 반 제   학년    반    번
본교 

출석인정기간
연간 ( 20 )일

신청 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허가 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위와 같이 허가 처리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     .      .

원미중학교 (     )학년   (     )반 담임교사 :              (인)

 보호자님 귀하

금회까지 누적 
사용기간
(    )일



- 13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결과보고서
담임 부장 교감

전결

성 명 학년 반 제    학년     반     번

교외체험학습 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     ) 일간

교외체험학습 장소

학습형태
∘가족동반여행(   ) ∘친·인척 방문(   ) ∘답사∙견학 활동(   ) ∘체험활동(   ) ∘가정학습(   )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함 

제  목

* 각 일정별로 느낀 점, 배운 점 등을 글, 그림 등으로 학생이 직접 기록합니다. 

위와 같이「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보호자 :            (인)  

학생 :            (인)

원미중학교장  귀하

※ 보고서 제출 기한: 체험학습 종료 후  (   7   )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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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  내  상  운  영  계 획

연
번 수 상 명 시행(월) 참가대상 수상비율 및 

수상자수 담당부서 공개방식

1 학생발명품경진대회 4월

전교생
참가자의 20%

이내 시상
1학년부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2

과학탐구대회

(과학미술부문, 과학글짓기부문, 

과학만화그리기부문)

4월

3 통일문예대회 7월 학년별 20% 학생안전생활부

4

행동우수학생표창

(모범학생부문, 자립부문, 봉사부문,

 환경부문, 선행부문, 효행부문)

(3학년 2학기는 졸업식의 

원미대상,공로상 포함하여 20%)

1,2학기말 1학년 20%

1학년부1,2학기말 2학년 20%

1학기말,
10월 3학년 20%

5 진로탐색대회 7월 학년별 20% 진로복지상담부

6 친구사랑의날편지쓰기대회 10월 학년별 20% 학생안전생활부

7 자유학년제소감문쓰기대회 12월 1학년 20% 1학년부

8 학생주도프로젝트형봉사활동 10월말 전교생
참가자의 20%

이내 시상
특별활동부

9 원미대상 졸업식 3학년 1명 3학년부

10 공로상 졸업식 3학년 대상자 3학년부

11 3년개근상 졸업식 3학년 대상자 3학년부

12 3년정근상 졸업식 3학년 대상자 3학년부

※ 3학년 2학기 행동우수 학생 표창은 10월말 시상 



- 15 -

6 교  과  용  도  서  목  록

1학년(2015개정(검정)) 2학년(2015개정(검정)) 3학년(2015개정(검정))

교과목 출판사 저자 교과목 출판사 저자 교과목 출판사 저자

국어 1-1 (주)천재교육 박영목 외 국어 2-1 (주)천재교육 박영목 외 국어 3-1 (주)천재교육 박영목 외

국어 1-2 (주)천재교육 박영목 외 국어 2-2 (주)천재교육 박영목 외 국어 3-2 (주)천재교육 박영목 외

도덕 1 동아출판(주) 노영준 외 사회 2 (주)비상교육 최성길 외 도덕 2 동아출판(주) 노영준 외

사회 1 (주)비상교육 최성길 외 도덕 2 동아출판(주) 노영준 외 역사 2 ㈜비상교육 조한욱 외

사회과 부도 (주)비상교육 최성길 외 사회과 부도 (주)비상교육 최성길 외 역사부도 ㈜비상교육 조한욱 외

수학 1 동아출판(주) 강옥기 외 역사 1 ㈜비상교육 이병인 외 수학 3 동아출판(주) 강옥기 외

과학 1 동아출판(주) 김호련 외 역사부도 ㈜비상교육 이병인 외 과학 3 동아출판(주) 김호련 외

영어 1 (주)천재교육 이재영 외 수학 2 동아출판(주) 강옥기 외 영어 3 (주)천재교육 이재영 외

기술·가정 1 (주)천재교과서 이춘식 외 과학 2 (주)비상교육 임태훈 외 기술·가정 2 (주)천재교과서 이춘식 외

정보 (주)비상교육 임희석 외 영어 2 (주)천재교육 이재영 외 한문 (주)미래엔 심경호 외

음악①② 세광음악출판사 허화병 외 한문 (주)미래엔 심경호 외 음악①② 세광음악출판사 허화병 외

미술①② 미진사 김인규 외 음악①② 세광음악출판사 허화병 외 미술①② 미진사 김인규 외

체육①/② (주)미래엔 정영린 외 미술①② 미진사 김인규 외 체육①/② (주)미래엔 정영린 외 

체육①/② (주)미래엔 정영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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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년부

 1. 자유학년제 운영    

 가. 2021 자유학년제 개요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운영
모델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자유학기)

연계 자유학년제

(연계 자유학기+연계 자유학기)

연계 자유학년제

(연계 자유학기+연계 자유학기)

교육
과정

• 자유학기 활동 연간 221시간 

이상 운영

  - 교과(군)별 총 기준 시수 

20%범위내 활용

  - 창체(스포츠클럽 포함) 연간 

85시간 범위내 활용

• 일반학기와 같음

  (교과, 창체 시수 감축 없음)

•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하여 

중점 연계 자유학기 활동 운영

• 일반학기와 같음

  (교과, 창체 시수 감축 없음)

•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하여 

중점 연계 자유학기 활동 운영

수업

배움중심수업

• 교육과정 재구성 활성화

• 학생 참여형 수업 강화

• 개별학생의 배움 지원 강화

• 피드백을 통한 학생-교사 상호 성장

자유
학기 
활동

• 연간 221시간 이상 운영

• 4개 활동 영역(주제선택, 예술체육, 

동아리, 진로탐색) 운영

• 학기당 주제선택 활동 필수 

• 교과와 창체를 활용하여 학기당 

  2개 이상 영역 중점 연계 활동 운영 

• 학기당 주제선택 활동 필수

• 교과와 창체를 활용하여 학기당 

  2개 이상 영역 중점 연계 활동 운영 

• 학기당 주제선택 활동 필수

평가
ㆍ

기록

성장중심평가

• 과정중심 평가 내실화

• 1년간 일제식 지필평가 미실시

• 교과성취도 미산출

• 모든 학생의 교과 및 자유학

기 활동에 대한 평가 결과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문장으로 기록

성장중심평가

• 과정중심 평가 내실화

  - 일제식 지필평가 횟수 축소,    

수행평가 반영 비율 확대 권장

    (학교 자율 결정)

• 교과성취도 산출

• 학생의 교과 및  연계 자유학기 활동 

특기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대상 학생의 범위는 학교 자율 결정)

성장중심평가

• 과정중심 평가 내실화

  - 일제식 지필평가 횟수 축소,    

수행평가 반영 비율 확대 권장

      (학교 자율 결정)

• 교과성취도 산출

• 학생의 교과 및  연계 자유학기 활동 

특기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대상 학생의 범위는 학교 자율 결정)

고입
내신
교과

미반영 반영 반영

1 학 년 자 유 학 년 제 운 영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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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유학년제 시간표 운영 모형

1학년 자유학년

◦ 1학기 136시간 운영 

요일
시간 월 화 수 목 금

1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활동(주당 8시간)
2

3

4

5
주제
선택

주제
선택 예술체육

6 진로탐색
동아리
(격주운영)

7

◦ 2학기 85시간 운영 

요일
시간 월 화 수 목 금

1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활동(주당 5시간) 
2

3

4

5 주제
선택

 
예술체육

6 진로탐색

7

2학년 연계 자유학년

 ◦ 1학기 34시간 

요일
시간 월 화 수 목 금

1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중점연계형

자유학기활동(주당 2시간)

2

3

4

5

6 주제선택

7 진로탐색

◦ 2학기 34시간 

요일
시간 월 화 수 목 금

1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중점연계형

자유학기활동(주당 2시간)

2

3

4

5

6 주제선택

7 진로탐색

3학년 연계 자유학년

 ◦ 1학기 34시간 

요일
시간 월 화 수 목 금

1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중점연계형

자유학기활동(주당 2시간)

2

3

4

5

6 주제선택
동아리
(격주운영)

7

◦ 2학기 34시간 

요일
시간 월 화 수 목 금

1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중점연계형

자유학기활동(주당 2시간)

2

3

4

5

6 주제선택
동아리
(격주운영)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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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유학기활동 프로그램 운영
  1) 주제선택활동
◦ 1학년 1학기 (자유학기)

◦ 1학년 2학기(자유학기) 

 

◦ 2학년 1학기 (연계 자유학기)

주제선택활동 비고
운영요일 월, 수

1인당 참여프로그램 2 1인 2 주제선택 활동
운영 기간 2021.3.3.~2021.7.14.

주당운영시간 2시간*2일=4시간 총 4시간
운영 시수 총합 17주*4시간=68시간 총 68시간

연번 수업명 주요 내용 담당교사*
1 체험사회교실 사회 각분야의 주제를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경험함 김00

2 활동수학반 다양한 수학적 체험활동을 통해 즐거운 수학적 경험 제공 유00

3 과학독서토론반
다양한 과학분야의 주제들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독서 활동
을 통해 과학 지식의 폭을 넓히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깊게 사고하는 경험을 할 수 있음.

유00

4 창의기술공작반 기술적 문제해결력과 창의성을 기르는 다양한 제작 활동 조00
5 교과서 밖 영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영어를 체험할 기회 제공 한00

6 처음 만나는 VR/AR
4차 산업 혁명 핵심 기술 중 하나인 가상, 증강현실 기술에 
대해 알아보고, 3D환경에서 블록코딩 기반의 가상현실콘텐츠 
제작 및 체험

유00/박00/허00

7
꿈과 끼를 찾는 

십대를 위한 책쓰기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우고, 주제를 설정해 자신의 책을 
완성하는 활동

노00/김00

8 책쓰기 탐험대 놀이학습으로 접근하는 즐겁고 신나는 글쓰기 / 책쓰기 수업 신0/김00

주제선택활동 비고
운영요일 월

1인당 참여프로그램 2 1인 2 주제선택 활동

운영 기간 2021.08.23.~2021.1.5.

주당운영시간 2시간*1일=2시간 총 2시간

운영 시수 총합 17주*2시간=34시간 총 34시간

연번 수업명 주요 내용 담당교사*

1 책신클럽(책 읽기의 신)
작품을 읽고 작품과 관련하여 생각하고 

만들고 말하기
임00

2 영어 신문 읽기 영어 신문을 읽고 시사 상식을 키운다. 한00

주제선택활동 비고
운영요일 월

1인당 참여프로그램 1 1인 1주제선택 활동
운영 기간 2021.3.8.~2021.7.12.

주당운영시간 1시간*1일=1시간 총 1시간
운영 시수 총합 17주*1시간=17시간 총 17시간

연번 수업명 주요 내용 담당교사*

1
한문 시간에 세상 

만나기
한문을 익힘과 동시에 현재적 가치를 찾아 실
생활에서 구현하는 방법을 찾아본다. 

김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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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년 2학기 (연계 자유학기)

◦ 3학년 1학기 (연계 자유학기)

◦ 3학년 2학기 (연계 자유학기)

 2) 예술체육활동

◦ 1학년 1학기 (자유학기) 

예술체육활동 비고
1인당 참여프로그램 2 1인 1예술, 1체육활동

주당운영시간 1시간*2일=2시간 목요일운영

운영 시수 총합 17주*2시간=34시간 총 34시간
　

예술 1프로그램 / 체육 1프로그램 선택, 1텀/2텀 교차 운영

체
육
프
로
그
램

순번 프로그램명 담당교사*
예
술
프
로
그
램

순번 프로그램명 담당교사*

1 축구 김OO 1 우쿨렐레 서OO
2 캘리그래피 김OO2 걷기 유OO
3 만화창작 남OO/한OO

3 배드민턴 김OO 4 뮤지컬 전OO/조OO
4 댄스/무용 민OO/유OO 5 바이올린 장OO/유OO

주제선택활동 비고
운영요일 월

1인당 참여프로그램 1 1인 1주제선택 활동
운영 기간 2021.3.8.~2021.7.12.

주당운영시간 1시간*1일=1시간 총 1시간
운영 시수 총합 17주*1시간=17시간 총 17시간

연번 수업명 주요 내용 담당교사*

1
영화로 이해하는 도덕 
이야기반

영화 속 이야기를 통해 도덕적 상황 이해하기 김00

주제선택활동 비고
운영요일 월

1인당 참여프로그램 1 1인 1주제선택 활동
운영 기간 2021.08.23.~2021.1.5.

주당운영시간 1시간*1일=1시간 총 1시간
운영 시수 총합 17주*1시간=17시간 총 17시간

연번 수업명 주요 내용 담당교사*

1
영화로 이해하는 도덕 
이야기반

영화 속 이야기를 통해 도덕적 상황 이해하기 김00

주제선택활동 비고

운영요일 월
1인당 참여프로그램 1 1인 1주제선택 활동

운영 기간 2021.08.23.~2021.1.5.
주당운영시간 1시간*1일=1시간 총 1시간

운영 시수 총합 17주*1시간=17시간 총 17시간

연번 수업명 주요 내용 담당교사*

1 꿈꾸는 미래 과학
과학기술의 발달이 인류 문명에 미친 영향과 
미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안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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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년 2학기 (자유학기) 

 3) 동아리활동

◦1학기 1학년 자유학기, 3학년  (연계자유학기) 연간 17차시 운영

연번 동아리명 주요 활동 내용 담당교사*

1
컬러링과 

페이퍼아트반

컬러링북, 종이공예 등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통하여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결과물을 통한 성취감 및 
자신감을 기를 수 있음

김00

2 과학자탐구반
과학자의 업적과 생애를 알아보는 활동을 통해 
과학에 흥미를 갖고 진로를 고민해 볼 수 있다.

유00

3 스티커컬러링반
시대를 초월하는 거장의 작품에 스티커를 사용하
여 명화를 새롭게 해석하고 완성도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함.

박00

4 영화감상반
여러 분야의 영화 감상을 통한 다방면의 지식 습득 
및 다양한 문화를 이해함. 

유00

5 영미문화체험반 다양한 형태의 영미문화를 체험 한00

6 배드민턴반 배드민턴 경기를 통한 인성함양과 심신단련 조00

7 진로탐색반 직업체험 및 학과 체험 등을 통한 진로 탐색활동 강00

8 영상제작반 방송활동 및 학교행사 협조 박00

9 음악감상반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으며 이야기 나누는 활
동

서00

10 엑셀레이터 미래 모빌리티 변화에 대한 탐구와 이해 임00

11 토탈공예A반 토탈공예를 통한 인성함양과 심신단련 김00

12 내꿈은 제빵왕 제과제빵 및 관련 직업 탐색 오00, 최00

예술체육활동 비고

1인당 참여프로그램 2 1인 1예술, 1체육활동

주당운영시간 1시간*2일=2시간 목요일운영

운영 시수 총합 19주*2시간=38시간 총 38시간

　
예술 1프로그램 / 체육 1프로그램 선택, 1텀/2텀 교차 운영

체
육
프
로
그
램

순번 프로그램명 담당교사*

예
술
프
로
그
램

순번 프로그램명 담당교사*

1 축구 김OO 1 우쿨렐레 서OO

2 캘리그래피 김OO
2 걷기 유OO

3 만화창작 남OO/한OO
3 배드민턴 김OO

4 뮤지컬 전OO/조OO
4 댄스/무용 민OO/유OO 5 바이올린 장OO/유OO



- 21 -

4) 진로체험활동 ( 코로나-19 상황, 학교 및 주최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연번 날짜 체험처 체험 내용 체험 유형 참여인원

1 5/25(화) 원미중 미래학교 2045 진로캠프 캠프형 1학년

2 6/1(화) 원미중 스타트업 CEO 진로캠프 캠프형 2학년

3 7/8(목) 원미중
전문 직업인과의 진로멘토링 

및 직업체험
대화형 1,2,3학년

4 10/5(화) 각 체험처 마을공동체와 연계한 
진로직업체험 현장직업체험형 1학년

5 11/5(금) 원미중 대학생 학과 멘토링 학과체험 2,3학년

6 11/26(금) 원미중 중학생 TOP50 진로체험 대화형 3학년

7 12/7(화) 한국잡월드
다양한 

진로직업체험(한국잡월드)
직업실무체험형 1학년

8 12/7(화) 각 체험처 마을공동체와 연계한 
진로직업체험 현장직업체험형 3학년

9 9월~12월 각 체험처
특성화고 및 대학 학과체험, 

현장, 교내 진로직업체험 등

대화형, 

직업실무체험, 

현장직업체험

희망자

13 축구A반 축구 경기를 통한 인성함양과 심신단련 박0

만화캐릭터반 만화창작을 통해 소질을 계발하고 자아를 완성한다. 김0014

사이언스 컬러링반
과학과 관련된 밑그림에 자신만의 색을 칠하는 과
정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 안정의 시간을 가지며 
자연스럽게 과학 개념을 학습할 수 있다.

안0015

영미문화이해반
영어권 나라의 다양한 매체 등을 접하고 이와 관련
된 다양한 활동 참여

김0016

토탈공예B반 토탈공예를 통한 인성함양과 심신단련 김0017

축구B반 축구 기본기능 습득 및 팀별 경기 이0018

의학영화감상반
의학과 관련된 영화, 다큐멘터리, 드라마 등 컨텐
츠 감상하며 의학계열 진로 탐색함

전0019

생활과학반
생활과학 분야의 기초인 손바느질, 조리, 영양, 가
족의 관계에 대한 기초이론과 지식을 습득

김0020

수학사탐구반
수학의 역사와 수학자들의 삶을 통해 진리탐구의 
열정을 이해함.

