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  표 교  화 상징동물

학교 전경 및 시설

학교브랜드

나를 찾아가는 학교

미래를 만드는 학교



교  가

고     황   산    맑   은   정   기    우  리 의  예  지     되    고
끝     없   는    배   움   향   해    높  이 든  우  리     이    상

조     촐  한     경   희   동   산     우   리 의  정 서 되   어
내     일  의     광   명   위   해     불   굴 의  의 지 갖   고

지   - 덕  체     맑   게  닦  아    사   - 회  의    양   심  되   자
인   - 성  을     맑   게  닦  아    국   - 가  의    이   성  되   자

새   - 가  치   창  -  조 하 여       온   누 리  에    밝   혀 보 자
새   - 문  화   건  - 설 하 여       복   지 동  산    이   뤄 보 자

오    오     경  희   여        너 는 나  - 의        마 음 의   고 향

경    희     경  희  -여       너 는 내  일 에        조 국 의  지 성

조영식 작사

김동진 작곡



경희인의 노래

젋 은   시 절  꿈  을  안   고    청 운따 라 나 서    서   경     희  의 – 배 움
여 명   의 빛  찬  란  하   다    지 구위 한 반 도    에   세     계  는 내땅 의

터    에  내   잔  뼈  굵   - 었   네    즐 -  겁    고  괴    롭    던
계    속  인   류  는  인   간 가   족    우 리  모    두  손    잡    고

지난 날 의일 - 들   도   봄 -  가   을 지 나  도  니    한 폭 - 의 그 림 만 같
세계 평 화이룩 하   고   복 지  동   산 건 설  하  는     지 도 자 중 지 도자 되

네     
오    경 희 여       우 리 는   그 대아 들 딸       창 의 와   진 취 노 력세

협 동 정 신 으 로 내    조   국  걸 머  지   고     전  진  하  리    다      내

조  국  걸 머    지   고   전 진  하 리 -  라           축 복 합 니   다

선 배 들 이   여       뒤 따 르 리   다       그 대  들 의   뒤       가 시 는 곳

마  다    큰 뜻 이 루   고       겨 레의 살 길   위  해    길 잡 이되 어 주  오

조영식 작사

김동진 작곡



학교의 역사

✤ 1959. 12. 12. 학교법인 고황재단 이사장 조영식 박사에 의하여 경희대학교 병설 경희중･고등학교 설립

✤ 1960.   2.   9. 문교부장관으로부터 경희중･고등학교 설립 인가. 중･고교 각 18학급

✤ 1960.   3. 11. 교사 신축 총 3,123평 중 제1차 공사 건평 1,184평의 교사 신축 공사 착공 

✤ 1960.   4. 15. 개교 및 본 재단 이사장 조영식 박사 초대 교장으로 취임

✤ 1961.   4.   1. 이사장 조영식 박사 교장직 이임 및 제2대 김병운 교장 취임 

✤ 1961.   5. 15. 제2차 교사 신축 공사 1,184평의 공사 착공 

✤ 1962. 12. 12. 남녀공학에서 남･녀 학교로 분리하여 남･녀 중학교는 5학급씩 전 15학급으로 증설 인가

✤ 1963.   1.   4. 고등학교를 남･녀 학교로 분리, 남자고등학교는 5학급씩 전 15학급으로 증설 인가

✤ 1963.   9.   5. 제3차 신축 775평에 대한 공사 착공 

✤ 1963. 12.   5. 고등학교 6학급씩 전 18학급으로 증설 인가

✤ 1964. 11.   4. 중학교 6학급씩 전 18학급으로 증설 인가

✤ 1967. 11.   7. 중학교 8학급씩(1,140명), 고등학교 7학급씩(1,260명)으로 증설인가

✤ 1969.   3.   1. 학교 기구 개편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분리

✤ 1975. 10.   2. 중화민국 臺灣省立 台南 제1고급중학교와 자매결연

✤ 1979.   2. 28. 제3대 송재명 교장 취임

✤ 1987.   3.   1. 제4대 오일환 교장 취임

✤ 1993.   3.   1. 제5대 여성구 교장 취임

✤ 1997.   8. 20. 일본 土浦日本大學高等學校와 자매결연

✤ 1999.   4. 29. 일본 創價高等學校와 자매결연 

✤ 1999.   9.   1. 제6대 김명빈 교장 취임

✤ 2001.   3.   1. 제7대 박문수 교장 취임

✤ 2002.   3.   1. 운동장(인조 잔디) 공사

✤ 2002.   6. 10. 5층 증축 공사(8개 교실)

✤ 2003.   9.   1. 제8대 장종특 교장 취임

✤ 2007.   9.   1. 제9대 홍익표 교장 취임

✤ 2008.   1.   4. 청운재(공부방) 개관 

✤ 2008.   6. 27. 인조 잔디 운동장 준공식

✤ 2009.   7. 17.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 2010.   5. 15. 경희고등학교 개교 50주년 기념행사

✤ 2015.   9.   1. 제10대 이규섭 교장 취임

✤ 2018.   1.   1. 제11대 윤희정 교장 취임

✤ 2018.   9.   1. 제12대 이정규 교장 취임

✤ 2022.   2.   8.  제60회 졸업식(244명), 개교 이후 총  19,651 졸업



Contents

 학교 소개

PART 교육 계획의 밑바탕Ⅰ

1. 서울 교육 방향 ······································································ 3

2. 경희 교육 방향 ······································································ 4

3. 경희 건학 정신, 운영 목표 및 역점 과제 ······························ 5

4. 학교장 학교 경영관 ······························································· 6

5. 중ㆍ장기 학교 발전 계획 ······················································· 8

6. 2022 학교평가를 위한 학교 만족도조사 결과 ····················· 9

PART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Ⅱ

1. 3개 학년 교육과정 ······························································ 15

2. 창의적 체험활동 연간 계획 ················································ 21

3. 3학년 수능 이후 교육과정 운영 계획 ································ 22

4. 학급편성 및 이동수업 운영 계획 ········································ 24

5. 학사일정 ·············································································· 26

6. 2022 진로 계열별 대회 및 행사 ········································· 30



2022학년도 학교교육계획
경희대학교병설 자율형사립고 경희고등학교

PART 부서별 업무 추진 계획Ⅲ

1. 교무기획부 ·········································································· 47

2. 대외협력부 ·········································································· 53

3. 교육연구부 ·········································································· 58

4. 학생부 ················································································· 63

5. 창의체험부 ·········································································· 75

6. 체육부 ················································································· 87

7. 1학년부 ··············································································· 94

8. 2학년부 ············································································· 100

9. 3학년부 ············································································· 104

10. 학교 도서관 ···································································· 109

