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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 특색 사업 & 역점 사업
현행

의견
<특색사업 선정>
● 문화 예술교육

우리 학교는 올해 아래 9개의 역점과제를 운영
하였음
1.
2.
3.
4.
5.
6.
7.
8.
9.

학생 중심 창의적 교육과정
독서 논술 교육 강화
소프트웨어 교육 -->
다양한 체험 중심 교육과정 운영
문화, 예술, 체육 교육의 활성화
배려와 나눔의 실천 중심 인성교육
전문적 학습공동체 내실화
학생 자치회 활동 활성화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

코딩수업이 학생들 관심도가 높고, 참여도가 높았음.
문화예술교육같은 경우 밀려서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음,
다양한 악기 체험해 보는 것 자체는 좋았음.
현악부 예산 지원, 체험, 전에 시흥시에서 참여했을 때 소수 학교만 참여,
도일초 하면 떠오르는 우리 학교 만의 브랜드로 살리기에 적당하다고 판단됨.

<역점사업 선정>
● 기초-기본교육
학생, 학부모 희망 높음. 온라인 학습상황에서 필요성 높음.

● 디지털 리터러시, 기초 ICT소양교육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 다운받고, 온라인 수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소양교
육 필요함.

***참고
2021학년도에는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변경, 구체화하여 우리 학교만의 브랜드를 만들고자 함
- 특색사업이란 우리 학교가 가진 강점을 최대한 살려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사업
- 역점사업이란 우리 학교가 가진 약점을 집중적으로 지도하여 일정 수준까지 올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사업

Ⅱ

원격학습 상황에서의 자치활동 활성화 방안

***전교 자치활동뿐만 아니라 학급에서의 자치활동도 포함함
● 토론토의 활동, 다양한 온라인 상황에서의 문제, 이슈 해결이 필요할 때 활동.
● 줌 이용 학급행사 -> 줌으로 크리스마스 행사 등
온라인 폼을 활용한 다양한 학교 행사 활동 참여.
● 창의적 체험활동 계획시 월별 줌 행사 사전 계획. 선생님 – 학생 같이 논의하여 행사 내용 결정.
-> 교사 위주로 결정(현행) -> 개선 필요
>> 교육과정상, 특정 행사는 무조건 온라인으로 계획하는 것도 좋을 듯.
● 학급 게시판 등, 과제 등 올렸을 때 학생들이 스스로 확인하거나, 동료평가 하는 등 자치회 역할.
-> 처음에는 잘 안될 수 있으나 많이 해보고 경험을 쌓는 것도 좋을 것.

Ⅲ

기타 의견

● 내년 플랫폼은 E학습터로 가는 게 좋겠음.
● 유튜브 부적절 광고, 영상 노출 등 관련하여, 유튜브 링크 올리지 않고 다운받아서 E학습터에 올려주는게 좋겠음.
● 출결은 아침에 조례 때 하는 게 좋겠음.(일일히 댓글 확인 x) --> 보조장부 등 사용해서 일일이 체크 하는 않는 게
좋겠음.
● 투명가림막 교체 여부
● 1층 중앙현관 유리 쇼케이스 리모델링 여부, 예절실 한복 상태 점검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