허0021

또래상담반 또래 상담자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자아탐색 활동 도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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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부

1 혁 신 공 감 학 교 운 영

추진과제 세부내용

새로운 학교문화 

만들기 과제

▮교육과정워크숖

❍ 대상 : 교사, 전입교사

❍ 실시일 : 새학년 준비시기(2월)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및 교직원 간담회 운영

❍ 대상 : 학생, 교사, 학부모 대표

❍ 실시예정일 : 학기 월 1회(교직원 협의회), 학기 별 1회(교육공동체 토론회)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 대상 : 전교사

❍ 실시 시간 : 연 20시간

❍ 목적 : 학생 중심 수업 및 효과적인 인성 교육 방법 연구∙실천

빛깔 있는 학교 

만들기 과제

▮교육과정과 함께 하는 학생 독서교육

 ❍ 대상 : 전학년

❍ 방법 :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토론 교육 실시

▮진로캠프 및 체험활동 운영

❍ 대상 : 전학년

❍ 목적 : 학년 발달 단계에 맞는 진로체험활동 실시

▮학부모 독서 동아리 운영

❍ 대상 : 학년별 8명 내외

❍ 목적 : 동아리별로 도서를 정하여 읽고 토론∙소통하는 기회를 통해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문화예술축제운영

❍ 대상 : 전학년

❍ 목적 : 학생의 요구에 맞추어 전교사, 학생, 학부모가 하나의 공동체로 참여

▮학생중심 교육활동을 위한 학교공간 만들기

❍ 목적 :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학생 문화 조성을 위한 환경만들기

❍ 방법 : 학생회 주도로 공간 꾸미기 프로젝트 실시

혁신공감학교 / 학력향상 주요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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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 력 향 상  프 로 그 램  운 영

프로그램 세부내용

기초학력 

관리대상자

선별

▮기초학력 진단검사 실시 

❍ 실시일 : 2021년 3월 중 실시

❍ 대상 : 1,2,3 학년

❍ 과목 : 국어, 수학

▮기초학습(3R) 진단검사 실시

❍ 실시일 : 교육청 공문에 의거하여 실시 (3월 중 예정) 

❍ 대상 : 1학년 

❍ 과목 : 읽기, 쓰기, 셈하기

또래멘토링

❍ 대상 : 전학년 희망자

❍ 방법 : 성적 향상을 희망하는 멘티와 또래멘토링이 가능한 성적 우수자 멘토를 연결

하여 학력 및 협력과 배려를 배우도록 함

❍ 우수 멘토에 대한 인센티브 : 봉사활동 시간의 부여(학기별 5시간)

디딤돌반

❍ 대상 : 기초학력 진단검사 기준점수 미도달 학생

❍ 과목 : 국어, 수학

❍ 방법 : 방과 후에 운영하며 국어, 수학 협력강사를 섭외하여 진행함

대학생

멘토링

❍ 대상 : 교과학습부진 학생

❍ 목적 : 학습부진 누적현상을 개별 처방식 교육 프로그램으로 처치하여 정상적인 학

습 활동을 하도록 도와주며 학생의 잠재능력을 개발, 신장시켜 전인적인 인간 

육성

❍ 실시 기간 : 학기 중 및 방학 기간

경기도 

학습 

종합클리닉

❍ 대상 : 학년별 1~2명

❍ 목적 : 기초학습능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서, 환경 등 총제적인 진단을 

통해 학습 및 학교 적응능력 향상

❍ 방법 : 교육청 안내에 따라 학기별로 선발하여 전문 학습상담사에 의한 정밀 진단 

및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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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장 

  경기도 내 초, 중, 고, 특수학교 전체

 1년(매년 실시)

 •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 교육활동, 교육성과, 학생의 성장 등

 • 자체평가 방식으로 2단계 학교평가 실시

 • 학교별 평가 목표에 따른 평가 실시

 •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병행 실시

 • 공통지표(도교육청 개발)와 자율지표(학교 자체 개발) 활용

 •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학교조직 진단 도구 활용

 • 학교평가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감지구장학협의회 실시

 

학교 추진 일정

 m 홈페이지‘학교혁신’게시판에 계획서 및 보고서 탑재
  - 2021학년도 학교평가계획서 탑재(4월)
  - 2021학년도 학교평가 결과보고서 탑재(2022. 1월)
 m 학교평가 결과 및 운영 상황 설문조사 참여
  - 설문조사 시기: 2021. 12월
 m 학교평가 결과 공개
  - 공개 시기: 2022. 1월 / 4월
  - 공개 장소: 학교 홈페이지(1월) 및 학교알리미(4월)

 • 교직원, 학생, 학부모와 학교평가 결과 공유

 • 학교공동체의 자발적 개선 노력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평가결과 자체 분석 ⇒ 차기년도 계획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실천 ⇒ 평가의 과정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필요 시 학교조직 진단 및 학교컨설팅 등 의뢰

 • 학교 개선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담임장학 실시

 • 학교운영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학교장지구장학 실시

 • 학교평가 자체점검 및 평가결과 공개

학 교 평 가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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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부

1 교 원 능 력 개 발 평 가  개 요

구  분 주  요   내  용

목  적  소통과 참여 중심의 교원 전문성 신장을 통한 공교육 신뢰 제고

평가대상

◦ 2021학년도 기준 국･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2개월 이상 재직하는 교원
(계약제 교원 포함) 

  - 교육행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파견교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단, 계약제 교원, 전년도 장기심화연수 이수자 및 평가개시일 기준 2개월 미만 재

직교원은 평가대상이나 평가결과활용에서는 제외
     * 평가결과가 개별교원에게 통보되고 학교평가 결과에는 반영되나, 능력향상연수

       및 전문연구년 특별연수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학교 ] 전일제 근무 외 계약제 교원은 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대상 제외 여부 결정

평가 종류

/

평가

참여자

동료

교원

평가 

◦교장․교감 중 1인 이상, 수석교사(수석교사 미배치교는 부장교사) 1인 이

상, 동료교사 등 포함 5인 이상으로 구성

[ 학교 ] 평가참여자의 구성이 어려운 소규모 학교는 학교 교원능력개발평
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자 구성 기준 결정

학생

(의견) 

만족도

조사

◦ 중1~중3 학생 : 개별 교사 대상 만족도조사 참여

   (단, 2개월 미만 재학한 학생은 참여에서 제외)

[ 학교 ] 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급 무선표집 가능
  - 학교 규모나 학년 및 교과 특성을 고려하여 학급 무선표집은 
    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3학급 이상 표집
  - 학생 참여율은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권장 

(단, 특수학교 및 소규모학교 예외)

학부모 

만족도

조사

◦ 지도 받는(은) 학생의 학부모
   (단, 2개월 미만 재학한 학생의 학부모는 참여에서 제외)
◦ 만족도조사 대상자는 선택이 가능하나, 교장ㆍ담임교사 외 1인 이상 
   총 3인 이상 필수 참여
  * 교감, 교과(전담)교사, 비교과교사는 선택적 참여

[ 학교 ] 학부모만족도조사 참여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권장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와 제30조의5에 따라 교육정보시스템 사용 
 - 학부모 참여 홍보하되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안내

 교 원 능 력 개 발 평 가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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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시기

◦매 학년도 실시 (교원능력개발평가 안내장 발송 : 9월)

 - 교육정보시스템 개선 및 시범테스트 8월 이전 완료 예정

[ 학교 ] 9월부터 실시, 11월말까지 종료
※ 단위학교에서 동료교원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 실시 시기를 결정

평가

영역

･
요소

･
지표

공통

◦ 교원의 교육활동 전반

  - 교장·교감 : 학교경영 영역 

  - 수석교사 : 교수․연구 활동 지원, 학습지도, 생활지도, 집단지성 영역

  - 교사 : 학습지도, 생활지도, 집단지성 영역 

  ※ 비교과교사 : 학생지원 영역, 집단지성 영역

                  (수업을 하는 경우 학습지도 영역이 포함될 수 있음) 

  ※ 진로진학상담교사는 교과(전담)교사에 해당

[ 학교 ] 평가 지표의 추가 또는 일부 선택 가능

구분 영역 요소 지표

교사

학습지도 수업 준비, 수업 실행, 평가 및 활용 (3요소) 교과내용분석 등 8개 
지표

생활지도
상담 및 정보 제공, 문제행동예방 및 지도, 생활습관 
및 인성지도 (3요소) 

개별학생 특성파악 등 
7개 지표

집단지성 책무성, 업무수행, 소통과 배려 (3요소) 교육자의 품위 유지 등
6개 지표

수석
교사

교수‧연구
활동지원 수업 지원, 연수․연구 지원 (2요소) 교수·학습전략 지원 

등 6개 지표

학습지도 수업 준비, 수업 실행, 평가 및 활용 (3요소) 교과내용분석 등
8개 지표

생활지도
상담 및 정보 제공, 문제행동예방 및 지도, 생활습관 
및 인성지도 (3요소) 

개별학생 특성파악 등 
7개 지표

집단지성 책무성, 업무수행, 소통과 배려 (3요소) 교육자의 품위 유지 등
6개 지표

교장･
교감 학교경영

학교교육계획, 교내 장학, 교원인사, 소통과 배려, 
시설관리 및 예산운용 (5요소)
(※교감은 시설관리 및 예산운용 제외)

학교경영 목표 관리 등 
11개 지표

(※교감 9개 지표)

평가방법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와 제30조의5에 따라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

◦학생에 대한 사전 연수·홍보 의무적 실시 - 평가관리자(교감)가 직접 실시

◦교원의 교육활동 소개자료 의무 탑재

[ 학교 ] 교원, 학생, 학부모의 평가 참여율 향상 지원
  - 학부모 만족도조사 참여 지원을 위해 방과후 컴퓨터실 개방, 지역자원 활용 등 지

원 방법 제시  
  - 교원의 교육활동 소개자료 양식 및 제시 방법, 수업참관, 사전연수, 학부모 상담, 

수업동영상 등 정보 제공 방법 등 제시

결과 통보
◦교육감･학교장은 개별교원에게 평가결과를 통보

  - 평가문항별 환산표, 개인별 합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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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복지상담부

1 교 육 복 지 우 선 사 업 이 란 ?

모든 학생에게 교육·복지·문화·정서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과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여 교육적 취약성 해소와 교육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2 교 육 복 지 우 선 사 업 프 로 그 램

교 육 복 지 우 선 사 업

영역 프로그램명 참여인원 사업시기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만화창작반 48명 3월~12월
 만화그리기 및 스토리제작 기법을 체계적으로 배움

 (1학년 자유학년제 예술체육)

바이올린반 24명 3월~12월
 바이올린의 기초부터 심화과정까지 연계지도

 (1학년 자유학년제 예술체육)

토탈공예 A 20명 3월~12월
 다양한 공예체험활동으로 소질개발 및 진로탐색 기회제공

 (2학년 동아리 활동)

토탈공예 B 20명 3월~12월
 다양한 공예체험활동으로 소질개발 및 진로탐색 기회제공

 (3학년 동아리 활동)

칭찬카페 전교생 4월~12월
 학교생활 중 칭찬을 많이 받은 학생에게 먹거리, 마스크, 학용품 

 등 제공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 운영될 수 있음)

대학생멘토링 12명 4월~12월 대학생 멘토와의 맞춤형 학습으로 학습동기부여 및 기초학력 증진

사례관리

사제동행 50명 4월~12월
 교사-학생간 소그룹 문화정서 멘토링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 및

 지지를 제공하여 학교생활 만족도 및 적응력 향상

통합사례관리 10명
연중

(상시)

 위기가정 및 취약계층학생 통합사례관리

  -가정방문, 학부모상담, 외부 자원 연계

  -전문기관연계 심리검사 및 치료, 건강지원

네트워크 

원미춘의네트워크
전교생 및 

지역주민
3월∼12월

 원미-춘의 지역 네트워크 공동사업 운영

  -참여기관: 학교, 복지관, 청소년기관, 지역아동센터 등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어울림음악회, 마을관악단

  -동네형언니모델링프로젝트, 청소년방과후배움터

  -통합사례관리, 심리검사, 심리상담, 병원비지원

햇살나눔 박람회
연계사업 

관계자
11월

 상호교류와 사업운영내용 공유를 통한 학교-지역-네트워크 공동의

 비전과 방향 모색

지원

햇살나눔 동아리 5명 3월~12월  교육복지사업홍보 및 프로그램 진행지원 등의 학생봉사동아리

복지실운영 전교생
연중

(상시)

 교육복지실 쉼터 운영(놀이공간, 또래상담 공간 제공), 

 교육복지사업 안내 연수, 교사연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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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활동부

1 방 과 후 학 교 란 ?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 활동으로, 학교 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교육활동임.

2 연 간 운 영 계 획

  가. 1학기 중 2텀 운영 : 1학기(3월 ~ 7월) 

  나. 2학기 중 2텀 운영 : 2학기(8월 ~ 12월) 

  다. 수강시간 : 방과 후 7~8교시(강좌에 따라 주 1회 2시간씩 운영)

  라. 수강비 : 1텀당(20시간 기준) 36,000원 예정

운영기간
1학기
(2텀)

2학기 
(2텀)

운영시간
주중

주중 7,8교시 주중 7,8교시

수강신청안내 및
수강생모집

4회(4텀)

만족도조사 연 1회

프로그램
수요조사

연1회(11월~12월) 2021 방과후학교운영지침에 따름

3 자 유 수 강 권 제 도 운 영

 가. 필요성 및 목적

   1)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로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2) 우수 강사진 확보, 프로그램 간 경쟁 촉진, 프로그램 연계, 공동운영 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 향상의 계기를 제공하여 방과후학교 활성화 기반 마련

 나. 지원 대상 

   1)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준을 충족한 자 및 난민 등(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피해자, 탈북학생)

   2)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 기준중위소득 66%이하

 방 과 후 학 교  및  교 육 경 비 사 업 운 영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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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순위) 학교장 추천(교육비 신청 필수)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ㆍ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유수강권 지원이 필요한 학생 중 학생복지심사위원회

             (방과후학교관리위원회 대체 가능)를 거친다. 

   4) 기타 :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학생

              - 2021 경기도교육청 자유수강권 지원계획에 따름

 다. 대상 프로그램 지원 범위

   1) 본교, 타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2) 지원범위 제외대상

       - 일회성 프로그램 : 현장체험학습ㆍ수련활동ㆍ수학여행 등

       - 사설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수강료

       - 수익자 부담 경비가 없는 프로그램

       - 교육과정 내의 현장체험학습 경비 등

   3)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이하로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추후 2021 교육비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 교육비 집중신청기간(‘21.3.2.~3.20.)에 신청(집중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4 2 0 2 1 학 년 도  방 과 후 학 교 개 설 예 정 강 좌

구분 연번 강좌명 대상 수업내용

개설

프로그램
1 농구반 전교생 농구실기

 5 2 0 2 1 학 년 도 혁 신 교 육 지 구  사 업  개 설  강 좌

구분 연번 강좌명 대상 수업일 비고

특기적성

1 밴드반 전교생 중 희망자 월2(7~8교시)
수강료
무료

2 통기타반 전교생 중 희망자 목2(7~8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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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활동부
1. 기본 방침

  ❍ 2020학년도에 한시적으로 40시간을 만점으로 인정, 2021학년도에 내용 변동시 추후 안내 예정

  ❍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기록하며 분 단위는 절사함. (예: 2시간 47분은 2시간으로 기록) 

  ❍ 시·도간 전학 시 타 시·도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봉사활동 실적은 전적교의 실적을 그대로 인정함.

  ❍ 봉사활동 시간 인증은 1일 8시간이내 인정 원칙

    - 평일 수업시간이 7교시면 1시간, 6교시면 2시간, 4교시면 4시간, 휴업일(공휴일)이면 8시간 이내

      인정(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

2. 봉사활동 방법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학생 개개인이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활동으로 다음 과정을

    거쳐 실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
학교장의 승인 

(담임과 
사전협의)

⇒
봉사활동 

실행
⇒

평가,
확인서 제출

⇒
생활기록부 

입력
(담임교사)

  ❍ 개인별 학생 봉사활동은 사전 봉사활동 계획을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가능함.

  ❍ 학교장의 승인 절차 없이 개인적으로 실시한 봉사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없음

  ❍ 해외봉사활동은 학교계획이나 학교장 승인이 있다해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없음

3. 봉사활동 시 주의사항

  ❍ 봉사활동 시간 인정불가 : 

     영리목적의 기관(시설),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시설), 종교시설을 이용한 봉사활동

     (종교단체, 사설유치원, 개인병원, 사설놀이방, 은행,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 개인별 봉사활동을 하기 전 인정기관인지 학교에 확인 후 실시함.

     방학 중 봉사활동은 미리 해당 기관에 문의한 후 실시함.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봉사활동 확인서는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명의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물품 및 현금기부) 물품 및 현금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증할 수 없음

   ※ 예) 헌옷 모으기,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폐휴대폰 수거 등
  ❍ (헌혈) 1회(전혈, 성분헌혈) 4시간 인정 ,3회까지 인정

  ❍ (행사참여) 행사 안내,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은 인정하나 단순 참여는 불인정
  ❍ 초ㆍ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에 의한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 종합 병원, 사회 복지시설을 권장함.