PART 교과별 교육 계획Ⅳ

1. 국어과 교육 계획 ······························································ 117

2. 수학과 교육 계획 ······························································ 119

3. 영어과 교육 계획 ······························································ 122

4. 사회과 교육 계획 ······························································ 125



Contents

5. 과학기술과 교육 계획 ······················································· 130

6. 예술과 교육 계획 ······························································ 136

7. 체육과 교육 계획 ······························································ 138

8. 제2외국어과 교육 계획 ···················································· 140

PART 특색 사업Ⅴ

1. 의생명과학과정 프로그램 ················································ 145

2. 전공심화연구 프로그램 ···················································· 150

3. 창의ㆍ로봇 스쿨 운영 계획 ··············································· 152

4. 경희 인성교육 프로그램(J-ROTC) ··································· 156

5. 멘토링 프로그램 ······························································· 161

6. 외국어 인재 프로그램 ······················································· 165

7. IT 전문 과정 프로그램 ······················································ 166

8. 드론스쿨 운영 계획 ·························································· 168



2022학년도 학교교육계획
경희대학교병설 자율형사립고 경희고등학교

PART 부   록Ⅵ

1. 교직원 명부 ······································································· 173

2. 부서별 업무 ······································································· 174

3. 교무실 좌석배치도 ···························································· 177

4. 위원회별 조직표 ······························································· 178

5. 학생 출결 관리(근태 사항) ·············································· 179

6. 교과서 안내 ······································································· 181

7. 학생 생활평점 제도 ·························································· 183

8. 부서별/교과별 예산안 ····················································· 184

9. 세입ㆍ세출 예산안 ···························································· 188

10. 학교 시설 현황 ································································ 190

11. 교실 배치도 ···································································· 191



2022학년도 경희고

학교교육계획



미래형교육을선도하는명문사학경희고등학교

PARTⅠ 교육 계획의 밑바탕

1. 서울 교육 방향

2. 경희 교육 방향

3. 경희 건학 정신, 운영 목표 및 역점 과제

4. 학교장 학교 경영관

5. 중ㆍ장기 학교 발전 계획

6. 2022 학교평가를 위한 학교 만족도조사 결과





PART

Ⅰ.

교
육

계
획
의

밑
바
탕

PART Ⅰ. 교육 계획의 밑바탕

   3

1 서울 교육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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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희 교육 방향

문화세계의 창조

창의적인 노력

진취적인 기상

건설적인 협동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1. 창의적인 노력과 진취적인 기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태도를 기른다.

2. 밝은사회 운동을 생활화하고 선의ㆍ협동ㆍ봉사-기여의 정신을 기른다.

3. 미래를 개척하는 굳건한 의지와 강인한 체력을 기른다.

1. 우리은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인건 복권에 기여한다.

2. 우리는 선의ㆍ협동ㆍ봉사-기여의 정신으로 아름다고 풍요하고 보람 있는 사회를 이룩한다.

3. 우리는 인간가족의 정신으로 내 조국을 사랑하고 인류 평화에 기여한다.

경희정신 교  훈

밝은사회 운동 헌장

교 육 목 표

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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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희 건학 정신, 운영 목표 및 역점 과제

1  경희 건학 정신

2  운영 목표 및 역점 과제

✲ 운영 목표

- 경희정신을 바탕으로 바른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인재 육성

- 사랑과 열정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교육 풍토 조성

- 교육공동체간에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 창조

- 균형잡힌 사고와 건전한 가치관 형성(양성평등 등)

✲ 역점 과제

- 경희정신을 바탕으로 바른 인성과 강인한 체력을 기르는 교육

- 성공적이고 신뢰받는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적이고 실력을 갖춘 인재 육성 

- 사랑과 열정으로 학생을 지도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감동하는 교육

- 교육공동체간에 서로 신뢰하는 교육활동이 전개되는 학교 문화 창조

“문화세계의 창조”를 통한 홍익인간의 이념을 구현

문화세계는 고도의 과학문명과 심오한 정신문화가 조화를 이룰 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 안으로 사회를 민주화하고 밖으로 국제화, 세계화를 지향할 때 실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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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장 학교 경영관

① 교육과정 부문 ② 진학 부문 ③ 미래인재 육성 부문

1  수업 부문 

❶ 학생 중심의 다양한 수업 방법 및 평가 방법 개선

➠ 교과별 특색에 맞는 수업 방법 적용(수준별 수업, 토론 발표 프로젝트형 수업 등)

     : IB교육을 통한 제4차 산업혁명 대비

➠ 평가 방법 개선(과목 특색에 맞는 수행평가를 통한 사고력 향상 유도) → 수업혁신

➠ 창의적 미래학교와 스마트 학교 구축 → 수업혁신

❷ 교사의 수업 연구 환경 조성

➠ 교무행정전담팀 구성 : 교육행정의 전문화, 교사의 교수 업무 적극 지원

➠ 행정부서와 학년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교사 본연의 업무 적극 지원  

➠ 창의적체험활동부 주도 미래교육 시스템 도입 및 적용  

➠ 모든 교과 및 진학관련 1인 1교원학습 공동체 구성

❸ 교육계획서와 학교규정 내실화

➠ 민주적 절차를 바탕으로 실천 중심의 세부적 교육계획 수립

➠ 학교규정에 의거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학교 운영

➠ 학년별 적용 차별화

2  진학 부문

❶ 맞춤식 진학 시스템 운영

➜ 완벽한 학교생활기록부 관리(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 교내 대회 활성화, 창체활동, 인성교육) 

➜ 체계적인 학생진로에 맞는 로드맵 운영

➜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독서 교육 실현 ← 사서 및 독서 지도사 선생님 중심 역할

➜ 지역사회 및 병설기관(대학, 병원, 연구소)과 협력하는 교육시스템 구축

학교 운영 목표

미래･창의･혁신 인재 육성

(건강한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인성을 갖춘 전문 인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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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학습 환경 조성

➜ 교실과 청운재를 활용한 자율학습 활성화(평일, 주말)

➜ 자기주도학습 체계화를 위한 자기주도학습 전문 지도교사 운영

❸ 다양한 외국어 교육 강화

➜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글로벌 리더 양성을 목표로 외국어 교육 강화

➜ 모의유엔총회(경황제), 해외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외국어 학습 연계 추진)

➜ 필수언어(영어) 및 선택언어(중국어/일본어/인도어/기타언어) 교육강화

❹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한 학생 선택 기회 제공

➜ 맞춤식 개별 교육과정 지향 → 진학의 방법보다 방향에 초점

❺ 수능대비 생활화(주간 논술 교과 지필평가 실시)

➜ 논술전형 및 정시 대비 철저

➜ 수업 혁신 개선 연구 및 수능형 문제 출제

3  미래인재 육성 부문

❶ 창의로운 인지역량 함양을 위한 인문학적 소양 배양(봉사/체험/특강)

❷ 인성을 갖춘 협업 역량 함양(스포츠 활동 강화/동아리 활동 강화/또래활동 강화)

❸ 정서 함양을 위한 미술 및 음악의 생활화(아침음악방송/경희가족음악회참가/문화체험활동실시/

교실 및 복도 생활 미술 활동 유도)

❹ 학생 자치법정 운영 - 자율적이며 책임지는 미래인재 양성

❺ 긍정적인 학교문화 조성(칭찬 운동, 장점 찾기 운동 전개)

➜ 학생, 교직원 포상제도로 확대 

❻ 경희가족 정신 함양

➜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서로 신뢰하고 소통하는 학교문화 조성

➜ 병설학교간 교육과정 및 수업교류와 인적자원 공유

❼ 5월18일(개교기념일)을 경희데이로 지정하여 선배동문(사회직장인)과 후배동문(대학재학생)을 해당 대학에서 모여 

사회경험과 진로설정의 노하우를 조언하는 만남의 날 지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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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장기 학교 발전 계획

영역 세부 추진 과제
연도별 추진 계획

2018년~2022년 (발전 단계) 2023년~2027년 (도약 단계)

전문화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다양화
 의학과정 내실화 
 IT 과정 운영

 국･내외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과 교류 확대
 고교학점제 대비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

 외국어 교육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인도어교육 실시
 러시아어, 아프리카어, 베트남어 등 다양한 

외국어교육 확대 실시

학력
신장

 독서･토론･발표교육
 독서퀴즈대회, 독후감경시대회, 

독서 토론대회 운영
 도서관 활용 수업 권장

 개인연구 발표대회
 도서관을 활용한 독서교육 전 교과 확대 실시

 교과별 경시대회
 교과별 탐구대회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전 교과로 확대

 소수정예 방과후학교
 1팀 5명으로 구성된 동아리와 연계된 

방과후학교 운영
 교과, 비교과가 조화된 방과후학교 운영

 외국대학 진학 프로그램  송도 외국대학 분교 진학 프로그램 추진  다양한 국가 유학시스템 개발

 의학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의학과정 운영을 통한 의학전문가 양성  신약개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추진

 과학교육 활성화  실험·발표위주의 수업 진행
 경희대 및 대학 실험실을 활용한 방학 중 

연계수업 추진

 진학전문가양성  진학·학습 연구 동아리 운영
 진학전문가 과정 추진
 학습전문가 과정 추진

인성 
진로
지도

 생활체육 활성화  농구, 축구, 배드민턴, 플라잉 교육실시  농구, 축구, 배드민턴 등 1인1기 활동

 학생 상담시스템 구축  상담요원 확충 및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지역사회와 연계한 상담 프로그램 도입

 학생상담 강화
 진학 교원공동체 활성화
 학과별 로드맵 구축
 후견인 제도시행

 전교직원의 진학상담 전문가 양성
 학생별 로드맵 작성
 동일 후견인 팀대상 선후배 멘토링 체제 구축

 진로교육 활성화
 다양한 검사 및 활용
 전일제 진로체험

 진로체험의 활성화, 스타트업팀 활성화

 국제교류 확대  중국, 동남아, 일본 등  방학을 활용한 교환학생프로그램실시

 대입 진학시스템 개발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체계 확립
 개인별 맞춤식 입학지도
 D/B화 관리

 과정별, 학과별 맞춤식 진학지도 체제 구축

 인성 교육  J-ROTC 운영  인성 및 리더십 양성의 핵심코스 구축

교육
환경
개선

 교원업무 경감  행정전담시스템 구축  교과위주의 부서 조직 개편

 학생기숙사  학생기숙사 운영  학생기숙사 신축

 학교 시설 및 환경 정비
 운동장 잔디 교체
 학교 건물 앞 정원 정비 

 실내체육관 건축

학교
공동체
강화

 학교홈페이지 활성화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한 소통 확대  과정별 홈페이지 운영 

 학부모 학교 참여 
 학부모 학교 참여사업 개발
 리로스쿨 운영
 학부모 동아리 활동 실시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 추진
 삼위일체(교사, 학부모, 학생)동아리 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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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평가내용(평가지표) 평가 문항
설문 대상

교원 교직원 학생 학부모

Ⅰ. 
학교자치

 학생 중심의 자치활동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학생자치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학교에 건의하는 등 학생자치회가 원활히 

운영되었는가?

4.3 - 3.7 -

 참여·소통·협력하는 

학교문화 조성

 대면 및 비대면 소통 수단을 통해 결정한 사항을 적극 반영

(내용 공지 및 실행)하였는가?
4.5 5.0 3.9 4.4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통한 

교육 활동 집중 여건 조성

 각종 공문서 축소, 불필요한 행사 감축 등 행정 중심이 아닌 교육

과정 운영 중심으로 학교 업무가 조직화 되었는가?
4.5 5.0 - -

 지역사회 연계한 상생교육

(동대문구청, 지역기관)

 지역사회의 물적·인적 자원을 학교 방역, 감염병 예방 물품 

지원, 원격 수업 시스템 구축 및 콘텐츠 마련 등에 적극 활용

하였는가?

4.7 5.0 - -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통한

행복교육 실현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설문조사 등 다양한 경로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활동에 반영하였는가?
4.6 - - 4.2

Ⅱ.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특색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창체 및 교과와 연계한 다양한 진로·진학 관련 프로그램 

(진로특강, 진로체험 등)을 운영하였는가?
4.4 - 4.1 4.3

 학생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 및 

운영하고 있는가?
4.5 - 3.9 4.2

 원격수업에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 온라인 콘텐츠활용 수업, 

과제 제시형 수업 등 다양한 수업이 내실있게 운영되었는가?
4.8 - 4.0 4.2

 코로나19 대응 탄력적     

학사 운영 및 내실화

 등교 및 원격수업 기간을 고려하여 행사 축소 및 통합, 운영 방법 

변경 등 학사 운영에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였는가?
4.8 - 3.9 4.3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수업 만들기

 온·오프라인을 연계하여 상호작용 및 피드백을 활성화하는 

수업을 운영하였는가?
4.7 - 3.9 4.1

 학생들의 행동, 

성장을 돕는 수업

 성취기준 재구조화, 수업 관찰을 통한 평가 등으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4.5 - 4.0 4.1

 교원학습공동체 활성화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 지원

 다양한 원격수업 운영방법, 기자재 활용방법, 원격수업 나눔 

등 자율적 교원연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4.8 - - -

6 2022 학교평가를 위한 학교 만족도조사 결과

1  2021학년도 학교평가 지표별 평가 결과



2022학년도 학교교육계획

10    미래형교육을 선도하는 명문사학 경희고등학교

영역 평가내용(평가지표) 평가 문항
설문 대상

교원 교직원 학생 학부모

Ⅲ. 교육 

활동 및

교육 성과

 학교 특색 교육 사업

(미래인재, 전공심화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학교 특색 교육 사업(미래인재, 전공심화 

등)이 활발히 운영되었는가?
4.8 - 4.1 -

 문화예술교육 및 

학교체육 활성화

 예술 활동, 체육활동이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원격수업에 적용이 가능한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4.6 - 3.8 3.9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학교도서관이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학교 내 지식정보· 

자기주도학습의 종합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4.4 - 4.0 -

 맞춤형 교육복지 프로그램

(사회통합 프로그램)

 맞춤형 교육복지 프로그램(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충실히 운영

되었는가?
4.7 - 4.0 4.0

 교육복지 안정적 지원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적시에 원격수업 기자재가 지원되어 

수업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4.7 5.0 4.0 4.2

 참여형 민주시민교육 

편성 및 운영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4.4 - 4.0 -

 평화·역사·통일 교육 및 

세계 시민교육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평화 통일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가?
4.2 - 3.8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안전한 

학교 조성

 건강 상태 자가 진단의 활용, 발열체크, 교실환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지도, 상시 소독 등의 방역 수칙 준수 

및 안전교육을 강화하였는가?