  ❍ 활동비를 내고 참여한 봉사활동은 인정불가함. 어떠한 명칭으로든 비용(금품)을 납부하고 참여

한 경우에는 인정할 수 없음(기부금형태, 교통비, 식비, 재료비 등을 포함하며 비용의 많고 적음

과 관계없음)    

학 생 봉 사 활 동 안 내



- 31 -

4.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 개인별 학생 봉사활동은 사전 봉사활동 계획을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가능(학교장의

      승인 절차 없이 개인적으로 실시한 봉사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와 에듀팟 모두 입력 불가)

   ※ 헌혈은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1일 8시간 내에 포함되지 않음(학부모 동의서 또는 승인서

      필수 제출)

  가. 절차

    1) 나눔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교]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 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봉사활동

계획 승인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2) 나눔포털, 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 없으나

      학생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및 프로그램이 아니면 봉사활동 실적 인정 불가(사전에 담임교사와  

반드시 상담)

[학생] [학생] [학교] [학교]
나눔포털,VMS, 

DOVOL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봉사활동 실행 후 

나눔포털에서 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나이스에서 

나눔포털로부터 

전송된 실적 자료 

확인후 승인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 나눔포털 ⇔ VMS 자료전송 시 실적 공유, 나눔포털 ⇔ DOVOL 실적 자동 공유(자료 전송 불필요)    

5. 학생 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 학생의 진로와 연계한 장기 봉사활동 계획을 학생 스스로 수립하여 추진

  가. 절차

   

계획단계

⇨

실행단계

⇨

평가 및 활용단계


주제선정-목표수립-자원
탐색-활동계획 

수립-대상섭외-역량계발

실행과 기록-반성과 점검
안전사고 주의

 활동정리-포트폴리오작성-결과 
및 활용(생활기록부, 에듀팟 등 

기록) 

3월 3월 ~ 11월 12월

  나. 봉사활동 유형 : 개인, 모둠, 융합(학생,교사,학부모)

  다. 봉사기간 : 학생의 계획에 따라 1년간 활동하되 계획서는 연초에 한번만 제출

  라. 봉사기관 및 장소 : 학생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되, 봉사기간동안 동일기관 및 장소 또는 연계 기관에서 활동(권장)

  마. 활동내용 : 학생의 진로 및 특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학생이 스스로 선택

   바. 평가 

    1) 연말에 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계획서, 실적 등을 참고하여 우수 사례 선정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에듀모두), 학교 홈페이지 등에 탑재하여 공유 

    2) 3월까지 계획서를 제출한 학생들 중 결과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학생을 참가자로 하여 

      10월에 참가자의 20% 이내에서 학생 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우수 학생 시상(증빙자료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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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합 자원봉사 센타 지원 창구

  

기 관 명  주   소 사 이 트  전화 번호
 자원봉사센타 원미구 상동 복사골문화센타  http://pcvt.bucheon4u.kr/index.do 032-324-0166

   경기도 청소년 활동 진흥 센터  http://www.gysc.or.kr/ 031-232-9383~5
   (사) 경기도 자원 봉사 센터  http://www.ggvc.or.kr/ 031-256-1365 

 부 천 시 청 원미구 중동 계남큰길 138  http://www.bucheon.go.kr 032-320-3000
 원 미 구 청 원미구 원미동 87-2  http://wonmigu.bucheon.go.kr 032-650-2114

7.  봉사활동 대상 기관

  

  기 관 명 소 재 지 전화 번호 인터넷 주소
덕유사회복지관 원미구 중3동 325-2161 www.dukyu.co.kr
부천종합사회복지관 소사구 소사본2동 349-3103 www.pchwelfare.or.kr
(분관) 소사복지회관 소사구 소사본1동 349-2066 www.pchwelfare.or.kr
삼정복지회관 오정구 삼정동 323-3162 www.samjeong.org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원미구 상동 652-0420 www.sarey.or.kr
심곡복지회관 소사구 심곡본동 665-6061 www.simgok.net
원종종합사회복지관 오정구 오정동 677-0108 www.wonjong.or.kr
춘의종합사회복지관 원미구 춘의동 653-6131 www.choonie.or.kr
한라종합사회복지관 원미구 중4동 324-0723 www.halla.or.kr
부천시 점자도서관 원미구 심곡2동 652-9963 www.pcl.or.kr
부천장애인종합복지관 오정구 작동 675-9901 www.pchand.or.kr
부천혜림원 소사구 심곡본동 666-7990 www.haelim.or.kr
부천노인인력지원기관 원미구 원미1동 668-4108 www.bcsenior.or.kr
성가요양원 원미구 소사동 349-2168 www.halmaerang.net
소사구노인종합복지회관  소사구 괴안동 347-9534 www.sosasenior.or.kr
오정구노인종합복지회관  오정구 여월동 683-9290 www.ojeongsenior.or.kr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  원미구 심곡2동 667-0261 www.wonmisenior.or.kr
가정법률상담소 소사구 심곡본동 667-2315 www.bucheonlaw.or.kr
부천 여성의 전화 원미구 중1동 328-9713 bwhotline.womanv.net
새소망모자원 소사구 괴안동 343-4398 www.mojawon24.or.kr
여성인력개발센타 원미구 중동 326-3004 www.ilwoman.or.kr
부천시여성회관 원미구 상1동 326-6397 woman.bcf.or.kr
부천YWCA 소사구 송내동 668-9700 www.bucheonywca.or.kr
부천여성노동자회 원미구 중1동 668-1011 www.pwwa21.org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오정구 고강본동 682-1886 www.ggooma.com
부천시청소년상담실 원미구 상1동 325-3002 www.zzang1318.or.kr
부천시청소년수련관 원미구 상1동 326-6396 youth.bcf.or.kr
부천청소년쉼터 원미구 심곡1동 614-1002 www.10doongi.com
YMCA청소년상담실 원미구 중1동 325-3100 www.pcymca.or.kr
근로자종합복지관 원미구 중2동 661-3030 www.nodong.or.kr/laborpia
나눔자활후견기관 원미구 심곡2동 323-9946 www.wonmijahwal.or.kr
부천노동복지회관 오정구 오정동 679-2900 www.bcwel.org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원미구 중동 654-0664 www.bmwh.or.kr
삼정노숙자쉼터 오정구 삼정동 323-3162 www.samjeong.org
소사자활후견기관 소사구 소사본1동 349-2355 www.sosajahwal.or.kr
원미자활후견기관 원미구 춘의동 654-7399 www.wonmijahwal.or.kr

※ 학교 홈페이지 2021학년도 원미중학교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및 2021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경기도교육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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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안전생활부 

1. 교내생활

【등․하교】

    1) 등교시간은 09:00까지 등교한다.

① 09:00분 이후에 등교하여 지각하는 학생은 담임선생님이 꼭 교실에 입실하여 나이스에 

   지각처리를 한다.

② 미인정결석, 미인정지각 등 미인정과 관련된 학생들은 학부모님께 당일 문자 메시지로 알

려준다.

  2) 등․하교 시 공원이나 한적한 골목길로 다니지 않으며 누가 부른다고 따라가지 말며, 항상 

     여러 명이 같이 다닌다.

  3) 교통질서를 지키고 특히 횡단보도 보행 시 신호등을 준수하며 좌우를 살피면서 건너고, 승하차시 

질서를 지킨다.

  4) 음식물을 먹으면서 보행하지 않는다.

  5) 학생으로서 품위 유지를 해야 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6) 하교 시 도중에 시내를 배회하지 않고 곧장 집으로 간다.

  7) 만화방, PC게임방, 기타 유흥장 출입을 하지 않는다.

  8) 수업이 끝나면 청소 및 담임교사의 종례를 마친 후 15시 30분(단, 화요일과 금요일은 16시 25분)에 

     하교한다.

  9) 학교나 가정의 연락 없이 도중에 지체하지 않는다.

  10) 혼자 다니지 말고 2~3명씩 짝을 지어 큰길로 다닌다.

  11) 귀가 후 외출 시는 반드시 부모님의 승낙을 얻고 단정한 옷을 착용하여야 한다.

  12) 오토바이 운전 및 탑승을 금지한다.  

  13) 등하교시 교복은 단정하게 입고, 실내․외화는 뚜렷이 구분하여 착용한다.

【수업시간】

    1) 시작종이 치면 조용히 예습한다.

    2) 수업을 받는 태도는 명랑하고 진실한 자세로 하고 숙고하는 모습을 가진다.

    3) 태도는 명랑하게 가질 것이며 말씨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표현한다.

    4) 특별교실을 사용하는 과목시간에는 주번학생은 미리 교과선생님께 가서 수업에 대한 지시를 

       받는다.

【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1) 타인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행동으로 인한 교사의 지시에 불이행하고 불손한 행동을 한 학생은

       담당 교사의 지시를 따른다.

학 교 생 활 인 권 규 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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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내에서 흡연으로 적발된 학생은 바로 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한다.

【폭력예방】

    1)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① 담임교사나 학생안전생활부, 학생안전생활부 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②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신고함

③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핫라인

④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⑤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⑥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⑦ 청소년 범죄신고 112 

⑧ 학교폭력신고전화 117

  3)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4) 학교폭력과 관련하여서는 학폭법, 학폭법 시행령, 교육부 지침에 따른다.

  5)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또래상담중조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6) 「학교안전지킴이 선생님」을 운영한다.

【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휴대폰 소지 및 사용

① 교내에서는 휴대폰의 전원을 필히 꺼 놓는다.

② 휴대폰의 소지는 학부모님의 허락을 득한 자에 한한다.

③ 휴대폰을 학교에 가져올 경우 분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학급회 자율적으로 수거하여 

   담임선생님에게 보관 조치하고 귀가 시 돌려받는다.

2) 규제사항

① 수업 중 휴대폰의 벨소리가 울리거나 문자 전송, 카메라 촬영 등을 하다가 적발될 시 

   훈계 조치한다.

② 수업을 제외한 일과 시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될 시에는 지도교사가 훈계조치 및

   봉사활동을 시킬 수 있다.

③ 시험 기간 중에는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학교에 가져온 

   경우 학급 조회 시간에 담임선생님이 수거한다.

④ 시험 중 휴대폰 소지가 적발 될 시 상황 등을 고려한 조사 결과를 통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부정행위를 판단하고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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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의복장 및 두발

【교복】등․하교 시는 반드시 교복을 착용해야 하며, 교복은 다음의 각 항에 제시된 기준에 맞춰

      착용한다. (단, 겨울철 교복 위 외투 착용을 허용한다.)

    1) 남학생

        ① 동  복 : 곤색(단추 3개 학교마크가 새겨 있을 것)상의 또는 지정된 가디건(교표 부착), 와이셔츠(흰색), 

                   베이지색 조끼(V자형 진한 갈색, 밤색넥타이), 진한 베이지 바지, 학교 마크 부착

                   (윗주머니 중앙에 1.5cm)      

        ② 춘추복 : 상의를 벗은 상태

        ③ 하  복 : 체크 칼라형(흰색) 상의, 진한 베이지 바지

2) 여학생

    ① 동  복 : 곤색(단추 3개 학교마크가 새겨 있을 것)상의 또는 지정된 가디건(교표 부착), 블라우스(흰색), 

                베이지색 조끼(V자형 진한 갈색, 밤색 넥타이), 베이지 주름 스커트 또는 바지, 학교 마  

                크 부착(윗주머니 중앙에 1.5cm)

    ② 춘추복 : 상의를 벗은 상태

    ③ 하  복 : 체크 칼라형(흰색) 상의, 체크 스커트(맞주름 5줄) 또는 바지

    ④ 치마길이 : 길이(키에 따라 적당한 길이로 하되, 무릎을 기준으로 지나치게 길거나 짧지 않도록 한다.

    3) 체육복

           (1학년)  o 동복 : 상의(하늘색) 하의(하늘색)   o 하복 : 상의(하늘색), 하의(하늘색 반바지)

           (2학년)  o 동복 : 상의(초록색) 하의(초록색)   o 하복 : 상의(주홍색), 하의(남색 반바지)

           (3학년)  o 동복 : 상의(자주색) 하의(자주색)   o 하복 : 상의(자주색), 하의(자주색 반바지)  

※ 1학년 때 색상을 3년간 유지하므로, 학년별 체육복의 색상은 순환한다

4) 착용 시기 : 아래의 시기로 하되 날씨에 따라 적의 조정하여 착용한다.

    ① 동복  : 10월 중순 ~ 익년 4월말

    ② 춘추복 : 5월초 ~ 5월말, 9월 중순 ~ 10월 중순

 ③ 하복   : 6월초 ~ 9월 중순

5) 명찰

 ① 부착 위치 : 교복은 상의 왼쪽 주머니 위쪽 0.5cm(가로 중앙에 위치) 위로 명찰 윗부    

        분만 박음질하고, 체육복은 상의 왼쪽 가슴 중앙에 박음질한다.

 ② 착용 방법 : 등교 후 주머니 위로 명찰이 보이도록 하며, 등 ․ 하교시는 명찰을 호주머니     

       안에 집어넣는다.

 ③ 명찰크기 : 7cm× 2.5cm

 ④ 바탕색과 글씨(2021학년도 기준)

       

1학년 청색바탕 흰글씨

2학년 녹색바탕 흰글씨

3학년 자주색바탕 흰글씨

※ 1학년 때 부착한 명찰의 색상을 3년간 유지하므로, 학년별 명찰의 색상은 순환한다.

   6) 임의로 학교에서 지정한 교복을 원형에서 변형하여 착용 할 수 없다. 또한, 교복 제작사 임의로

      디자인을 변경 제작한 것을 구입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상의는 동복, 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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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허리선이 들어가지 않은 박스형으로, 바지는 학교에서 지정된 색상의 바지를 착용할 

      수 있으며(바지의 색상은 치마의 색상과 동일한 색상으로 한다) 다음과 같은 의복은 착용할 수 없다.)

      ① 남학생 : 교복의 원형을 변형 또는 수선할 수 없으며, 발목 부분의 폭을 줄인 홀태바지

             (일명 닭다리바지), 발목부분의 폭을 넓힌 나팔형 바지 금지

 ② 여학생 : 교복의 원형을 변형 또는 수선할 수 없으며 상의의 허리선이 들어가게 한 경우,

            치마의 단을 짧게 하거나 폭을 줄여 몸에 바싹 달라붙는 경우, 치마의 단을 길게한

            월남형 치마.  

7) 여학생 스커트는 원칙적으로 변형을 할 수 없으며 무릎을 기준으로 지나치게 길거나 짧지 

   않도록 한다. 또한 폭을 줄여 몸에 꼭 끼게 입지 않도록 한다.

8) 속옷은 반드시 입는다. (러닝셔츠 등)

 

    (두발규정)

【남학생】 학생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두발을 전제로 하나 길이는 규제하지 않는다. 다만, 자연스럽지

         못한 스타일은 불허한다. (기계를 이용해서 머리속살이 보일 정도로 쳐 올리는 머리, 앞머리가

         뒷머리보다 긴 단발, 꽁지 머리 금지, 비대칭머리, 앞과 뒤 그리고 옆면의 길이의 차이가

         커서 부자연스러운 머리, 스크레치 등)

【여학생】 머리 장식 도구는 허용하되 붉은 색상의 계통을 지양한다. 색상이 화려하거나 현란한 장식품이

         달린 것들은 불허한다. 

【기타】

    1) 학생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머리 변형을 하지 않는다.(파마, 염색, 탈색, 브릿지, 스프레이, 

       무스, 젤 등 기타머리에 바르는 것)

2) 아름다움의 첫째조건은 청결이며 어른스러운 모양보다는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을 유지한다. 

   신체 결함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 변형을 인정한다.

   (기타용의복장)

    1) 귀걸이/목걸이/반지/팔찌  

     -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목걸이에 한해서 외관상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 허용한다. 외부에 

       노출이 됐을 시, 일시적인 보관을 할 수 있다.(1회 지적시 수업이 끝난 후 되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회 이상 적발시는 학생 혹은 부모님의 동의를 얻은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대 한 달)   

2) 화장 

      ① 학생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화장품 사용을 규제한다.(BB크림, 파우  더, BB가 들어간 썬크림,

          색이 들어간 립스틱, 쌍커플용풀 등) 단, 화상이나 심각한 외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허용한다. 

      ② 5회 이상의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생활교육위원  

         회에 회부하여 학교봉사 이상의 생활교육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화장품 : 1회 적발 시는 수업이 끝난 후 되돌려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2회 이상 적발시 

         학생 혹은 부모님의 동의를 얻은 후 압수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할 경우, 생활교육위원          

         회에 회부하여 학교봉사 이상의 생활교육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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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발

      ① 남녀학생은 굽이 없는 운동화를 원칙으로 한다

      ② 실내화는 학생용 실내화(흰색 끈 없는 운동화)로 하되 고가품은 지양한다.

      ③ 등교와 하교시에는 실내화를 신지 않는다. 이를 어길 시 방과 후 교내 환경미화 

         활동을 1시간 미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4) 손톱 : 위생에 맞게 정상에 맞게 하며, 색이 들어있는 매니큐어를 바르는 것은 불허한다.

    5) 가방 : 학생 신분과 활동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성인용이나 사치한 것은 제한한다.)

             보조가방도 학생 신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6) 눈과 눈썹 : 눈썹을 미는 일, 눈썹을 그리는 일, 눈썹 마스카라 하는 일, 혹은 눈썹 문신은

                  불허함.