4.9 5.0 4.0 4.4

 교육시설 안전 강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급식실 가림판 설치, 개인용품 사용, 

앞 사람과 간격유지 등으로 급식실 안전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4.8 5.0 4.0 4.4

 예산 편성 · 운영의 

 투명성 제고

 학교의 각종예산을 정비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

(원격수업 운영, 방역, 예방물품 구입 등)으로 적극 집행하고 

있는가?

4.8 5.0 - -

 건학 이념 및 설립 취지에 

맞는 학교발전 노력
 건학 이념 및 설립 취지에 맞는 학교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는가? 4.6 5.0 3.9 4.2

 중장기 학교발전 방안  중장기적 학교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는가? 4.5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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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학년도 교육활동 추진 성과 및 환류 계획

2021학년도 
컨설팅 의뢰 과제

◦ 2025년 고교 학점제를 대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방향 모색

◦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으로 인한 운영의 문제점 최소화 방안

◦ 고교학점제에 따른 학생선택형 교육과정의 실질적 운영방안

환류 계획

◦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전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의 안착-수업과 평가 혁신-기본 학력 지도-

학교 조직 및 운영의 변화를 꾀해야 함.

◦ 학생과목선택권의 확대를 위해 장기적 계획 수립과 함께 진행해야 함.

◦ 학생의 과목 선택 안내를 위한 전담팀 구성, 각종 절차 및 규정 등 점검 보완 필요 

3  2021학년도 학교평가 영역별 결과 분석 및 종합의견

영역
2021학년도 학교평가 결과 분석

우수한 점 개선할 점 및 향후 추진계획

Ⅰ. 
학교자치

문화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생과 학부모와의 소통 및 결정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함.

- 학생중심 자치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음

- 학교 구성원 모두가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보며 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서 순환이 필요함.

Ⅱ.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 등교·원격 수업을 고려하여 학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함.
-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고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Ⅲ. 
교육 활동

및 
교육 성과

- 건강상태 자가진단의 활용, 발열 체크, 거리 두기 지도, 상시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를 통한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함.

- 스마트기기 대여를 통해 원활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됨.

- 학교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내실있게 운영됨.

- 인문계열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함.

종합의견

- 2021학년도 자체평가 결과로 2020학년도와 비교하여 교원은 4.5에서 4.6으로 증가, 학생은 3.7에서 3.9로 증가, 학부모는 

4.0에서 4.2로 증가, 교직원(교원 및 관리자 제외)은 4.7에서 5로 증가함.

- 연장되는 감염병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안전한 학교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정규 수업 시간에 수능 준비가 가능하게끔 하는 교육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학교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나 이공계열에 한정적이므로 인문계열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

- 학교 평가회를 진행하며 학교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실질적으로 문제점을 인식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신학년 집중 준비 기간을 중장기 발전 계획을 비롯하여 학교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지표에 대한 연수 과정을 포함하여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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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2학년도 학교평가계획

영역 세부영역 평가지표

Ⅰ. 
학교자치

문화

Ⅰ-1. 학교자율운영체제

학생 중심의 자치활동

참여･소통･협력하는 학교문화 조성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통한 교육 활동 집중 여건 조성

Ⅰ-2. 학부모 및 지역사회 연계
지역사회 연계한 상생교육(동대문구청, 지역기관)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통한 행복교육 실현

Ⅱ.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Ⅱ-1. 교육과정 편성･운영

특색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학생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코로나19 대응 탄력적 학사 운영 및 내실화

Ⅱ-2. 수업･평가 혁신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수업 만들기

학생들의 행동, 성장을 돕는 수업

Ⅱ-3. 교원 전문성 신장 교원학습공동체 활성화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 지원

Ⅲ. 
교육 활동 

및
교육 성과

Ⅲ-1. 인문･과학･예체능 교육 

학교 특색 교육 사업(미래인재, 전공심화 등)

독서･토론･인문소양 교육 활성화

학교체육 활성화

문화 예술 활성화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Ⅲ-2. 책임교육

맞춤형 교육복지 프로그램(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복지 안정적 지원

Ⅲ-3. 민주시민교육
참여형 민주시민교육 

평화･역사･통일 교육 및 세계 시민교육

Ⅲ-4. 안전한 교육 공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안전한 학교 조성

교육시설 안전 강화

Ⅲ-5. 행정･예산･시설 예산 편성· 운영의 투명성 제고

Ⅲ-6. 기타(학교 유형, 특성에 따른 세부영역)

건학 이념 및 설립취지에 맞는 학교 발전 노력

중장기 학교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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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Ⅱ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

1. 3개 학년 교육과정

2. 창의적 체험활동 연간 계획

3. 3학년 수능 이후 교육과정 운영 계획

4. 학급편성 및 이동수업 운영 계획

5. 학사일정

6. 2022 진로 계열별 대회 및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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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개 학년 교육과정

1  2020년 입학생

세   부
교과목

과 목
유 형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국어 공통 4 4

문학 일반 5

독서 일반 5

화법과 작문 일반 3 3

수학 공통 4 4

수학Ⅰ 일반 4

수학Ⅱ 일반 4

확률과 통계 일반 2 2

수학 과제 탐구 진로 2 2

영어 공통 3 3

영어Ⅰ 일반 4

영어II 일반 4

영어독해와 작문 일반 4

진로 영어 진로 4

한국사 공통 3 3

통합사회 공통 3 3

통합과학 공통 4 4

과학 탐구실험 공통 1 1

체육 일반 2 2

운동과 건강 일반 2 2

스포츠 생활 진로 2 2

음악 일반 2 2

미술 일반 2 2

정보 일반 3 3

중국어Ⅰ 일반 2
(택1)

2
(택1)일본어Ⅰ 일반

진로와 직업 교양 1 1 1 1

심화 국어 진로
2

(택1)
2

(택1)
영어권 문화 진로

기하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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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교과목