    7)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① 안경 유리나 콘택트렌즈에 색상이 나타나는 것은 제한함.(단, 안과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1회 지적시 수업이 끝난 후 되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회 이상 적발시는 학생 혹은

          부모님의 동의를 얻은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학생생활교육규정

【생활교육의 종류와 기간】모든 기간은 확정되어 본인 및 학부모에게 통보된 날부터이며, 생활교육 

기간은 공휴일도 포함된다.

1) 학교 내의 봉사(1단계) :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

2) 사회봉사(2단계) :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

3) 특별교육이수(3단계) : 총 30시간 이내의 범위

4) 출석정지(4단계)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미인정결석처리)   

【생활교육 절차】생활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1단계), 사회봉사(2단계), 특별교육이수(3단계), 1회 10일 이내(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4단계) - 생활교육대상 학생을 교사가 발견하면, 담임교사의 1차 조사와 학년부

   장의 2차 조사를 거쳐며 이를 생활교육위원회 징계업무 담당교사가 진상조사를 토대로 취합 및 

정리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

 

【생활교육 방법】생활교육 내용에 따른 생활교육학생 지도는 다음과 같이 하되, 체벌 없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 친화적 학생 생활 지도 프로그램(경기도교육청, 2011년 2월)의 내용을 적극 반영  

    하여 사안에 따라 학생 지도에 활용하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 학교 내의 봉사(1단계) : 학교봉사에 해당하는 학생은 정해진 시간에 학년부장 및 해당학년    

교사의 지시를 받아 학교봉사에 임한다. (학교실정에 따라 총10시간 이내 범위에서 일수를 정 할 

수 있다) 봉사시간 운영은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시한다.

2) 사회봉사(2단계) :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학생을 생활교육하는 것을 말하며, 생활교육위원회 결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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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관과 연계한 지도로 학년부장과 협의하여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봉사활동을 한 후 

봉사 활동 확인서를 발급 받아 담임 교사에게 제출하고 학년부장의 생활지도 교육을 받는다. 

(다만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운영 사정 등 에 따라 총 25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

시 할 수 있다. 학교밖행정 및 공공기관 등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 단, 학교 봉사활동 인

정시간에서 제외)

   3) 특별교육이수(3단계) : 특별교육이수에 해당하는 학생을 생활교육하는 것을 말하며, 생활교

육위원회 결과 사회기관과 연계한 지도로 학년부장의 지시를 받아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 기관 및 특별 생활교육 

기관 운영지침의 교육방법 등을 따르도록 한다.(생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 출석정지(4단계) : 

     ① 출석정지 기간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②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

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며, 출석정지 기간에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방법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출석정지 기간에도 담임교사 등은 학생 및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의 반성 및 행동개

선을 지원하며 이 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5) 학교의 장은 위와 같은 내용의 징계를 시행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생활교육시 부과내용】생활교육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

  ① 학교환경 미화 작업

  ② 교사들의 업무보조

  ③ 교재 및 교구 정비

  ④ 교내 도서관 도서정비

  ⑤ 기타 교내 봉사활동

2) 사회봉사

  ①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②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③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3) 특별교육 이수

  ①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②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③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④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⑤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⑥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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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총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하며, 경기도교육감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지침

의 교육 방법 등을 따르도록 한다. 

4)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5) 출석정지 -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제공하며, 학부모가 학생의 교육을 담당한다.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후에도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경우는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생활교육 기준】학생생활교육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영역 내 용
학생생활교육기준

학교
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1
근태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 미인정결과, 미인정 외출을 10회 이상 한 학생 ○ ○ ○

2 미인정결석이 5일 이상인 학생
(대안학교, 홈스쿨링, 유학준비 등 학습목적의 경우 제외) ○ ○ ○ ○

3

수업
•

부정행
위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4 수업 중 학습분위기를 고의로 흐리게 하거나 기피한 학생
(흥얼거림, 노래부르기, 도구 이용 소리내기 등) ○ ○ ○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 ○5

6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 ○ ○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관여한 학생 ○ ○ ○7

고사 중 핸드폰을 소지한 학생 ○ ○ ○8

9 백지동맹을 주도, 동조한 학생 ○ ○ ○

답안지를 교환하거나 메모하여 이용한 학생 ○ ○ ○10

정답을 보여주거나 본 학생 ○ ○11

12 통신기기를 이용한 학생 ○ ○ ○

시험에 불응할 것을 선동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한 학생 ○ ○13

14

퇴폐행
위

학교에서 음란물을 탐독, 배포한 학생 ○ ○ ○ ○

15 담배(전자담배 포함) 또는 술을 소지한 학생 ○ ○ ○

16 흡연(전자담배 포함)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

17 청소년 유해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 흡입한 학생 ○ ○ ○ ○

18 도박을 한 학생 ○ ○ ○

19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 ○ ○

20 청소년 취업불가 업소에 취업한 학생 ○ ○ ○

21

절도

교내외에서 절도를 한 학생 ○ ○ ○ ○

22 절도를 공모 내지 방조한 학생 ○ ○ ○

23 금품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24
준법

채무 변제를 고의로 지체하거나 기피한 학생 ○ ○ ○

25 남의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빌린 학생 ○ ○ ○

- 40 -

  

26 교사의 객관적이고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27 학생들을 선동하여 교권훼손을 주도한 학생 및 가담 학생 ○ ○ ○ ○

28 교사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거나 신체적 위해나 위압을 가한 학생 ○ ○ ○ ○

29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

30 선도조치에 의한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 ○

31
징계 중 본조의 규정을 위반한 학생 ○ ○ ○

32 고의로 방화를 했거나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킨 학생 ○ ○ ○

33

준법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제증명 등) ○ ○ ○

34 공공기물(게시물 포함),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 ○

35 위험물질이나 흉기를 휴대한 학생 ○ ○ ○ ○

36 학교에 출입시 월담한 학생 ○ ○

37 경찰에 연행되었으나 범행정도가 경미하여 훈방된 학생 ○ ○

38 사법기관에 구속되어 학업이 곤란한 학생 ○

39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 ○

40 생활인권규정에서 정한 복장규정을 상습적으로 지키지 않은 학생 ○ ○ ○

41 그 밖에 법률에 위반하여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친 학생 ○ ○ ○

42 실내에서 침을 뺕거나 여러 차례 의도적으로 소리지르며 실내질서를 무너
뜨리는 학생 ○ ○ ○

43

통
신

불법프로그램을 제작, 복제에 관여하거나 배포한 한 학생 ○ ○ ○

44 불법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음란물 게시 및 홍보한 학생 ○ ○

45 타인에게 불법사이트 가입을 권유한 학생 ○ ○ ○

46 사이버머니나 아이템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기에 가담하거나 남의 아이디를 
도용한 학생 ○ ○ ○

47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학생 ○ ○ ○

48
바이러스, 악성코드를 배포하거나 개인정보를 위조 및 도용한 학생 ○ ○ ○

49 다른 사람에게 불법사이트, 도박, 게임, 물건구입 등 관련하여 인증을 강요
한 학생 ○ ○ ○

50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법아르바이트(성매매 알선, 가담)를 하거나 음란물을 
유통한 학생 ○ ○

51
안전

마스크를 상습적으로 미착용하여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학생 ○ ○ ○ ○

52 타 학생의 건강, 보건위생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학생 ○ ○ ○

53
원격수업

다른 학급의 쌍방향 원격수업시간에 참여하여 수업을 방해한 학생 ○ ○ ○

54 쌍방향 원격수업시간에 불량한 모습 또는 행동으로 수업 진행을 방해한 학
생(상의 탈의, 혐오복장, 특이한 행동 등) ○ ○ ○

55 기타 동일 학년에서 2회 이상 선도를 받을 때는 가중처벌한다. ○ ○ ○

※ 선도 내용 중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된 내용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권보

호위원회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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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요청】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규정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②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가해학생”이라 함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3) “피해학생”이라 함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단계 내용

이의제기

• 생활교육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학생 및 보호자는 5일 이내에 이의제

기를 할 수 있음

• 이때 학교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토록 서식을 제공하고 이의 신청서에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하도록 함
재심의 여부 

심의
• 소위원회에서 재심의 여부를 검토·심의

재심의 결정 • 재심의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해 학교장 결재로 심의를 결정

재심의

• 재심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결정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재심의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심의 관련 유의 사항

 -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재심의 청구가 있을 경우 학생과 보호자 입장을 최

대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과가 원 처분보다 불리한 방향으로 가중 

처벌되는 결과로 내려질 수 없음 

학교장 결재 •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장 결재 → 통보 → 생활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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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복지상담부

1 상 담 실  소 개

  원미중 상담실은 Wee Class(We＋education＋emotion)입니다. Wee Class란 학생들의 감성 문화

  코드에 걸맞게 상담실을 설치(개선)하고, 전문상담교사를 상시 배치하여 학생 및 학부모 모두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자녀의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진로상담실은 진로진학상담교사가 학생의 진로진학을 위하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2 상 담 실 에 서 는  어 떤  일 을  하 나 요 ?

  ▶ 개인상담 :  성격문제, 친구문제, 이성문제, 진로문제, 학업문제, 가정문제, 학교적응문제, 따돌림문제,

                 정신건강문제, 인터넷과다사용, 학교폭력, 기타 개인고민에 대한 상담 

  ▶ 집단상담 프로그램 : 5~6명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이해, 자기수용, 자기개방 등을 통한 자신의

                         문제 이해 및 해결 및 전 학급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프로그램

  ▶ 매체상담 :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워 학생들을 위한 미술, 카드, 놀이도구 등을 사용한 매체상담 실시

  ▶ 심리검사 : 성격, 흥미, 진로탐색 등 심리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다면적 인성 검사(MMPI), 

                Holland 진로탐색검사 등)

  ▶ 학부모상담 : 자녀문제로 고민되는 부분에 대해 직접방문, 인터넷 또는 전화상담

  ▶ 또래상담 동아리 운영 : 또래상담자 훈련과정을 통해 또래상담자가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에   

                             개입하여 여러 가지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스스로 찾거나 함께 해결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상담활  동 동아리 운영

  ▶ 외부기관 심리치료 연계 :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Wee센터 등

  ▶ 학업중단숙려제 상담 : 학업중단숙려제 시행 시 학업중단위기 학생을 위한 개별 상담실시

  ▶ 진로탐색검사 : 커리어넷을 이용한 진로탐색검사

  ▶ 진로와 진학 상담 : 진로 및 진학에 관한 맞춤형 상담

3 상 담 실 은  어 떻 게  이 용 하 나 요 ?

  ▶ 직접 방문 신청 : 4층 Wee Class 방문 신청 혹은 전화신청

  ▶ 전화상담 :  4층 Wee Class : ☎ (070) 7099-9542

                3층 진로상담실 : ☎ (070) 7099-9570

4 교 내  상 담 실  위 치

상담실 이용 안내 (Wee Class 및 진로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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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층 Wee Class, 3층 진로상담실

진로복지상담부

교육부에서 자녀의 꿈을 지원하는 진로소식지 ‘드림레터’와 진로동영상 ‘진로레시피’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니 자녀의 진로지도에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드림레터는 학교홈페이지에도 탑재)

◆  진로정보 콘텐츠 (드림레터, 진로레시피) 이용 방법  ◆

콘텐츠 형태 내용 이용방법

진로소식지 

‘드림레터’

문서

(격주

1회)

* 자녀와 세계에 대한  

  이해

* 건강한 직업의식과  

  가치관 세우기

* 다양한 진로정보    

  탐색

* pc / 모바일 이용

  학부모On누리 (www.parents.go.kr) 접속

 → ‘드림레터’ 클릭

* 애플리케애션 이용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접속

 → ‘드림레터’ 설치

* 원미중학교 홈페이지 이용 (www.wonmi.ms.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또는   

 → 진로진학상담 → 드림레터

진로동영상 

‘진로레시피’

음성 

및 

동영상

(매주 

화, 목 

주2회)

* 진로지도를 위한    

  다채로운 진로정보  

  제공

* 자녀의 미래 진로   

  설계를 위한 지혜   

  공유의 장

* 자녀의 미래 진로에  

 대한 다양한 관점   

 제 시

* PC 이용 

  유튜브, 또는 팟빵 (www..podbbang.com) 접속

 → ‘학부모를 위한 진로레시피’ 검색 클릭

* 애플리케이션 이용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접속 

→ 유튜브 또는 

   '팟빵(안드로이드)' 또는 ‘팟캐스트(아이폰)’ 설치 

→ ‘학부모를 위한 진로레시피’ 검색 , 구독

학부모 진로교육 지원 콘텐츠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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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년부

   학부모님께 나이스 학생·학부모 서비스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나이스 학생·학부모서비스’는 자녀의 성적, 출석, 생활기록부 등 자녀의 학교생활정보를 인터넷
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학교·학생·학부모의 소통창구입니다.

○ 나이스 학생서비스/학부모서비스 접속방법

나이스 대국민서비스(www.neis.go.kr) 접속

서비스 선택(학생서비스, 학부모서비스)

소속 시도교육청 선택

회원가입

로그인 후 서비스 이용

     ※ 학부모서비스는 서비스 신청(자녀 등록) 후 담임승인 필요(학부모 일치여부 확인), 개인정보가 포함된 학

생정보(학생부, 성적 등) 조회시 인증서 등록 필요

○ 학생·학부모서비스용 인증서 무료 발급 안내
인증서가 필요한 메뉴(학생부, 성적 등)를 편리하게 이용하시도록 학생・학부모서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를 학생・학부모 인증서 발급 서비스(keris.signgate.com)에서 무료로 발급하실 수 있
습니다.

인증서발급
서비스 접속

발급유형선택
(학생,학부모)

본인 확인
인증서

저장위치
선택

인증서 발급

○ 사용자 안내서 및 홍보영상 안내
자세한 서비스 이용방법을 보시려면 나이스 대국민서비스(www.neis.go.kr)와 학생·학부모 인
증서 발급 서비스(keris.signgate.com)을 참고하세요.

“내 자녀 바로알기” 학부모 서비스 신청 안내

http://www.parents.go.kr
http://www.wonmi.ms.kr/
http://www..podb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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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학생・학부모서비스 제공정보
   - 학생서비스(총 47종)

  

구 분 서비스 항목

나의정보(14종)
시간표, 출석부(출석현황, 출석상세조회),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성적표, 
고사별정오답표, 성적분석(교과평가, 향상도, 고사별점수, 성적변화, 학습진단), 
학교소속변경, 수강신청

나의생활(15종)
학교안내(기본정보, 학교환경정보), 학사일정(연간일정, 월간일정), 식단표(월간식단, 
주간식단), 가정통신문, 과목및담당교사,주간학습, 학교생활통지표, 창의적체험활동, 
봉사활동내역, 진로활동내역, 스포츠클럽, 국가수준학업성취도

나의건강(15종)
건강기록부, 건강체크(자기진단,체력평가), 건강정보(학습도움자료, PAPS콘텐츠, 
용어사전), 신체활동(활동처방, 활동일지, 일지분석), PAPS(평가결과, 결과이력, 
통계분석, PAPS지수, MY PAPS), 예방접종내역

방과후학교(3종) 조회및신청, 수강조회, 출석조회

   - 학부모서비스(총 74종)

  

구 분 서비스 내역

학생정보(15종)
시간표, 출석부(출석현황, 출석상세조회),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체험활동), 교육비납입현황, 성적, 성적표, 고사별정오답표, 성적분석(교과평가, 
향상도, 고사별점수, 성적변화), (내)자녀등록, 자녀정보조회

학생생활(19종)

학교안내(기본정보, 정보공시, 학교환경정보), 학사일정(연간일정, 월간일정), 
식단표(월간식단, 주간식단), 가정통신문, 과목및담당교사, 주간학습, 
방과후학교(신청현황, 출석조회), 초등돌봄교실 (돌봄교실신청, 돌봄교실신청현황), 
학교생활통지표, 개인별맞춤학습, 국가수준학업성취도, 봉사활동내역, 진로활동내역

학생건강(11종) 건강기록부, 자가측정, 신체활동(활동처방, 현재상태, 활동분석), 스포츠클럽, 
PAPS(평가결과,평가결과이력, 통계분석, PAPS지수), 예방접종내역

학생상담(3종) 공지사항, 신청및조회(선생님과의상담, 상담내역)

학생교육(20종)

학업지도(소개페이지, 내자녀학업지도, 전출입절차및방법, 학업지도관련사이트, 
학업지도게시판), 인성지도(소개페이지, 내자녀이해하기, 사이버공간이용방법, 
인성지도상담), 진학지도, 진로지도(소개페이지, 내자녀진로지도, 
진로검사및진로정보), 특수아지도(영재아지도, 장애아지도, 학습부진아지도), 
에듀넷학습정보(교과학습평가자료, 교과주제별학습자료), 학원교습소안내, 
PAPS학습모형

정보제공(6종) 학습자료(교외학습, 교내학습, 진로상담), 대입전형자료(자료제공현황, 상세제공자료), 
홍보자료

     (학부모서비스 관련 문의 : 본교 교무실 070-7099-9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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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부

□ 개인정보란 무엇인가요?

개인정보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

 ☞ 결합 했을 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와 개인을 평가

하고 판단하게 하는 정보(학력, 경력, 재산정도, 등)도 포함

□ 개인정보보호 오남용 피해방지 10계명

 1. 회원가입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약관을 꼼꼼히 살핍니다. 

 2. 회원가입 시 비밀번호를 타인이 유추하기 어렵도록 영문/숫자 등을 조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3. 자신이 가입한 사이트에 타인이 자신인 것처럼 로그인하기 어렵도록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합니다. 

 4. 가급적 안전성이 높은 주민번호 대체수단(아이핀:i-PIN)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5.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신규 회원가입 시 즉각 차단하고, 이를 통지받을 수 있도록 명의도용

    확인서비스를 이용합니다.

 6.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리하며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7. 인터넷에 올리는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P2P로 제공하는 자신의 공유폴더에

    개인정보 파일이 저장되지 않도록 합니다.

 8. 금융거래 시 신용카드 번호와 같은 금융 정보 등을 저장할 경우 암호화 하여 저장하고, 되도록

    PC방 등 개방 환경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9. 인터넷에서 아무 자료나 함부로 다운로드 하지 않습니다. 

 10.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처리되지 않는 경우 즉시 

개 인 정 보 보 호



- 47 -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합니다.(www.kisa.or.kr)

                                                                                 
3학년부

□ 방침

 1. 경기도내 일반고등학교(자율형공립고 포함)와 특성화고등학교 중 추천입학제(일반고 특성화학  

 과 포함)에 적용된다.  

 2. 중학교 내신성적은 교과활동상황 150점, 출결상황 20점, 봉사활동 실적 20점, 학교활동(수상    

 실적 및 자치회임원활동) 실적 10점, 총 200점으로 산출한다. 

 3. 자유학년제 시행 학년의 교과활동상황 성적은 고입전형을 위한 내신성적에 반영하지 않는다.

 4. 내신 성적 반영 기준과 시기

   

반영기준 적용대상 반영시기

봉사활동 공통 3학년 10월 말까지

학교활동
(수상실적 및 

자치회임원활동)
공통 3학년 10월 말까지

출결상황 공통 3학년 10월 말까지

교과활동상황
특성화고

3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까지

 단, ‘3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까지’란 학교별 중간 내신을 
산출하는 시기를 의미하며, 그 기간 내에 단위학교가 실시한 
모든 평가(지필평가, 수행평가 등)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결정
에 의해 100%로 환산하여 정함

일반고 3학년 2학기 학기말 성적까지

 

 5. 영역별 내신성적 반영 비율 및 점수

   

구분
(반영비율)

교과활동상황(75%) 비교과활동상황(25%)
비고

(100%)

일반교과(60%) 체육․예술 
교과
(15%)

출결상황 봉사활동 학교활동

2학년
(30%)

3학년
(30%)

전 학년
(10%)

전 학년
(10%)

전 학년
(5%)

반영 점수 60점 60점 30점 20점 20점 10점 200점

 6. 내신성적 산출은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학 포털시스템의 프로그램을 통해 산출하는 것을  

2022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내신성적 반영지침(안) 주요 사항

- 48 -

 원칙으로 한다.

□ 교과활동상황 성적 산출 방법

 1. 교과활동상황 성적 반영은 2, 3학년 성적을 반영한다.(단, 특성화고는 3학년 2학기 1차 지필  

 평가 성적까지 반영한다.)
 

 2. 학년 · 교과별 교과활동상황 성적 산출 방법(150점 만점)

  

구분
학
년

학기
기본
점수

계 산  공 식 총점 반영
비율

일반
교과

2
학
년

1학기 10점 10+과목수
이수과목 성취도 합

×+ 과목표준편차 합
이수과목 총점과목평균 합  × 

60점
만점

40%

2학기 10점 10+과목수
이수과목 성취도 합

×+ 과목표준편차 합
이수과목 총점과목평균 합  × 

3
학
년

1학기 10점 10+과목수
이수과목 성취도 합

×+ 과목표준편차 합
이수과목 총점과목평균 합  × 

60점
만점

40%

2학기 10점 10+과목수
이수과목 성취도 합

×+ 과목표준편차 합
이수과목 총점과목평균 합  × 

체육․
예술
교과

2,3학년 10점
+ ××이수 과목수 

×a  ×b  ×c

단 는성취도의개수 는성취도의개수 는성취도의개수임
30점
만점

20%

□ 출결상황 성적 반영

 1. 학년 단위로 출결 상황을 합산하여 결석일수를 산출하되, 미인정 결석만 포함하고 출석 인정  

    결석, 질병과 기타 결석․지각․조퇴․결과는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과정과),「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교육부훈령 제  

    331호) 참조】

 2. 학년별 출결상황의 내신점수 산출표

  

결석일수 0 1 2 3 4 5 6일이상 비고

비율(％) 100 90 80 70 60 50 40

1학년 [6점 만점] 6 5.4 4.8 4.2 3.6 3.0 2.4

2학년 [7점 만점] 7 6.3 5.6 4.9 4.2 3.5 2.8

3학년 [7점 만점] 7 6.3 5.6 4.9 4.2 3.5 2.8

 3. 무단으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이를 학년단위로 횟수를 합산하여 합산된 결과에 따라 3회를  

http://www.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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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석 1일로 계산하되 학년 단위로 무단결석 일수를 산출한다.

□ 봉사활동 실적 성적 반영

 1. 봉사활동 실적 성적은 1,2,3학년 3개년 동안 봉사활동 실적 40시간을 기준으로 내신점수 20점을  

 부여한다.

 2. 봉사활동 실적의 내신점수 산출표(3개년간)

  

시간
40시간  
이상

39~35 34~30 29~25 24~0 19~15 14~10 9~5
4시간 
이하

점수 20 19 18 17 16 15 14 13 12

□ 학교활동 실적 성적 반영 

 1. 학교활동 실적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전 학년의 수상실적 및 자치회임원활동을 토대로     

 내신성적을 산출한다. 단, 수상실적은 각종 교내 대회상과 행동발달 관련 표창장만을 반영한다. 

만점점수 기본점수 수상실적 자치회임원활동

10점 7점 학기당 1개 0.5점 월 평정점 0.1점

 2. 수상실적 점수는 합산하여 3점, 자치회임원활동 점수는 합산하여 2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본  

 점수 7점을 제외한 학교활동 실적 점수는 합산하여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교내 대회의 영역별(종목별) 시상 횟수는 학기당 1회로 제한하며, 학기당 수상인원은 영역별(종목   

 별) 실제 참가인원의 20% 이내로 학교장이 정한다. 

    ※ 시상은 수상인원 범위 내에서 등급별(1, 2, 3등급)로 할 수 있지만, 수상실적 점수 부여는 수상 등급  

   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 전국 단위 모집을 실시하는 학교의 교내 수상 실적 반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내신성적    

    반영지침의 수상실적 반영

 4. 행동발달 관련 표창(선행상, 효행상, 봉사상, 예절상, 모범상, 공로상 등)의 시상 횟수는 학기당 1회  

 로 제한하며, 학기당 수상인원은 학년 재적인원의 20% 이내로 한다. (※ 행동발달 관련 표창장  

 은 모두 동일 영역으로 간주함.)

 5. 수상실적은 학교장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로 하고, 또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시상한 각종 교내 대회상과 행동발달 관련 표창장을 인정한다. 다만, 시상의 남발을 예방   

   하기 위하여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에 기재되고 사전 예고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즉흥적이고  

   일회성을 띤 시상이나 학교생활기록부에 미반영된 시상은 제외한다.

    ※ 단, 교육목표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학기 초(학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연간시상    

 계획을 변경하여 학교장의 결재 후, 변경 계획을 공개한 경우의 수상실적 내용은 입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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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안전생활부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1항 -

2. 학교폭력의 유형

유형 예  시

신체

폭력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해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는 행동 등도 상대학생이 폭력행위로 인식한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

언어

폭력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카카오톡,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됨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금품

갈취

◦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기
◦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기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기
◦ 돈을 걷어오라고 하기 등

강요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등
◦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따돌림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등

성폭력 ◦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학 교 폭 력 예 방 교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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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폭력의 징후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사례

4. 사이버 폭력, 대처 방법
   • 피해자라면 증거를 확보하고 담임교사, Wee클래스, 전문기관(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에 도움을 요청

합니다.

   • 가해자라면 전문기관에 도움을 받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느끼도록 지도합니다.

   • 사이버 예절과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도록 가르칩니다.

   • 폭력적인 게임이나 영화를 멀리 합니다.

   • 인터넷게임, 채팅, 블로그, 휴대폰 메시지에도 관심을 가집니다.

   • 스마트 폰, 아이팟 등의 디지털 기기를 사서 주기 전에 신중하게 지도합니다.

   • 위험한 웹사이트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해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 컴퓨터는 가족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거실 등)에 설치합니다.

유형 예  시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등

사이버 

폭력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가해학생의 사례

가
정
에
서

◦ 부모님을 포함한 어른들에게 반항적이고, 무시하며 공격적이다.
◦ 또래 친구들에 비해 참을성이 없으며 화를 잘 낸다.
◦ 부모와의 대화를 기피한다.
◦ 외출이 잦고 친구들의 전화에 신경을 많이 쓴다.
◦ 귀가시간이 늦어지고 불규칙하다.
◦ 집에서 주는 용돈보다 돈 씀씀이가 크고, 사주지 않은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 

학
교
에
서

◦ 비행 전력이 있거나 또래 폭력 집단에 속해 있다.
◦ 교실에서 큰 소리를 많이 치고 반 분위기를 주도한다. 
◦ 교사와 눈길을 자주 마주치며 수업분위기를 독점하려 한다. 
◦ 교사가 질문 시 다른 학생의 이름을 대며 그 학생이 대답하게끔 유도한다. 
◦ 교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을 종종 나타낸다. 
◦ 친구에게 받았다고 하면서 비싼 물건을 가지고 다닌다.
◦ 다른 학생들을 지배하고, 굴복시키며 힘과 위협으로 자기주장을 세우고, 자기 뜻대로 관철시키려는 욕구가 강하다. 
◦ 음주, 약물 남용 또는 흡연 등의 행동을 한다.
◦ 난폭하고 강인한 것처럼 보이고, 피해학생에게 동정심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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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와 인터넷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대화를 자주 나눕니다.

5.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    •    • 피해학생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치위원회에서는 각종 보호조치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피해학생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6. 가해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조치(징계) 결정

  •   •   • 가해학생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치위원회에서는 각종 생활교육 조치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가해학생 

측의

     동의는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 하나의 사유로 여러 가지 징계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음 (퇴학은 의무교육과정에서는 제외)

  (  서면사과 + 출석정지, 서면사과 + 봉사명령, 봉사명령+ 5일간의 출석정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함(단,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란에 기록된 1, 2, 3, 7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며 4, 5, 6, 8호는 절차에 따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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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에서는 제외)

    ※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 위 1, 2, 3, 5, 6호는 긴급한 경우 학교장이 선 조치 후 자치위원회 추인 처리 가능함 

(단, 5와 6호는 병과조치 가능)

    ※ 학교폭력 발생 즉시 학교장이 출석정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시행령 제21조 해당 시)

    ※ 출석정지로 말미암은 유급 가능 

    ※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은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학생과 다른 학교 배정 (피해학생 우선 배정)

   

학교생활기록부 영역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1항

학적사항 특기사항 ○ 제8호(전학), 제9호(퇴학 처분)

출결상황 특기사항

○ 제4호(사회봉사)

○ 제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제6호(출석정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제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 제4호(학급교체)

7.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

   학부모의 언행은 자녀에게 기본적인 모델이 됩니다. 사랑과 관심, 대화로 자녀를 지도할 때 학교

폭력은 저절로 예방 및 근절 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해야 할 

항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   • 내 자녀도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   •   • 수시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자녀 개인의 행동발달 상황 및 교우관계를 파악합니다.

  •   •   • 자녀에게 생명의 존귀함, 상호 인권(인격) 존중, 역지사지, 책임 및 준법 의식 등을 인식시킵니다.

  •   •   • 자녀에게 사소한 폭력이나 장난이라도 약자 입장에서는 심각한 폭력이 될 수 있음을 교육시킵니다.

  •   •   • 자녀에게 혹시 폭력 피해를 당하게 되면 자신감을 가지고 대화로 당당히 맞서되, 어려울 경우 자리를 피한 후 

반드시 선생님이나 부모님 또는 친구 등에게 알리도록 지도합니다.

  •   •   • 폭력 피해 우려 자녀에게는 동반자를 만들어 주고, 등하교시 가급적 큰길을 이용하되, 필요한 경우 부모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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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하도록 합니다.

  •   •   • 상담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학교차원에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교사(전문상담교사, 담임교사, 학교

폭력책임교사, 학생부교사 등)과 협의하여 공동 지도하도록 합니다.

  •   •   • 자녀에게 모범된 행동, 웃는 얼굴, 온정적인 말, 사랑으로 대화합니다.

  •   •   • 평소에 모욕적인 말투를 쓰는 자녀, 잘난 체 하는 행동의 자녀, 유별난 복장을 하는 자녀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합니다.

  •   •   • 자녀에게 누군가로부터 원치 않은 유혹을 받거나, 위협을 느끼게 되면 선생님이나 부모님 또는 경찰 등에게 

알리도록 지도합니다.

  •   •   • 자녀에게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이나 불필요한 시내 배회를 하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   •   • 자녀가 조퇴를 하거나 결석을 하였을 때는 사유를 확인하고 지도합니다.

  •   •   • 자녀와 대화, 문자,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한 수시 관심 및 조언을 합니다.

  •   •   • 내가 직접 피해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학교 폭력 사실을 알았을 때는 바로 신고하도록 자녀에게 지도합니다. 

     그것이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는 길과 통함을 알려줍니다.

  •   •   • 자녀에게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알도록 지도합니다.

  •   •   • 자녀에게 친구들이 학교폭력에 가담하고자 할 때, 잘못된 일임을 친구에게 알리도록 지도하고, 잘못된 친구의 

행동에 동참하는 것이 친구간의 의리가 있는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학생안전생활부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계획적이고 반복적,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과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성폭력(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태만, 의무 불이행), 경

제적 학대,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다. 주로 아내에 대한 구타, 자녀에 대한 학대, 노부모에 대한 

학대가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타난다. 장애인을 둔 가정에서 장애아에 대한 폭력이 자행되기도 

한다. 

2. 가정폭력의 특성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문제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적절한 개입, 

치료, 예방의 시기를 놓치기 쉬운 특성이 있다. 폭력의 피해자들은 ‘맞을 짓을 했으니 맞지’라고 하는 

사회적 통념과 스스로의 자책감으로 인해 외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드물고, 사회적

으로도 가정폭력에 개입하는 것을 남의 가정 일에 끼어드는 일로 여겨 관심을 갖지 않으므로 

   가정폭력은 은폐된 채로 피해자들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폭력에 희생된다. 

3.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 봅시다.

  ▶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다?

가 정 폭 력 예 방 교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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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매 맞을 짓은 없습니다.

  ▶ 폭력이 동반되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가 아니라 엄연한 범죄입니다.

  ☞ 근원적으로 폭력이 근절되지 않으면 폭력은 주기적이고 반복되면서 폭력의 강도도 세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저절로 폭력의 행동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 내자식 내마음대로?

  ☞ 가정폭력을 직접 경험하거나 부모의 폭력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자녀는 성인이 되어서 가정폭력을 

행사 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 가정폭력은 가정 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에게 알리는 일이 수치스럽고 창피하니까 외부에 알

려서는 안된다?

  ☞ 외부에 알리지 않고 상대방의 폭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은 범죄이므로 이웃과 국

가가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폭력을 제지하여 행위자의 폭력성을 교정해야 합니다.

4. 가정폭력은 대물림된다. 

   폭력 남편의 70%이상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보고 자란 폭력 가정 출신이라는

   점에서 아이 세대에도 가정 폭력이 이어질 수 있다. 아들은 폭력 남편이 될 가능성이 높고, 딸은 

남성 혐오증, 남성 기피증을 보일 수 있다. 

   체벌은 폭력 성향을 키워서 배우자 폭행 가능성이 높고 우울증, 약물남용, 학교 폭력 등 비행의 

위험이 높다.

5. 가정폭력 신고 의무 규정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피해자들이 외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 잘 알려지지 

않으므로 피해자들은 계속 폭력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 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보호시설에나 상담소, 교육기관, 의료기관 

종사자는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 즉시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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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안내】

기관명 전화번호 지원 내용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휴대폰)지역번호+1366

피해자에 대한 1차 긴급상담, 서비스연계 (상담소, 
보호시설, 의료 및 법률기관), 긴급피난처 제공, 
현장상담서비스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상담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학대피해 노인 및 가족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국번없이 1388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일시보호소 제공, 청소년 상담서비스

경찰청긴급지원센터 국번없이 117 학교·여성폭력피해자 상담 및 수사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여성 법률구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가정폭력 피해여성 법률구조

112 국번없이 112 가정폭력신고 및 고소접수, 수사

119 국번없이 119 의료지원

    [자료 발췌 :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교육자료]

                                                 학생안전생활부

1. 아동학대’란 무엇을 말하나요? ‘아동학대’가 범죄인가요?

아 동 학 대 예 방 교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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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을 학대하는 사람은 주로 누구이며, 학대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나요?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 58 -

3.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게 되는 이유와 학대의 결과는? 

4. 아동을 학대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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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동학대 사례를 발견하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http://korea1391.org)

                                              학생안전생활부[보건]

1. 양성평등의 필요성

   남성과 여성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한 가정 내에서 부부가 상호 

존중하고 인정을 할 때 그 가정이 화목하듯이 사회조직 내에서도 남성과 여성이 상호 존중하고 

인정을 할 때 사회적 조화가 잘 이루어져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 사이를 가르고 있는 양성 불평등의 벽을 허무는 작업은 여성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보다 넓은 삶의 장을 열어 보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2. 가정 내에서의 양성평등 

   가정 내에서는 부부간에 평등하고 아들딸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성적 구분에 

의한 역할분담이 정형화되어지지 않고, 필요에 따라 돈벌이, 집안 일, 육아, 의사결정을 분담하는 

부부이며 남편과 아내의 시간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설거지나 아이를 

돌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여성도 남성만큼 사회활동과 여가시간을 가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3. 양성평등을 방해하는 생각들

   가. 여자는 집안 살림만 하는 것이 좋다.