과 목
유 형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경제 일반

9
(택3)

9
(택3)

세계사 일반

정치와 법 일반

사회․문화 일반

동아시아사 진로

물리학Ⅰ 일반

화학Ⅰ 일반

생명과학Ⅰ 일반

지구과학Ⅰ 일반

언어와 매체 진로

12
(택4)

12
(택4)

미적분 진로

경제 수학 진로

윤리와 사상 일반

한국 지리 일반

세계 지리 일반

생활과 윤리 일반

세계사 일반

물리학Ⅱ 진로

화학Ⅱ 진로

생명과학Ⅱ 진로

지구과학Ⅱ 진로

융합과학 진로

일본어Ⅱ 진로

4
(택2)

4
(택2)

중국어Ⅱ 진로

컴퓨터보안 진로

프로그래밍 진로

고급물리학 진로

고급화학 진로

고급생명과학 진로

고급지구과학 진로

스포츠경기 실습 진로

국제관계와 국제기구 진로

국제경제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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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 입학생 

세   부
교과목

과 목
유 형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국어 공통 4 4

문학 일반 3 3

독서 일반 3 3

수학 공통 4 4

수학Ⅰ 일반 4

수학Ⅱ 일반 4

확률과 통계 일반 2 2

영어 공통 3 3

영어Ⅰ 일반 4

영어Ⅱ 일반 4

영어독해와 작문 일반 4

진로 영어 진로 4

한국사 공통 3 3

통합사회 공통 3 3

통합과학 공통 4 4

과학탐구 실험 공통 1 1

체육 일반 2 2

운동과 건강 일반 2 2

스포츠 생활 진로 2 2

음악 일반 2 2

미술 일반 2 2

정보 일반 3 3

중국어Ⅰ 일반 2
(택1)

2
(택1)일본어Ⅰ 일반

진로와 직업 교양 1 1

고전 읽기 진로

4
(택2)

4
(택2)

영어권 문화 진로

기하 진로

사회문제 탐구 진로

생태와 환경 진로



2022학년도 학교교육계획

18    미래형교육을 선도하는 명문사학 경희고등학교

세   부
교과목

과 목
유 형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경제 일반

9
(택3)

9
(택3)

세계사 일반

세계 지리 일반

사회․문화 일반

생활과 윤리 일반

물리학Ⅰ 일반

화학Ⅰ 일반

생명과학Ⅰ 일반

지구과학Ⅰ 일반

언어와 매체 일반

6
(택2)

6
(택2)

화법과 작문 일반

수학 과제 탐구 진로

미적분 일반

윤리와 사상 일반

9
(택3)

9
(택3)

한국 지리 일반

정치와 법 일반

동아시아사 일반

물리학Ⅱ 진로

화학Ⅱ 진로

생명과학Ⅱ 진로

지구과학Ⅱ 진로

일본어Ⅱ 진로

4
(택2)

4
(택2)

중국어Ⅱ 진로

인공지능 기초 진로

프로그래밍 진로

고급물리학 진로

고급화학 진로

고급생명과학 진로

고급지구과학 진로

스포츠 경기 실습 진로

인공지능 수학 진로

국제경제 진로

현대세계의 변화 진로

고전과 윤리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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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년 입학생 

세   부
교과목

과 목
유 형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국어 공통 4 4

문학 일반 3 3

독서 일반 3 3

수학 공통 4 4

수학Ⅰ 일반 4

수학Ⅱ 일반 4

확률과 통계 일반 2 2

영어 공통 3 3

영어Ⅰ 일반 4

영어Ⅱ 일반 4

영어독해와 작문 일반 4

진로 영어 진로 4

한국사 공통 3 3

통합사회 공통 3 3

통합과학 공통 4 4

과학탐구 실험 공통 1 1

체육 일반 2 2

운동과 건강 일반 2 2

스포츠 생활 진로 2 2

음악 일반 2 2

미술 일반 2 2

정보 일반 3 3

중국어Ⅰ 일반 2
(택1)

2
(택1)일본어Ⅰ 일반

진로와 직업 교양 1 1

고전 읽기 진로

4
(택2)

4
(택2)

영어권 문화 진로

기하 진로

사회문제 탐구 진로

생태와 환경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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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교과목

과 목
유 형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경제 일반

9
(택3)

9
(택3)

세계사 일반

세계 지리 일반

사회․문화 일반

생활과 윤리 일반

물리학Ⅰ 일반

화학Ⅰ 일반

생명과학Ⅰ 일반

지구과학Ⅰ 일반

언어와 매체 일반

6
(택2)

6
(택2)

화법과 작문 일반

수학 과제 탐구 진로

미적분 일반

윤리와 사상 일반

9
(택3)

9
(택3)

한국 지리 일반

정치와 법 일반

동아시아사 일반

물리학Ⅱ 진로

화학Ⅱ 진로

생명과학Ⅱ 진로

지구과학Ⅱ 진로

일본어Ⅱ 진로

4
(택2)

4
(택2)

중국어Ⅱ 진로

인공지능 기초 진로

프로그래밍 진로

고급물리학 진로

고급화학 진로

고급생명과학 진로

고급지구과학 진로

스포츠 경기 실습 진로

인공지능 수학 진로

국제경제 진로

현대세계의 변화 진로

고전과 윤리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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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의적 체험활동 연간 계획

학
기 월 주 주간

영역별 운영 계획

비고1학년 2학년 3학년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1

3

1 3/2 ~ 3/4 2 1 1 2 1 1 1 1

2 3/7 ~ 3/11 2 1 1 2 1 1 1 1 대통령 선거일

3 3/14 ~ 3/18 2 1 1 2 1 1 1 1

4 3/21 ~ 3/25 2 1 1 2 1 1 1 1 학력평가

4

5 3/28 ~ 4/1 2 1 1 2 1 1 1 1 체력평가(1)

6 4/4 ~ 4/8 2 1 1 2 1 1 1 1 체력평가(2, 3)

7 4/11 ~ 4/15 2 1 1 2 1 1 1 1 학력평가(3)

8 4/18 ~ 4/22 2 1 1 2 1 1 1 1

9 4/25 ~ 4/29 1 1 1 중간고사

5

10 5/2 ~ 5/6 중간고사/어린이날/과학의날

11 5/9 ~ 5/13 2 1 1 2 1 1 1 1

12 5/16 ~ 5/20 1 8 1 8 1 8 진로의 날/개교기념일/체육행사

13 5/23 ~ 5/27 2 1 1 2 1 1 1 1

6

14 5/30 ~ 6/3 2 1 1 2 1 1 1 1 수능 모의 평가(3)