양 성 평 등 교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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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자의 행복은 전적으로 결혼 잘 하는데 있다.

   다. 여자에게 적합한 직업과 남자에게 적합한 직업은 따로 있다.

   라. 남녀가 똑같이 일하는 경우 임금, 승진의 기회가 남자에게 먼저 주어져야한다.

   마. 남학생들에게 여학생들보다 철저한 직업교육을 시켜야 한다.

   바. 남녀가 함께 일하는 조직에서 책임자는 남자가 되어야한다.

   사. 남자가 울기는 왜 울어, 눈물을 보이는 남자는 연약하고 능력이 없는 남자이다.

   아. 여자는 남자에 비해 의존적이다.

   자. 남자는 씩씩하고 용감해야 하지만, 여자는 순종적이어야 한다.

※ 양성평등 실천을 촉진하는 생각들

  가. 집안 살림은 가족이 함께 분담한다.

  나. 행복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노력해서 이룰 수 있다.

  다. 여자나 남자 모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야 한다.

  라. 남녀가 똑같이 일을 하는 경우 승진, 임금의 기회도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마. 21세기에 한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 뿐 만 아니라 선

진적 시민의식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양성평등이다.

  바. 인종 간 지역 간의 차별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존중이 밑바탕 정신이 되고 국민화합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양성 평등의식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 여성을 보호하는 정책에서 양성평등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출산율은 미래의 

      우수한 노동력 확보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남성에게도 적용되는 모성보호 정책은 강화되어야 한다.

  아. 양성평등 정책이 선언적 평등에서 실질적 평등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남녀가 win-win하는 

      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 양성평등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의 노력뿐만 아니라 개인차원에서

      노력도 필요하다.

http://korea139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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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안전생활부

1. 학교와 인권

 가. 인권의 개념과 내용

오늘날, 인권이란 말은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용어가 되었다. 인권은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나. 학생인권의 개념

 ❍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교육기본법 제12조에서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고 학교운영

규칙과 교사의 교육할 권리가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 특히,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보장의무 조항이 신설됨(2007년 12월 14일). 

 ❍ 1989년 국제연합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

 ❍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복지권과 자유권, 평등권을 모두 인정하면서 아동(학생)인권에 관한 4개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비차별의 원칙(2조) 

   - 아동 최상의 이익(3조) 

   - 아동의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6조)

   - 아동의 의견에 대한 존중(12조)

 다. 학생인권의 구체적 내용

  ❍ 학생복지권 : 학생이 아직 발달상 성숙에 이르지 못했고 자기 이익을 추구할 능력도 갖추지 못했으므로

                 어른으로부터 통제와 보호, 양육,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학생의

                 권리에 해당한다는 생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권리를 보장해 줄 책임은

                 부모와 국가에 있다고 봄.

     ( 교육에 대한 권리 / 건강권 / 안전권 / 휴식과 문화에 대한 권리 / 적법 절차를 누릴 권리 / 

       특별한 보살핌을  받을 권리 / 권리를 지킬 권리)

  ❍ 학생 평등권 : 자유권과 복지권을 성별, 장애, 용모, 종교, 피부색, 나이, 학업성적, 재산, 부모의 

                  직업 등등에 의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당하지 않고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학 생 인 권 교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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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학생인권과 교권의 관계

  ❍ 교권은 학생인권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관계이다.

   - 그렇다고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학생을 바르게 이끌기 위한 정당한 노력이

     포기되거나 거부(교육포기)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에 학생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신장시키면서

      교권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창조적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2. 인권친화적 학교의 개념과 비전       

 가. 인권친화적 학교의 개념과 내용 

  ❍ 인권 친화적 학교는 학교 구성원들의 일상적인 학교 삶 안에서 인권의 가치가 생동하는 학교로서, 인권을 

      존중하는 실제적인 삶의 방식이 학교구성원의 일상생활 안에 뿌리를 내리는 학교이고, 그런 결과로 

      구성원의 삶의 실체가 높은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학교를 말한다.

    - 이런 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 개개인이 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특히 학교 내 권력관계상 약자인 학생의 인권에 대해 민감해야 

      한다. 따라서 인권친화적 학교는 학생인권이 상식화·보편화되는 학교를 말한다. 

 나.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 위한 교육주체의 역할

  ❍ 인권 친화적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주체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여

     서로 협력하고 공조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합법적인 논의를 통해 

     평화적 해결을 할 수 있는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다. 인권친화적 학교

  ❍ 권리의 존엄한 주체로서의 학생을 바라보는 학교 

   - 교육의 목적은 학생이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증진하고 지원하며 보호하는데 있기 때문에 

인권 친화적 학교는 학생을 학교생활 전반에서 존엄한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 참여와 결정을 학습할 수 있는 학교

   - 인권친화적 학교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학생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면서, 학생이 제시한 의견은 학생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학생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표현의 기회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함

  ❍ 자유의 행사를 통한 책임 있는 삶을 배우는 학교 

   - 인권 친화적 학교는 학생이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삶의 기술을 학교생활에서 

     경험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학교이어야 함. 

  ❍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에 맞서는 학교 

   - 인권친화적 학교는 학생의 ‘다양성’을 교육의 주춧돌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이고 어떤 학생도 어떤 

이유로든 부당하게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차이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차이를 이해·존중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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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안전생활부〔보건〕

1 성 교 육

Ⅰ   가정에서 성교육이 필요한 이유

 아이들에게 성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부모가 성에 대해 올바른 인식과 태도
를 가지며, 평소 아이들이 성적인 질문을 할 때 정답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담담한 태도로 대하고, 정확한 
용어로 솔직하고 진지하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성에 관한 밝고 건강한 느낌과 기운이 아이들이 성의식을 형성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기 때

문입니다.

2 성교육 임하는 부모의 자세

㉮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계 존중교육”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나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신체적, 정서적, 물리적, 언어적 경계 유지!

㉯ 자녀들의 성적 성숙을 인정하여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성교육은 신체과학적인 면과 사회적, 윤리적인 면을 함께 가르쳐 ‘올바른 성가치관’을 심어줍니다.

㉱ 질문에 답할 때는 당황하거나 피하지 말고 불충분한 대답이라도 좋으니 과장되거나, 거짓말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적절한 기회에 성교육 합니다. 한번에 이해할 수 있을 정도만의 정보만 줍니다. 

㉳ 부모도 성에 대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성교육자는 동성의 부모입니다. 

㉴ 부부간에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 앞에서 자연스럽게 표현합시다.

3 음란물 피해

• 음란물 중독 - 반복적으로 찾고, 더 강한 자극을 원함.

• 도덕적 죄의식이 없어짐 – 변태적인 장면도 자연스럽게 여기게 됨.

• 그릇된 성관념 – 성을 통해 사랑과 친밀함을 표현하지 못하고, 육체적 쾌락만 생각함.

자 녀 를 위 한 성 교 육 및 흡 연 예 방 교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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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을 보고 있는 우리아이를 우연히 봤을 때?

- 음란물은 우연히 접하지만 다음부터는 의도적으로 찾게 되는 것이 문제

- 청소년기의 자연스런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다그치기 보다는 자녀와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음란물이 왜 

나쁜지 서로 이야기 하세요

-

4 음란물로부터 우리 자녀를 보호하는 방법

• 스마트폰은 부모님께서 직접 관리해야 해요.

 - 스마트폰 구입시 명의를 학생(청소년용) 스마트폰으로 구입해야- 대리점에서 유해차단프로그램을 설치후 

판매 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유투브 통한 음란물은 차단이 안 됨)

 -스마트폰에 어플 : 유해차단프로그램 <어플> 설치하기 / <어플잠금앱> 다운받아 유투브,  인터넷 차단

•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음란사이트 접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세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

  - 그린아이넷 http://www.greeninet.or.kr 추천

  -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청소년 권장 사이트 설치

• 음란물 유해성을 설명해 주고 혹시 경험할 기회가 있더라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5 내 자녀의 올바른 이성교제 지도 TIP!!!

1. 사전에 대비하세요.

-내 아이도 이성교제를 할 수 있다는 마음의 준비가 늘 필요하다. 

-드라마나 영화를 본 후에 살짝 물어봄으로써 자녀의 이성관을 파악해둔다.

2. 일단 고마워하세요.

-자녀가 이성교제 사실을 밝히면 일단 화내거나 비난하지 마세요.

-먼저 자녀의 솔직한 태도에 대하여“그런 말을 엄마에게 하기 어려웠을 텐데, 먼저 이야기를 해주니 엄마가 

기분이 참 좋구나”라며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3.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들어주세요.

-대화를 시작할 때는 자녀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자녀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게끔 유도해주세요.

-자녀가 말하는 동안은 경청해주고 고개를 끄덕여준다든지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듣고 있음을 전해주세요.

4. 환경과 규칙을 만들어보세요.

-건전하고 도움이 되는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마련해 주세요. 

-이성 친구와 문자를 주고받느라 밤에 잠을 못 잔다면 밤 10시가 지나면 휴대전화를 특정한 장소에 놓아두게 

하는 등 규칙을 만들어보세요

-어디까지 스킨십이 가능한지 진지하게 이야기하여 기준을 정하고, 만약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스킨십을 했을 

때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도록 가르쳐 주세요.

5. 명령 보다는 생각이나 그로 인한 감정을 이야기하세요.

-정해놓은 약속을 어길 때는 자녀의 행동을 질책하기보단“밤에 늦게 들어오면 혹시 이성친구   

 와 나쁜 일이 있는 건 아닐까 계속 걱정이 되니 일찍 들어왔으면 좋겠다”처럼 부모의 명령이 아니라‘생각’보

다는'감정'을 전달하세요.

6. 올바른 이성교제를 위한 기본 예절에 대해 알려주세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상대의 개성과 특성을 존중한다.

-부모나 친지에게 소개하여 공개적으로 사귄다.

-복장과 선물은 학생 수준에 맞게 고르고, 공개된 장소에서 데이트한다.

-상대의 입장에서 배려해 주고 신체 접촉은 가급적 피한다.

http://www.greeni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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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소년 남·여 간의 성심리 차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 남성 ) 

-시각적인 자극에 매우 예민하고 단순함.

-‘성적 행위’,‘직접 접촉’을 통해 쾌감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적극적 욕망이 강함.

-사랑하는 감정이 없어도 성적충동에 쉽게 빠질 수 있다.

-여성들이 무조건 터프한 남성을 좋아 할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여성이 남성을 의식해서 싫어하는 느낌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는 경우, 마음속으로는 좋아하면서도‘내숭을 떠

는 것으로 오해’하거나‘그저 한번쯤 거부해 보는 것’으로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있다.

( 여성 )
-시각적인 자극을 별로 받지 않으며, 소극적인 양상을 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정과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강함.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함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랑의 감정을 느낌.   

-너무 단호히 거절하거나 심하게 거절하면 남성이 상처받을 것을 염려하여 싫어하는 느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향. (과도한 배려) 

8. 이성교제 시 성관계로 가기 쉬운 잘못된 말들에 대해 알려주세요.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성관계는 당연한 것이야.

-모든 것을 다 바쳐 우리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네가 성관계를 원치 않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나를 사랑한다면 내 부탁을 들어 줘.

-걱정 마. 나만 믿어.

9. 아울러 상처 주지 않고 헤어지는 방법도 꼭 가르쳐주세요. 

 청소년기는 이성과 사귀는 기간이 짧습니다. 그러니 헤어질 때 상대를 원망하지 않고 헤어지고, 자기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하는 법, 그래서 서로 '좋은 친구로 남는 법'을 귀띔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2 흡 연 예 방 교 육
  

                   

1. 청소년들의 흡연 특성

▶ 가족흡연 : 흡연자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흡연을 많이 함.

▶ 학교생활 : 학교생활이 불만족 할수록, 성적이 나쁠수록, 흡연하는 친구와 어울리는 시간이     

           길수록, 흡연하는 친구가 많을수록 흡연을 하게 됨.

▶ 용돈 : 용돈 액수가 많을수록 흡연율이 높고,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음.

▶ 학생이 인지하는 부모의 반응 : 부모가 자신의 흡연 여부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인정할       

           것이라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흡연을 많이 함.

▶ 부모의 양육 태도 : 거부적이고 통제적이라 느낄수록 흡연을 많이 함.

▶ 정서 : 불안감이 높고, 자아 존중도와 자기 통제력이 낮을수록 흡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

◈ 청소년 흡연의 단계
  ① '호기심' 이나 '어른이 되고 싶은' 이유로 실험적인 흡연을 하다가

  ② 실험적인 흡연이 규칙적이 되고

  ③ 규칙적인 흡연이 습관으로 바뀌고

  ④ 자신이 구매력이 생기는 성인이 되면서 습관이 중독으로 바뀌는 단계를 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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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시절에 담배를 피우는 경우 특히 16세 이하에서 피우는 경우 그 피해는 20세 이상에 담배를 시작하

는 경우보다 피해 정도가 3배 더 높습니다.  흡연량도 더 많아지고 니코틴 중독도 더 심해집니다.

2. 청소년 흡연의 문제점

 v 청소년 흡연은 성인 흡연보다 나쁘다.
   - 청소년기는 키가 1년에 10cm까지 자랄 정도로 세포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난다. 
    담배를 일찍 피우면 유해성분이 세포 깊숙이 침투하고 세포분열을 방해하여 성장을 저해한다.  
 v 청소년 흡연은 니코틴 중독이 심하다. 
   - 어린 나이에 흡연을 하면 니코틴에 노출되는 양이 많으므로 그 중독이 심해서 심리적인 
     의존도가 높다. 
 v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하면 폐암 사망률이 성인에 비해 높다. 
   - 15세 이하에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사람은 25세 이후에 담배를 시작한 사람보다 폐암 사망률이           
    18.7배나 높다.
 v 청소년 흡연은 두뇌 활동에 영향을 주어 사고 능력이 떨어지고 정서적 발달에 해롭다.
   - 흡연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는 우리 몸에서의 산소의 공급을 억제하여 뇌에서의 저산소증을 가져와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정서적 불안정을 초래한다.

  v 담배에 포함된 여러 가지 유해물질에 대한 해독능력이나 저항능력이 성인에 비해 약하다.
 v   금단현상이 쉽게 나타나 담배를 끊기가 어렵다.

 3. 최근의 다양한 담배의 종류

궐련형 전자담배(아이코스), 담배 유사 흡입제류(비타스틱 등) “ 청소년유해물건” 으로 여성가족부 지정!!

◈ 전자담배(액체형, 고형물)

전자담배가 금연 보조기로서 금연에 도움이 되거나 실제 흡연 보다 그 유해성이 적다고 광고하지만, 이는 사실

이 아닙니다. 휴대용 기화 장치를 통해 니코틴으로 이루어진 에어로졸, 향, 그 밖의 다른 화학 물질들을 흡연자에

게 전달하는 기구입니다. 담배의 중독성을 일으키는 니코틴을 주성분으로 하여 담배를 피우는 효과를 줍니다. 