15 6/6 ~ 6/10 2 1 1 2 1 1 1 1

16 6/13 ~ 6/17 2 1 1 2 1 1 1 1

17 6/20 ~ 6/24 2 1 1 2 1 1 1 1

7

18 6/27 ~ 7/1 2 1 1 2 1 1 1 1

19 7/4 ~ 7/8 1 1 1 학력평가(3)/기말고사

20 7/11 ~ 7/15 1 1 1 1 1 1 기말고사

21 7/18 ~ 7/20 1 1 1 8 방학식

2

8
1 8/15 ~ 8/19 2 1 1 2 1 1 1 1 광복절/개학식

2 8/22 ~ 8/26 2 1 1 2 1 1 1 1

9

3 8/29 ~9/2 2 1 1 2 1 1 1 1 학력평가(1, 2)/수능 모의 평가(3)

4 9/5 ~ 9/9 1 1 1 추석 연휴

5 9/12 ~ 9/16 1 1 1 1 1 1 추석 연휴

6 9/19 ~ 9/23 2 1 1 2 1 1 1 1

10

7 9/26 ~ 9/30 2 1 1 2 1 1 1 1

8 10/3 ~ 10/7 2 1 1 2 1 1 1 1

9 10/10 ~ 10/14 2 1 1 2 1 1 1 1 학력평가(3)

10 10/17 ~ 10/21 1 중간고사(1, 2)

11 10/24 ~ 10/28 2 1 2 1 1 1

11

12 10/31 ~ 11/4 1 1 1 1 1 1 수련회(1, 2)

13 11/7 ~ 11/11 2 1 1 2 1 1 1 1

14 11/13 ~ 11/18 2 1 1 2 1 1 1 1 대학수학능력시험

15 11/21 ~ 11/25 2 1 1 2 1 1 1 학력평가(1, 2)/기말고사(3)

12

16 11/28 ~ 12/2 2 1 1 2 1 1 1 1

17 12/5 ~ 12/9 2 1 1 2 1 1 1 1

18 12/12 ~ 12/16 2 1 1 2 1 1 1 1 수련회(3)

19 12/19 ~ 12/23 1 기말고사(1, 2)

20 12/26~ 12/30 1 8 1 8 1 8 1 8 1 8 진로의 날(1, 2)/학술·경황제

2 21 2/6 ~ 2/8 1 1 1 졸업식(3)/종업식(1, 2)

계 68 35 5 45 67 35 5 45 39 38 3 16

※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추후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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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요일 지   도     계    획 

11월 17일 목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

11월 18일 금 수능 가채점 및 예상 점수 산출 / 대학별고사(논술, 면접) 대비 특강반 편성

11월 21일 월 2학기 기말고사 1일차

대학별고사 특강
(논술, 면접)

11월 22일 화 2학기 기말고사 2일차

11월 23일 수 2학기 기말고사 3일차

11월 24일 목 2학기 기말고사 4일차

11월 25일 금 2학기 기말고사 5일차

11월 28일 월 정기고사 성적 확인 및 진로 관련 독서

11월 29일 화 정기고사 성적 확인 및 진로 관련 독서

11월 30일 수 정기고사 성적 확인 및 진로 관련 독서

12월 01일 목 진로 관련 프로그램 수강, 학생부 기록 면담

12월 02일 금 진로 관련 프로그램 수강, 학생부 기록 면담

12월 05일 월 진로 관련 프로그램 수강, 학생부 기록 면담

3 3학년 수능 이후 교육과정 운영 계획

1  목적

1) 3학년 학사 운영의 내실화 및 자기개발시기 학생 관리 부실 방지

2) 개인별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3)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학생들의 전인적인 발달 도모

2  운영 방침

1) 체험학습은 현지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2) 체험학습 경비는 수익자 부담이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교육과 현장지도 철저

3) 개인별 맞춤형 진학 상담과 수능 이후 대학별고사 대비 특강 프로그램 운영

4) 꿈끼탐색주간 운영으로 진로 관련 프로그램 수강 및 진로 관련 독서 활동 진행

5) 철저한 출결 관리로 자기개발 시기 학생 활동 결손 방지

3  세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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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요일 지   도     계    획 

12월 06일 화 진로 관련 프로그램 수강, 학생부 기록 면담

12월 07일 수 진로 관련 프로그램 수강, 학생부 기록 면담

12월 08일 목 3학년 평가회

12월 09일 금 수능성적표 배부 및 대학별 고사 응시 여부 면담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배부

12월 12일 월 <꿈끼탐색주간> 현장체험학습

12월 13일 화 <꿈끼탐색주간> 현장체험학습

12월 14일 수 <꿈끼탐색주간> 현장체험학습

12월 15일 목 대학 입시설명회, 학생부 기록 면담

12월 16일 금 대학 입시설명회, 학생부 기록 면담

12월 19일 월 정시모집 지원 계획표 개인별 작성

12월 20일 화 정시모집 지원 계획표 개인별 작성

12월 21일 수 정시모집 지원을 위한 개인별 상담

12월 22일 목 정시모집 지원을 위한 개인별 상담

12월 23일 금 정시모집 지원을 위한 개인별 상담

12월 26일 월 정시모집 지원을 위한 개인별 상담

12월 27일 화 정시모집 지원을 위한 개인별 상담 수시 충원 마감

12월 28일 수 경황제 및 학술제

12월 29일 목 학생회장 소견발표 정시원서접수
 - 4년제 12.29.-2023.1.2.

 - 2,3년제 12.29.-2023.1.12.12월 30일 금 방학식, 학생회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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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
년

학급 1 2 3 4 5 6 7 8 소계

재적수 27 27 19 24 35 35 35 34 236

고전 읽기 27 27 54

영어권 문화 19 19

기하 24 35 35 35 34 163

생태와 환경 27 27 19 73

사회문제 탐구 24 35 35 35 34 163

이동수업 A군 B군 C군

물리 I
15

(2-4반)
35 35 35 34 154

화학 I
11

(2-4반)
35 35 35 34 150

생명과학 I
17

(화학실)
35 35 35 34 156

지구과학 I
16

(2-4반)
16

생활과 윤리
37

(2-2반)
37

(2-1반)
74

경제
30

(2-2반)
24

(2-2반)
54

사회문화
32

(2-3반)
20

(2-3반)
22

(2-3반)
74

세계사
20

(2-1반)
13

(2-1반)
33

비고 주당 35단위 운영, 금요일 7교시 동아리 운영

4 학급편성 및 이동수업 운영 계획

1  1학년 학급편성

1
학
년

학급 1 2 3 4 5 6 7 8 소계

재적수 32 32 33 32 31 32 34 33 259

중점학급 의학 의학 -

제2외국어 중국어 일본어 일본어 일본어 일본어
일본어+

중국어

일본어+

중국어
일본어 -

비고
6반과 7반을 묶어서 제2외국어 이동수업 진행[6반 일본어, 7반 중국어]

주당 35단위 운영, 금요일 7교시 동아리 운영

2  2학년 학급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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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
년

학급 1 2 3 4 5 6 7 8 소계

재적수 21 20 21 31 31 30 28 27 209

언어와 매체 21 20 21 62

미적분 31 31 30 28 27 147

이동수업 A군 B군 C군 D군 E군

물리 II
29

(3-4반)
29

(3-4반)
28

(3-4반)
27 113

화학 II
30

(3-5반)
29

(3-5반)
27

(3-5반)
27 113

생명과학 II
29

(3-6반)
28

(3-6반)
29

(3-6반)
86

지구과학 II
25

(3-7반)
26

(3-7반)
51

윤리와 사상 21
20

(3-7반)
19

(3-3반)
60

동아시아사 21
21

(3-3반)
17

(3-3반)
59

한국 지리 21
33

(3-2반)
32

(3-2반)
35

(3-2반)
27 148

일본어 II
21

(3-1반)
21

스포츠 경기실습
9

(3-5반)
9

국제관계와 국제기구
30

(3-2반)
27

(3-2반)
57

국제 경제
16

(3-1반)
16

현대 세계의 변화
47

(3-3반,
 3-4반)

49
(3-3반,
 3-4반)

96

고급 화학
20

(3-7반)
20

(3-7반)
40

고급 물리학
31

(3-6반)
29

(3-6반)
60

고급 생명과학
27

(3-8반)
25

(3-8반)
52

프로그래밍
34

(컴퓨터실)

35
(컴퓨터실)

69

비고 주당 30단위 운영, 금요일 7교시 동아리 운영

3  3학년 학급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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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사일정

1  연간 주요 학사일정

구분 일시 및 기간 비고

개 학 식

입 학 식

 2022년 3월 2일(수) 

 2022년 3월 2일(수)
별도 행사 없음

여름방학
 2022년 7월 21일(목) ∼ 8월 15일(월)

※ 여름 방학식 : 2022년 7월 20일(수)
26일간

개 학 식  2022년 8월 16일(화) 08:00 각 반 교실

겨울방학

 2022년 12월 31일(토) ∼ 2023년 2월 5일(일) 

※ 겨울 방학식 : 2022년 12월 30일(금)

※ 개학식 : 2023년 2월 6일(월)

※ 종업식 : 2023년 2월 8일(수)

 2023년 2월 9일(목)∼2023년 3월 1일(수)

37일간

 

21일간

졸 업 식  2023년 2월 7일(화) 11 : 00 평화의 전당(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개 학 식

입 학 식

 2023년 3월 2일(목) 08 : 00 각 반 교실

 2023년 3월 2일(목) 10 : 00 강당(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2  연간 고사 계획

고사 종별 실시 과목 대상 학년 일시 및 기간 비고

1
학
기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영,수,사,과 전학년 3. 24(목) 서울시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영,수,사,과 3학년 4. 13(수) 경기도 교육청

중간고사 전과목(일부과목제외) 전학년 4.28(목) ∼ 5. 4(수) 5일간

수능모의평가(6월) 국,영,수,사,과 3학년 6. 9(목) 교육과정평가원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영,수,사,과 3학년 7. 6(수) 인천시교육청

기말고사 전과목(일부과목제외) 전학년 7. 7(목) ∼ 7. 13(수) 5일간

2
학
기

수능모의평가(9월) 국,영,수,사,과 3학년 8. 31(수) 교육과정평가원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영,수,사,과 1,2학년 8. 31(수) 인천시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영,수,사,과 3학년 10. 12(수) 서울시교육청

중간고사 전과목(일부과목제외) 1,2학년 10.17(월) ∼ 10.21(금) 5일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영,수,사,과 3학년 11. 17(목) 교육과정평가원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영,수,사,과 1,2학년 11. 23(수) 경기도교육청

기말고사 전과목(일부과목제외) 3학년 11. 21(월) ∼ 11. 25(금) 5일간

기말고사 전과목(일부과목제외) 1,2학년 12. 19(월) ∼ 12. 23(금) 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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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간 수업일수 계획

1) 주당 시수 : 주당 35시간

2) 1~3학년 : 주5일 7교시 수업 (금요일 7교시 : 동아리 활동)

1학기 월 화 수 목 금 계

수업일수 19 20 18 19 20 96

실제
수업
일수

1학년 17 16 15 16 15 79

2학년 17 16 15 16 16 80

3학년 17 16 14 15 15 77

월별 3월 4월 5월 6월 7월 계

학년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수업일수 21 21 21 21 21 21 20 20 20 19 19 19 15 15 15 96 96 96

고사일수 1 1 1 2 2 3 3 3 3 1 5 5 6 11 11 14

행사일수 1 1 1 3 3 3 4 4 4

2학기 월 화 수 목 금 계

수업일수 17 20/21 21/20 19/20 19 96/97

실제
수업
일수

1학년 14 17 14 16 16 77

2학년 14 17 14 16 16 77

3학년 15 19 14 18 18 84

월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월 계

학년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수업일수 12 12 12 20 20 20 19 19 19 21 21 22 22 22 22 2 2 2 96 96 97

고사일수 1 1 1 5 5 1 6 5 5 12 12 8

행사일수 4 4 2 2 4 1 1 1 7 7 5

학년말 총계 1학년 2학년 3학년

수업일수 192 192 193

고사일수 23 23 22

행사일수 11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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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1학기 학사 일정표 ◎

월 주 월 화 수 목 금

3 1 1 삼일절 2 입학식, 개학식 3 4

3 2 7 8 9 대통령 선거일 10
학부모 학교 
방문의 날(1)

11
학부모 학교 
방문의 날(2)

3 3 14
학부모 학교 
방문의 날(2)

15
학부모 상담주간
(1,2,3학년)→

16 17 18

3 4 21 22 24 학력평가 25
학부모 상담주간

(2학년)←

3-4 5 28 29 31
학부모 상담주간

(1학년)←
1

학부모 상담주간
(3학년)←

체력평가(1)

4 6 4 5 6 체력평가(2) 7 8 체력평가(3)

4 7 11 12 13 학력평가(3) 14 15

4 8 18 19 20 21 22

4 9 25 26 27 28 중간고사 29 중간고사

5 10 2 중간고사 3 중간고사 4 중간고사 5 어린이날 6 과학의날 행사

5 11 9 10 11 12 13

5 12 16 17 진로의 날 18 개교기념일 19 20 체육행사

5 13 23 24 25 26 27

5-6 14 30 31 1 지방선거일 2 3

6 15 6 현충일 7 8 9 수능모의평가 10

6 16 13
1학기수업공개

→
14 15 16 17

1학기수업공개

←

6 17 20 21 22 23 24

6-7 18 27 28 29 30 1

7 19 4 5 수요일 수업 6 학력평가(3) 7 기말고사 8 기말고사

7 20 11 기말고사 12 기말고사 13 기말고사 14 15

7 21 18 19 20 방학식 21 여름방학 22 여름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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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2학기 학사 일정표 ◎