-액체형(니코틴 액체 수증기로 전환)

-고형물( 아이코스 -연초 고형물을 가열해 흡입하는 형태)

◈ 알약형태(ariva) - 작은 알갱이 사탕처럼 생김

빠는 담배(dissolv-able) - 막대(이쑤시게 모양에 담배잎을 코팅함), 박카사탕모양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음

시누스(snus) - 항낭(sachet)이라는 작은 주머니에 담긴 형태로 빰. 치아와 잇몸사이에 넣고 사용

◈ 비타스틱 - 특이한 것은 비타민 보조제라고 하지만 담배처럼 연기가 발생해 마치 전자담배를 연상케 해 

청소년들에게 흡연 유도제로 악용 되고 있으며, 비타민의 액상이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하지만 기체로 흡입했

을 때의 안정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아 2016년 10월부터 판매중지 됨.(의약 외품 허가 문제로 판매 중단)

◈ 비타롱 - 비타 롱플러스는 명문제약의 비타민 스틱으로 담배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비타

민 흡입기입니다. 비타롱플러스 및 비타민펀치는 의료용 합성니코틴이 일부 함유되어 있는 제품으로써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판매금지 상품임

따라서 이제 비타스틱이나 비타롱 흡입하는 학생도 흡연에 준하는 생활지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는 데는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부모가 담배를 피우는 가정

의 청소년일수록 흡연율이 높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금연실천의지와 가정에서의 흡연예방 지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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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안전생활부〔보건〕

 
 봄철이 되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증가하면 학생들의 건강상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의 위해성과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행동요령을 안내 드리오니,

학생들이 등교 및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미세먼지 개념 :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

  ‣ 미 세 먼 지 (PM₁₀) : 대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직경이 10㎛ 이하의 먼지 (10/1000mm 보다 작은 먼지)

  ‣ 초미세먼지(PM₂﹒₅) : 대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직경이 2.5㎛ 이하의 먼지 (2.5/1000mm 보다 작은 먼지)

2. 미세먼지의 위해성

 ‣ 입자가 미세하여 코, 구강,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몸속에 흡입됨

 ‣ 먼지가 몸속으로 들어오면 면역 담당 세포가 먼지 제거

   - 부작용으로 염증반응 : 천식, 호흡기(폐렴, 폐암,  만성폐쇄성 폐질환, 특발성 폐 섬유화 등), 

     심혈관계(협심증, 뇌졸중) 질환, 조기 사망률 증가 등

3. 미세먼지 발생 시 건강수칙
  ‣미세먼지 ‘나쁨’ 이상인 경우 준수(호흡기·심혈관계·천식 등 민감군은 미세먼지 ‘보통’에도 준수)

  ‣장시간 실외활동 자제

  ‣ 외출 시 황사마스크 착용: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KF99)

4. 미세먼지 예보제와 경보제

5.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학기 초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예보제 (대기 모델링을 이용하여 예측 발표)
경보제 

(현재의 실시간 농도 측정값 기준으로 발령)

예보내용

농도별 예보등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

쁨

예보물
질

PM10 0~30 31~80 81~150 151이상

PM2.5 0~15 16~35 36~75 76이상

주의보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PM150㎍/㎥ 이상 2시간 지속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지속

경보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PM300㎍/㎥ 이상 2시간 지속
PM2.5 시간당 평균농도기
PM150㎍/㎥ 이상 2시간 지속

확인방법 :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정보)

확인방법 :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및 지자체
별 문자서비스 신청       

미 세 먼 지 대 응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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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5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 (담임 선생님께 전화· 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

이 인정됩니다.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  

2.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 어린이와 폐기능 질환자 등은 의사와 충분히 상의 후 마스크 사용 

3.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지체시간 줄이기

  ○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 참고 : 한 연구결과(Science Daily, 2016)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흡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행시 2∼6 km/hr, 자전거 운행시 12∼20 km/hr(성인기준) 속도 유지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샤워하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6. 환기, 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 실내·외 공기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

  ○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 실시, 공기청정기 가동(공기청정기 필터 주기적 점검‧교체)

< 환기요령 >

• 실내오염도가 높을 때는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실시(단, ‘나쁨’ 이상시 자연환기 자제) 

• 대기가 정체되어 있는 시간대를 피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하루 3번 30분 이상 환기

• 자연환기 시에는 대기오염도가 높은 도로변 외의 다른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 조리시 주방후드 가동과 자연환기를 동시에 실시하고, 조리 후에도 30분 이상 환기
   ※ 주택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매뉴얼(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12), 주거환경 중 주방에서 발생되는 실

내 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국립환경과학원, 2013)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학부모께서도 차량2부제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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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안전생활부〔보건〕

 

 3월 신학기를 맞아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쉽게 확산될 수 있는 인플루엔자, 수두, 홍역, 유행

성이하선염와 최근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19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감염병의 유행 및 확산 방

지를 위해 자녀의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단체생활 감

염병 예방수칙」을 실천하도록 가정 내에서도 지도 부탁드립니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19)  

 중국 후베이성(우한) 등에서 처음 보고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
한 정보가 밝혀질 때까지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증후군을 적용하여 대응

정  의 ∙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
질병분류 ∙ 법정감염병 :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         ∙ 질병 코드 : U07.1
병원체 ∙ SARS-CoV-2 : Coronaviridae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

전파경로
∙ 현재까지는 비말,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짐
  - 기침이나 재채기로 호흡기 비말 등

  -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짐

1) 잠복기 ∙ 1~14일 (평균 5~6일)

2) 진단기준
∙ 환자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

  -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3) 증상 ∙발열, 인후통, 호흡곤란 및 폐렴 등 다양하게 경증에서 중증까지 호흡기감염증 나타남 

4) 치료 ∙ 대증 치료 : 수액 보충, 해열제 등 보존적 치료
∙ 예방백신이나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 없음 

5) 치명률 ∙ 치명률은 1∼2%이나 아직 확실하지 않음
∙ 단, 고령,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가 주로 중증, 사망 초래 

6) 관리

<환자 관리>

∙ 표준주의, 비말주의, 접촉주의 준수
∙ 증상이 있는 동안 가급적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도록 권고
<접촉자 관리>

∙ 감염증상 발생 여부 관찰 

7) 예방

∙ 백신 없음
∙ 올바른 손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등 실시

∙ 기침 예절 준수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학 교 내 감 염 병 예 방 관 리

〕

피부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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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두

 가. 증상 : 발열, 발진, 수포, 피로감, 가려움                                     

 나. 등교중지 기간 : 모든 피부병변에 딱지가 앉을 때 까지 격리

 다. 예방법
  ① 예방접종 (12~15개월 영아의 기본접종 권장)
  ② 수두환자 격리, 수두에 걸린 사람과 같은 공간에 함께 있지 않기
  ③ 기침예절 지키기, 비누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하루 6번이상) 
  ④ 염소계 표백제로 문손잡이·변기 등 닦기(소독개념)

3.홍역  

가. 증상 
 ① 발열(38′C 이상)과 기침, 콧물, 결막염의 3가지 특징적 증상
 ② 홍반성 구진상 발진이 귀 뒤와 이마의 머리선을 따라 생기기 시작하여 몸통과 사지로 확대
 ③ 발진 출현 후 4일째부터 출현 순서대로 증상 소실

나. 전염력이 있는 기간(등교중지기간) : 홍역은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며 발진 발생 후 4일

다. 예방법

 ① 손씻기를 철저히하고 기침예절을 준수, 홍역 환자와 접촉하지 않습니다.
 ②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혼합백신-1차:생후 12~15개월, 2차:4~6세) 예방접종  을    
  합니다. 예방접종 완료 시 감염 우려는 적으나, 접종 후 시간경과에 따라 방어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발병할 수 있음
 ③ 감염 후 획득된 면역력은 평생지속 됨

 4.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가. 증상 : 이하선(귀 아래의 침샘)이 부어오르고 발열, 두통 등

 나. 감염경로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직접 접촉하여 감염 됨

 다. 잠복기 : 14~20일, 전염력이 가장 높은 시기는 증상 발현 1~2일 전부터 발현 9일까지 또는 부종이 가라앉   

   을 때 까지

 라. 예방법 : 예방접종으로 90%이상 예방가능, 환자와 접촉하지 않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히 하      

           기, 진단 후에는 등교하지 않고 가정에서 안정취하기

 마. 합병증 : 뇌수막염, 고환염, 난소염, 췌장염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건강한 아이들        

            은 특별한 합병증을 남기지 않고 회복되며 감염 후 획득된 면역력은 평생지속 됨

붉은 반점  ▶ 물집 (수포성발진) ▶     딱지   ▶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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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플루엔자(독감)

 가. 증상 : 고열(38∼40℃), 마른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과 두통, 근육통, 피로감, 쇠약감등      

         전신증상. 그 외에도 콧물, 코막힘, 안구통증, 구토, 복통 등이 동반될 수 있음

 나. 감염경로 : 비말을 통해서 전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 환경을 만진 후 눈,       

          코, 입 등을 만지면 접촉감염 발생가능

 다. 잠복기 : 1~4일(평균2일) 대체로 증상 시작 1일 전부터 발병 후 4~5일까지 전염력 있음

 라. 합병증 : 부비동염, 중이염 등 상부호흡기감염증, 모세기관지염, 기관지염, 폐렴 등 하부호      

         흡기 감염증, 뇌염, 횡단성 척수염, 심근염, 근육염(횡문근융해증), 기흉 등

□감염성 질병으로 진단을 받으면 바로 전화로 담임에게 알리고 추후 등교 시에 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 됩니다. 그러나 국가 위기 상황 시<현재 코로나 사태로 감염병 재난 위기 경보“심각”>

에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로도 출석인정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체생활 감염병 예방수칙

√ 첫째,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이 아닌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예절을 지켜 주십시오.

√ 둘째, 감염병 의심증상이 발생한 경우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곧바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십시오.

√ 셋째, 집단유행을 막기 위해 감염 환자는 전염기간* 동안에는 등원‧등교(학원 등 사람이 많은 장소 포함)를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학부모 준수사항

 ○(예방접종 완료) 아이의 생후 12~15개월 사이에 수두 접종과 12~15개월과 만 4~6세에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접종을 하고, 접종 여부를 모르는 경우 예방접종기록*을 확인하여 빠뜨린 접종이 

있으면 완료합니다.

   -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하여 미접종자는 3월 중이라도 접종 가능

   -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가까운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 가능

    * 지정 의료기관 현황은 예방접종 도우미(https://nip.cdc.go.kr)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명칭: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을 통해 확인 가능

   - 접종력 확인대상 예방접종 :중학교(2종) Td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여학생만 

대상) 

○ (개인위생 실천 교육)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올바른 기침예절 지키기 및 30초 이상 손씻기 실천을 생활화 

하도록 지도합니다. 

○ (자녀 감염시 등원 · 등교 중지) 감염병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확진되면 전염기간 

동안에는 학교(학원 포함) 등원·등교 하지 않도록 하고 사람이 많은 장소에 가지 않도록 합니다.

○ (환경 소독 등) 가정 내 장난감이나 시설 표면을 자주 닦고, 실내 공기를  주기적으로 환기시켜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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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불법찬조금의 정의 및 주요 유형

불법찬조금 정의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ㆍ청소년단체, 교육활동후

원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 또는 학

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화된 집단 촌지임
주 요 유 형

  학부모회, 임원회 등에서

   ▶ 학생 간식비, 학교행사 지원(스승의 날, 소풍, 운동회, 현장학습 등), 교직원 선물비, 심화학습반 운영비 등을 명목으

로 일정액을 할당ㆍ모금하여 집행

  학교에서
   ▶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그외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학교운동부에서

   ▶ 인건비 보조, 출전비, 훈련비 및 간식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Ⅱ  불법찬조금 발생 원인과 영향

  불법찬조금 발생원인

○ 학교발전기금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학교발전기금 회계 관련 업무처리에 대한 부담(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예․결산 업무 등)  으로 일

부학교에서는 예산 미편성

< 학교발전기금·불법찬조금 비교 >

 

학교발전기금 구분 불법찬조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성명의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성되는 행위

-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부 ․ 조성
※ 홍보시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조성하면 안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
- 학교발전기금회계로 편입

조성방법

- 자발적인 의사에 반한 모금 조성행위
※ 일정액 할당, 납부서 일괄배부, 개별 면담 

또는 전화를 통한 강요 등
-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는 행위

-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사용목적

- 법령에 의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행위
※ 교직원의 각종수당(인건비), 여비,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등
※ 각종협의회비, 간담회비, 선물비, 화환 등

불 법 찬 조 금 근 절 대 책

https://nip.cd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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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의 그릇된 참여의식· 관행 잔존
     학교행사 지원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 회원에게 일정액을 할당해 오던 관행이 잔존하며, 일부 학부

모 임원들이 일정액을 할당 모금하는 경우, 자녀의 불이익을 우려해 찬조금 모금에 동참

     자생단체에서 집단적으로 모금 집행하는 것은 부패행위가 아니라고 인식

   ○ 학교관리자의 불법찬조금 근절 의지 부족과 소극적 대처

     학부모들이 모금 집행한 불법찬조금은 학교의 책임이 아니라는 오해 

   ○ 학교운동부 운영경비를 직접 모금하여 집행

     경비수납과 집행 절차의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경비의 학교회계 편입을 꺼려하고, 학교관리자 

및 운동부지도자의 묵인·방치 일반화

 불법찬조금 발생에 따른 영향

○ 사안 발생 시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교직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일반국민들의 교육행정

에 대한 불신과 공교육의 공정성 의심 

   ○ 금품ㆍ향응 수수에 따른 교직원과 학부모간 신뢰도 저하

   ○ 불투명한 모금과정과 집행으로 인한 학부모 단체 구성원 간 분쟁 발생

   ○ 위법성에 대한 의식 없이 관행적 금품·향응 수수가 발생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

에 관한 법률」(이하 :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수수자, 제공자 모두 처벌 

 최근 5년간 불법찬조금 적발 현황

  [기준 : 2019.7월 (진행 중 사안 제외)]

   

연도
적발건수(건)

적발금액(원)
조치건수(명)

비고
초 중 고 계 주의 경고 경징계 중징계 계

2015 4 3 0 7 162,250,200 17 5 0 1 23

2016 1 0 2 3 241,163,000 0 9 2 1 12

2017 0 4 3 7 1,354,785,002 5 14 9 1 29

2018 2 6 6 14 341,738,893 13 17 7 3 40

2019 2 0 1 3 106,195,000 3 2 1 0 6

계 9 13 12 34 2,206,132,095 38 47 19 6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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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처분기준 개정의 기본 방침

○ 처분기준 강화

    비위유형에 따른 처분기준을 강화하여 불법찬조금에 대한 경각심 고취

  ○ 규정된 비위유형 외 처분기준 마련
- 불법찬조금 관련 사안은 학부모, 운동부, 교직원 등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횟수가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보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처분기준 외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분양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
정하여 처분 판단에 대한 유연성 확보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
- 교직원이 접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표4]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적용

- 불법찬조금 처분기준 개정(안) -

비위 유형
처분기준

주의 경고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 찬조금 모금·조성

모금 
강요

직접 개입 ○ ○ ○ ○ ○ ○ ○(추가)
간접 개입 ○ ○ ○ ○ ○ ○(추가)

절차 
미이행

부당목적 ○ ○ ○ ○ ○ ○(추가)
정당목적 ○ ○ ○ ○ ○(추가)

그 외의 경우(추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분양정 결정(추가)
□ 찬조금 집행

부당한 
목적 
집행

모금강요
직접 개입 ○ ○ ○ ○ ○ ○ ○

모금강요
간접 개입 ○ ○ ○ ○ ○ ○

모금을 인지 
하지 못한 경우 ○ ○ ○ ○ ○(추가)

정당한
목적 
집행

모금강요
직접개입 ○ ○ ○ ○ ○ ○

모금강요
간접개입 ○ ○ ○ ○ ○

모금을 인지 
하지 못한 경우 ○ ○ ○ ○(추가)

교직원 개인적 금품, 향응 수수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별표4]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적용
그 외의 경우(추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분양정 결정(추가)

불법찬조금 홍보 미실시 ○

Ⅳ  불법찬조금 예방․근절 대책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노력 

     ○ 학교장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

     ○ 학부모단체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철저, 학부모회 등에 최소운영 경비지원, 자체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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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찬조금 근절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운동부 학부모 등 연 2회 실시

    ○ 학교발전기금회계 및 청탁금지법 관련 안내 강화
    ○ 각종 교육연수 시 별도의 교육시간을 확보하여 반복적으로 교육실시

     ○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가정통신문 및 문자 발송

   신고채널 지속운영 및 보상제도 활성화

  

불법찬조금 신고처

 

홈페이지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 전자민원 → 부조리신고 및 상담 
→ 불법찬조금 신고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www.goebc.go.kr) → 참여 → 사이버신고센터 → 불법찬
조금신고센터

전화신고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 031-900-857~860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감사담당) ☎ 032-6200-324

익명신고 공직비리핫라인(공무원 부조리 신고) : 031)900-2955

* 한국투명성기구 한국투명성기구(www.ti.or.kr) → 한국투명성기구 신문고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홈페이지(www.hakbumo.or.kr) → 학교길라잡이 → 불법찬조금 및 교육

비리(☎ 02-393-8900, hakbumo@hanmial.net)

     ○ 공익신고 보상금제 운영 (신고대상) 공무원 등(사립학교 교직원,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직무와 관련하

여 금품·향응 수수 등 비위, 경기도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심의 

후 보상금 지급

  
   사전 예방활동 및 처분 강화
 
    ○ 불법찬조금 사례 전파·공유

   ○ 불법찬조금 민원발생 학교에 대해 감사 실시

   ○ 비리 확인 시 관련자 엄중 문책  

   ○ 교직원이 불법찬조금 모금에 직접ㆍ간접적 관여한 경우, 학교 측에서 불법찬조금 모금·조성 행위를 

인지하고도 묵인·방치한 경우 엄중 문책 

      ※ 단, 학교 내 불법찬조금 모금 사안을 인지하고 자진 신고 시 처분 감경 및 면제

   ○ 감사활동 강화 및 불법찬조금 발생학교(관련자) 엄중 처분

   ○ 불법찬조금 처분기준 엄중 적용 

   ○ 불법찬조금 발생학교(관련자)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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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기준(2020. 3. 1. 시행 )

      금  액

비위유형

처분기준 금액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찬조금

모금

․
조성

모금

강요

직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정직 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간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해임

절차

미이행

부당목적 주의-경고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감봉-강등

정당목적 주의 주의-경고 경고 경고-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그 외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분양정 결정

찬조금 

집행

부당한 

목적

집행

모금강요

직접개입
경고 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모금강요

간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해임

모금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조성절차
미이행 등)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감봉 감봉-강등

정당한 

목적

집행

모금강요

직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강등 정직-해임

모금강요

간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강등

모금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조성절차
미이행 등)

경고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교직원 개인적 
금품.향응수수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표4]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적용

그 외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분양정 결정

불법찬조금 홍보 미실시 경고

http://www.goe.go.kr
http://www.ti.or.kr
http://www.hakbumo.or.kr


- 77 -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기준 적용원칙>

⎆ 모금 ·조성단계 에서의 처분기준 금액은 “연간 모금액” 누계, 집행단계 에서의 처분

기준 금액은 “연간 집행액” 누계를 적용

⎆ 찬조금 모금·조성단계와 집행단계 중에서 처분은 높은 양정을 적용

⎆ “모금강요”행위에 있어서 “직접개입”은 Œ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교 교직원이 불

법찬조금 모금 또는 납부를 직접 요구한 경우, �가정통신문이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학교에서 직접 금액을 할당한 경우, Ž고액의 기금 납부자의 자녀에

게 포상 등 혜택을 주거나 기금을 납부하지 않는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학교 교직원이 불법찬조금을 직접 관리하거나 관련 장부 등을 관리하는 경우 등

이며,

   “간접개입”은 Œ특정 학부모 등을 통하여 모금·할당을 조장 또는 지시·요청하는 경

우, �학교와 관련된 금원사용을 위하여 불법모금하는 과정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을 방관 또는 묵인한 경우 등이며,

   “모금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는 학교 교직원이 모금과정을 전혀 모르고 금원을 제

공받은 경우에 해당함  ⇦ 찬조금을 집행했을 경우에만 해당됨

⎆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기준은 문책순위 1순위자에 해당하며, 문책순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적용

⎆ 불법찬조금 관련 징계는 감경배제

⎆ 학교운동부의 경우 불법찬조금이란 학교운동부 학부모(개인, 단체)가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당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

입 사용하기로 결정한 금품을 학교운동부 학부모(개인, 단체)가 결정을 따르지 않고,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또는 할당을 통하여 모금)·사용하는 경우에는

‘불법찬조금관련 처분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2014.09.0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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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적용 대상 

 ㅇ 적용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 학교법

인, 언론사

 ㅇ 적용대상 : 공직자등,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일반국민(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

2. 부정청탁의 금지행위 (아래 사항 총 15개로 구체화 함)

① 인․허가 등을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② 각종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③ 채용․승진 등 공직자의 인사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④ 심의․의결 등의 권한을 가진 위원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⑤ 공공기관의 수상․포상 등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⑥ 입찰․시험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⑦ 특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⑧ 정부의 각종 지원금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⑨ 특정인이 일감․용역 등을 사용하거나 독점하도록 하는 행위

⑩ 학교의 입학․성적 등의 업무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⑪ 징병검사․부대배치 등 병역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⑫ 공공기관의 평가․판정 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⑬ 단속․감사 대상에서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⑭ 수사․재판 등에 개입하도록 하는 행위

⑮ ①~⑭에 대해 권한 밖의 일을 하도록 하는 행위

3. ‘3‧5‧5’로 바뀐 청탁금지법(선물‧경조사비등 가액범위 조정- 2018.1.17.부터 적용)

구분 기존 변경

가액
범위

음식물 3만원 동일

선  물 5만원
5만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10만원)
경조사비 10만원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범위 상품권 등 유가증권 포함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외부
강의등
상한액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직급별 구분 있음
(시간당 20~50만원)

직급별 구분 없음

국공립학교 교직원
공무원과 동일

(시간당 20~50만원)
사립학교 교직원과 동일

(시간당 100만원)
공직유관단체
언론사 임직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동일
(시간당 20~40만원)

일반 언론사 임직원과 동일
(시간당 100만원)

외부
강의등
신고

사전 신고사항 외부강의의 유형, 요청사유 포함 외부강의등의 유형, 요청사유 제외

보완 신고사항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매년 신규채용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청탁금지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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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정청탁 위반 시 제재

유형 위반행위 제재수준

부정

청탁

금지

공직자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제재 없음
공직자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자(공직자 제외)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금품

수수

금지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 초과 금품 등 형사처벌>
동일인으로부터 직무관련 및 명목 여하 불문하고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 등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금품 등을 공직자 또는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1백만원 이하 금품 등 수수 과태료 부과>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백만원 이하의 금품 등
을 수수한 공직자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 등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금품 등을 공직자 또는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수수금액
2배이상 5배이하

과태료

기준초과 강의 사례금을 수수한 공직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금품등의 범위 : 금전, 물품, 기타의 ➀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➁편의제공 및 일체의 ➂유형 · 무형의 경제적 이

익을 포함(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

○ 재산적 이익: 금전 및 유가증권(돈, 수표, 지역화폐, 기프티콘(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 쿠폰 등)), 부

동산, 물품, 각종 회원권 및 티켓(할인권, 입장권, 초대권, 관람권 등)

○ 편의제공: 음식물, 주류, 골프, 교통, 숙박 등의 접대 또는 향응

○ 유·무형 경제적 이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5. 경기도교육청 청렴도 평가결과

  (국가권익위원회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2019년

종합청렴도 7.02 7.19 7.25 7.40 7.87
(▲0.47)

8.17
(▲0.30)

청렴도등급 5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1)

3등급
(▲0)

순위 17위 14위 14위 14위 - -
시도교육청 평균

(경기도교육청대비)
7.43

(▼ 0.41)
7.40

(▼ 0.21)
7.53

(▼ 0.28)
7.66

(▼ 0.26)
7.94

(▼ 0.07)
8.07

(▲0.10)

   □ 측정결과 세부내역

구분 (비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외부청렴도

(60.1%)
7.33

(4등급)
7.51

(3등급)
7.48

(4등급)
7.28

(4등급)
8.12

(▲ 0.84)
8.64

(▲ 0.52)
내부청렴도

(25.0%)
7.52

(4등급)
7.90

(3등급)
7.92

(3등급)
8.09

(2등급)
7.91

(▼ 0.18)
8.16

(▲ 0.25)
정책고객평가

(14.9%)
5.95

(4등급)
5.99

(4등급)
6.71

(4등급)
6.93

(3등급)
6.80

(▼ 0.13)
6.43

(▼ 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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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청렴도는 전년도 대비 0.52점 상승(3등급 유지)

   ① 부패경험 전년대비 0.99점 상승  ② 부패인식 전년대비 0.04점 하락

   ③ 외부부패사건 발생 감점 없음

 ○ 내부청렴도는 전년도 대비 0.25점 상승(3등급→2등급)

    ① 청렴문화 전년대비 0.25점 상승     ② 업무청렴 전년대비 0.40점 상승

    ③ 내부부패사건 발생 0.03점 하락

 ○ 정책고객평가는 전년도 대비 0.37점 하락(4등급 유지)

    ① 부패인식 전년대비 0.26점 상승   ② 부패통제 전년대비 0.06점 상승 

    ③ 부패경험 전년대비 3.65점 하락

  □ (참고) 2019년 17개 시․도교육청 종합청렴도 현황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비고

강원교육청

경남교육청
대구교육청
부산교육청
울산교육청
제주교육청

경기교육청
광주교육청
서울교육청
세종교육청
전남교육청
충북교육청

경북교육청
대전교육청
인천교육청
전북교육청
충남교육청

-

※ 등급별 
   순서는 

   “가나다”
   순임

6.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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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1

가. 주요 법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정 -2016년 2월

    -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법으로 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2016년 8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나. 주요 제도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역할을 강화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자체적인 교육활동 침해 판단기준 마련,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사건 

조사, 가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조치 권고 등 교육활동 보호 및 침해 사건 처리 업무 주관

  - 시･도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보호 시책 심의, 단위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못한 사건의 

조사 및 분쟁 조정, 피해 교원 치유 및 복귀 지원 등의 업무 담당

  - 학교 및 시･도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학부모와 지역인사를 포함하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교원치유지원센터 설치

 -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 가능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 비용 지원 가능

 -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 요건(피해 교원을 위한 심리 상담 또는 법률 자문 프로그램 구축, 전문인력 및 상담실 확보 

등) 명시

교육활동 침해의 개념2

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주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라 규정하고 

있다. 학교관리자, 교육행정기관, 동료교원, 지역주민, 언론 등도 교육활동 침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교육활동 보호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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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➀ 형법상 상해･폭행죄, 협박죄, 명예에 관한 죄, 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➁ 성폭력범죄 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➂ 불법정보유통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➃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그리고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제2조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➀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➁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➂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➃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교육부장관 고시로 규정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3

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 행위

 * 공무집행방해(국･공립학교의 경우) 

  일반적으로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협박 또는 위계를 함으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교육부장관 고시로 규정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1)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적 언동(말과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2)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말함

  *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보호자가 교사에게 하루에도 수차례 수시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교사의 업무나 수업에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 교사의 수업 및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생활지도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자가 지속적으로 부

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 자녀의 개인적인 이유로 체험활동 등 각종 교육과정에 반복적이고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간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방안4

 가. 사안 처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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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적 지원 강화

- 학교구성원 간 인권존중 교육을 통해 예방적 지원 강화

- 교육활동 침해 사안 상담 및 법률 자문 운영

- 교육활동 침해 발생 예방을 위한 연수 및 대응 매뉴얼 교육

￭ 사안 발생 시 적극적 교원 보호

-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 및 심리 치료 지원

- 피해 교원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강화

- 즉각적인 사안처리로 2차 피해를 막고 사실 왜곡, 와전되지 않도록 조치

 
나. 무관용 원칙 적용

￭ 관용적인 태도 지양

￭ 교육활동 침해는 명백한 위법 행위

￭ 피해교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 처벌 가능(예: 공무집행방해죄) 

￭ 상급기관 의무 보고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 금지

다.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처벌･징계 유형
 교육활동 침해 시 학생만이 아니라 그 학부모에 대해서도 특별교육 의무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학처분 등의 징계 가능
가) - 단, 퇴학처분의 경우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에서는 불가능
나)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실시
다) -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

라) -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 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하여 운영
마)

 징계는 임의 처분이 아니라 학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며, 학생과 학부모의 충분한 의견진술권 부여
바) - 퇴학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 가능

사) (참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비교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

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

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

①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

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름

-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가운데 ʻ강제전학ʼ 조치는 불가능하다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5구합

9780)이 있었으며, 현재 대법원 계류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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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위주의 과도한 사교육의 폐해방지 및 학교 내 선행학습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공교육

정상화법 제8조(선행출제금지) 및 제13조(지도․감독), 제14조(시정․변경 명령)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내용을 살펴보시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을 위한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공교육정상화법이란?

◦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

◦ 초·중·고등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을 금지하기 위한 법.

◦ 중·고등학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도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

어나지 못하도록 함.

 ○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란?

<선행교육>

․ 수업이나 방과 후 학교에서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앞서는’교육

과정이란 해당 학기, 학년, 또는 학년 군에서 학습하도록 계획된 내용에서 벗어난 내용을 말한다.)

<선행학습 유발행위>

․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 교내대회 등

에 출제하는 행위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

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학부모의 책무

공교육정상화법 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

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적용의 배제

․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

․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 제1하에 따른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 국가교육과정과 시ㆍ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상 체육ㆍ예술 교과(군), 기술가정 교과(군), 실과, 

제2외국어, 한문, 교양 교과(군), 전문교과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뒷장의 Q&A 첨부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선행학습 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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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로 알아보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Q: 공교육정상화법의 시행으로 학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요?
A :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억제함으로써 학습 부

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 분 주체 정의

선행교육 교육관련기관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 

선행학습 학습자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 

Q: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서 선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은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이루어진 교육 또는 학습을 의미합니다. 통상

적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는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학기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Q: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선행학습도 이 법에 따라 금지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에서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선행 교육 또는 선행학습에 관하여 공교육정상화법이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등 교육관
련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Q: 한 학기 내에서 담임선생님이 교과진도 운영계획보다 실제 진도를 빠르게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
육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한 학기 내에서 계획보다 빠르게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이 아닙니다.

Q: 상급학교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전에 상급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과목을 지도하
거나 과제를 부여해도 되나요?

A: 입학 예정 학생에 대한 교육은 선행교육에 해당합니다. 입학 전 신입생 적응교육(오리엔테이션)
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소개하는 경우는 선행교육이 아닙니다. 그러나, 입학이 예정된 학생에
게 1학년에서 학습할 내용을 입학 전에 미리 지도하거나, 과제를 부여하는 경우는 선행교육입니
다.

Q: 방과 후 학교에서 교과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교과 프로그램을 심화·보충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할 수 있으나 반드시 학생의 자율적 참여를 존중해야 하며, 정규수
업을 대신한 교과서 진도 나가기 등 교육과정 정상화를 저해하는 프로그램 운영은 금합니다.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

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 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②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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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결과 및 신규사업안내

1 2020학년도 학교시설 현대화사업 추진결과

2 2021학 년 도  신 규 환 경 사 업  안 내

교육환경개선 사업 사업비(원) 비고

시설

LED조명교체사업(목적,시보조금) 213,256,510
교사동 및 

 운동장내 외등 전면 교체 

석면제거사업 8,456,000 53.7㎡

학교시설쾌적성청소비 10,000,000 교사동 전체

계단논슬립 설치 24,000,000 교사동 동편, 서편, 중앙

급식실 트랜치공사 17,854,000

물품 급식실 오븐기구입 37,562,000

합  계 311,128,510

교육환경개선 사업 사업비(원) 비고

시설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저검 3,010,000

물품 노후방송시설개선사업 136,502,000 대응지원사업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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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교회계 예산내역

2021학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서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산출기초(원)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비목

1.이전수입 524,295

1.학교운영비전입금 366,446 학교운영비전입금 : 366,446,000원 × 1교 = 366,446,000

2.목적사업비전입금 157,849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처우개선비, 정기안전점
검, 행정실무사인건비 157,849,000

2. 학부모부담수입 53,548

1.급식비 31,672 교직원급식비 :5,350원×32명×185일= 31,672,000

2.방과후학교활동비 3,600 방과후활동비 : 36,000원×25명×4텀= 3,600,000

3.현장체험학습비 5,820

1학년 현장체험학습비: 15,000원×150명×1회= 2,250,000

2학년 현장체험학습비 : 15,000원×118명×1회= 1,770,000

3학년현장체험학습비 : 15,000원×120명×1회= 1,800,000

4.졸업앨범대금 7,200 졸업앨범비: 60,000원×120명= 7,200,000

5.교복구입비 5,256 교복구입비 : 36,000원×146명= 5,256,000

3. 행정활동수입 1,300

1. 사용료및수수료 60 학교시설사용료(운동장): 20,000원×3회= 60,000

2.기타행정활동수입 1,000 예금이자 : 500,000원× 2회= 1,000,000

4. 기타행정활동수입 240 폐식용유매각등 기타잡수입 : 240,000원×1년= 240,000

4. 기타수입 10,000

1. 순세계잉여금 10,000 2020년도 이월금 : 10,000,000원×1회= 10,000,000

5. 반환금 13,443

1.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 13,443 2020년 시보조금사업(부천아트밸리외 ) 13,443,000

세입합계 602,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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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서

사업
예산액 비 고정

책
단
위

세
부

세부
항목 원가통계비목

1.인적자원 운용 21,100

1.교직원복지및역량강화 1,600 교직원직무연수비,교직원문화행사

1. 기타교직원보수 19,500 교원연구비, 교직원 직책 및 관리수당

2.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86,282

1.학교급식운영(학교자체) 7,510
학교급식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비용

2.교직원급식비(수익자) 31,672

3. 학생및교직원보건안전관리 16,870 학생 건강검사, 보건실운영, 학교안전공제회비 등

4. 학생환경위생관리 6,094 수질검사, 공기질검사 , 방역소독비 등

5.학생복지 24,136 교육복지사인건비, 졸업앨범, 교복품질검사비

3.기본적 교육활동 43,261

교과활동지원, 과학교과활동,기술교과활동, 가정교과활동,체육
교과활동,예술교과활동,특수교육교과활동, 창의적체험활동, 현
장체험활동(현장학습,수련활동,주제별체험활동), 동아리활동,봉
사활동, 진로활동 등

4.선택적 교육활동 19,290 방과후학교운영, 독서활동운영(도서관운영,사서인건비 등)

5.교육활동 지원 87,825 교무학사운영,생활지도운영,학습지원실(방송,상담실,정보화실등)
운영

6.학교 일반운영 331,385 부서기본운영비,업무추진비,행정지원인력인건비,공공요금,시설
관리용역비,학교운영위원회운영비 등 

7.학교재무활동 13,443

세출합계 602,586



- 91 -

<5층>
준비실 정

수
기

화

장

실

준비실

계단 계단

기술실 가사실자유학기

교실(물품)
3-1 3-2 3-3 3-4

제3연구실

1년, 3년
(순회교사)

진로활동실 창고
(책상/의자)

서고
수업분석실

모둠활동실

<4층>

어학실

정
수
기

화
장
실

준비실

계단 계단

과학실2
1-1 1-2 1-3 1-4 1-5

햇살

나눔터
(교육복지실)

원미공감터
(복지상담실)

Wee

class

과학

준비실
시청각실

<3층>

제2연구실

학생부/특

활부/진로

부/2학년

(순회교사)

정
수
기

화
장
실

도서관

계단 계단

동아리실 A

(밴드, 댄스)
2-1 2-2 2-3 2-4 동아리실B

(통기타)

상담실
학부모상주실

여교사

휴게실

체력

단련실
발간실  도서관

열람실
 

 <2층>
청운관(체육관)

통로

컴퓨터실

정

수

기

화

장

실

준비실

계단 계단

과학실1급식실(식당)서버실 푸른2반 푸른1반 학생회의실 행정실 교장실
  

<1층> 
주차장

준비실
계단 정

수

기

음악실
화

장

실

화

장

실

화

장

실

당

직

실 

샤

워

실

엘리

베이

터

영양교사실

계단

물탱크실

창고

중앙현관
동편
현관미술실 조리실서편

현관

일시적
관찰실

제1연구실

교감/교무부/연구부

변
전
실

방
송
실

보건실

화단 화단 구령대 화단

 수도                               운  동  장

교 실 배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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