월 주 월 화 수 목 금 

8 1 15 광복절 16 17 18 19

8 2 22
학부모 상담주간
(1,2,3학년)→

23 24 25 26

8-9 3 29 30 31
학력평가(1,2)
수능모의평가

1 2
학부모 상담주간
(1,2,3학년)←

9 4 5 6 7 8 9 추석 연휴

9 5 12 대체휴일 13 14 15 월요일 수업 16

9 6 19 20 21 22 23

9 7 26 27 28 29 30

10 8 3 개천절 4 월요일 수업 5 6 7

10 9 10 대체휴일 11 12 학력평가(3) 13 14

10 10 17 중간고사(1, 2) 18 중간고사(1, 2) 19 중간고사(1, 2) 20 중간고사(1, 2) 21 중간고사(1, 2)

10 11 24 체육행사(1, 2) 25 26 27 28

10-11 12 31 1 2 수련회(1, 2) 3 수련회(1, 2) 4 수련회(1, 2)

11 13 7
2학기수업공개

→
8 9 10 11

2학기수업공개
←

11 14 14 15 16 수능예비소집 17 수능 18

11 15 21 기말고사(3) 22 기말고사(3) 23
기말고사(3)

학력평가(1, 2)
24 기말고사(3) 25 기말고사(3)

11-12 16 28 29 수요일 수업 30 1 2

12 17 5 6 7 8 9

12 18 12 수련회(3) 13 수련회(3) 14 수련회(3) 15 16

12 19 19 기말고사(1, 2) 20 기말고사(1, 2) 21 기말고사(1, 2) 22 기말고사(1, 2) 23 기말고사(1, 2)

12 20 26 27
진로의 날

(1, 2)
28 경황제/학술제 29 30

학생회장 선거
/방학식

2 21 6 개학식 7 졸업식 8 종업식 9 봄방학 10 봄방학

※ 학사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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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2년 진로 계열별 대회 및 행사

 인문 / 사회계열

일정 시상명 세부 내용 대상 담당자

5월 백일장 대회

개요
주어진 시제와 관련한 생각을 운문이나 산문으로 표현함으로써 갈래적 
특성에 맞는 구성과 표현 능력과 공감 능력, 창의적 사고력을 신장시킨다.

1학년
2학년
3학년

김무정
지영우
유정화

운영방식
1) 개인으로 참가
2) 시제와 관련한 생각을 개인이 서술하는 방식으로 실시

시상비율 상위 20% 이내

시상종류 금상 , 은상 , 동상

진로트랙 인문계열

5월 매체 비평 대회

개요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매체에 보도된 내용을 팩트체크, 관점의 
공정성, 결론의 타당성 등을 근거로 비평해 봄으로써 미디어 리터
러시 능력을 기른다.

3학년 강민철
운영방식

1) 개인으로 참가
2) 고전 작품에 대한 비평문 쓰기 방식으로 실시

시상 비율 상위 20% 이내

시상종류 금상, 은상, 동상

진로 트랙 인문, 사회계열

5월 
국제 이슈 

보고서 대회

개요
국제 사회 문제에 대한 이슈를 분석하여 소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 보고서를 작성함. 

3학년 안가은

운영방식 보고서 제출

시상비율 상위 20% 이내

시상종류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진로트랙 사회과학계열

5월
12월

트랜드 경희
2023 만들기

개요

우리 지역의 역사, 지리적 특징, 사회적 쟁점과 그 쟁점에 대한 윤리적 고민에 
대해 다뤄보고, 사회문제 연구방법론도 학습함. 학습을 토대로 학생들이 
직접 2023년 우리 지역 내에서 예상되는 트랜드를 선정해 조사, 탐구하는 
활동임.

1학년
2학년

송요한
운영방식

진로의 날을 활용하여 사회과 내 각 세부교과 (윤리·역사·지리·일반사회)
별 미니수업을 실시하고, 수업을 토대로 학생들이 탐구활동을 실시함. 이후 
산출물을 발표 또는 제출함.

참가규모 10~15명 내외

진로트랙 사회과학, 상경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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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시상명 세부 내용 대상 담당자

7월
나의 주장 
발표 대회

개요

주어진 논제와 관련한 생각을 설득하는 글쓰기로 표현함으로써 논거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표현 방법과 쓰기 전략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글을 
쓰고 고쳐쓰기 과정을 거친 후 자신만의 주장을 글로 표현하는 능력을 
신장시킨다.

 1학년 김무정운영방식
1) 개인으로 참가
2) 논제와 관련한 생각을 개인이 서술하는 방식으로 실시

시상비율 상위 20% 이내

시상종류 금상, 은상, 동상

진로트랙 인문, 사회계열

7월
사회 문제 탐구 

발표 대회

개요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탐구하고 현상을 여러 관점에서 설명함. 
원인을 찾아내서 문제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함.

2학년 안가은
운영방식 개별 보고서 제출 

시상비율 상위 20% 이내

시상종류 금상, 은상, 동상

진로트랙 사회과학, 인문계열

1학기
일본 

전문가 대회

개요
일본 관심 분야에 대해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바를 자유롭게 서술하여 
지역 전문가로서의 소양을 쌓음

3학년 박예림

운영방식 자신이 소개하고 싶은 분야의 일본 문화에 대해 자유롭게 서술

시상비율 상위 20% 이내

시상종류 금상, 은상, 동상

진로트랙 교육, 어학, 인문, 국제계열

1학기
영어경시대회
(에세이부문)

개요

주어진 주제에 대한 학생의 생각이나 의견을 영어로 작성하도록 함. 
사회, 문화, 경제,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다룬 영어지문을 한글로 
번역하거나, 한글지문을 영어로 번역하는 능력을 평가할 수도 있음. 
정확한 어휘의 사용, 영어문장구조에 대한 이해, 상황에 적합한 단어의 
선택 및 사용, 문단의 구조화, 내용의 유기적 연결, 정확한 구두점의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3학년 김동현
운영방식

1) 학년별 수준에 따라 에세이 작성 또는 번역 유형으로 출제 가능.
2) 주제 연관성, 내용의 참신함, 어휘 및 문법의 정확성 등이 평가 지표로 

활용됨.

시상비율 상위 20% 이내

시상종류 금상, 은상, 동상

진로트랙 교육, 어학, 인문, 국제계열

8월
사회적 약자 

사례조사 발표대회

개요
사회 불평등 현상들을 탐구하고 현상의 원인을 찾아봄.  불평등 현상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한다.

1학년 홍선국

운영방식 개별 보고서 제출 

시상비율 상위 20% 이내

시상종류 금상, 은상, 동상

진로트랙 사회과학, 인문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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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시상명 세부 내용 대상 담당자

1학기
영어경시대회
(독해부문)

개요

수능 영어영역의 지문과 유사한 독해문제를 출제하여 학생들의 
독해 능력을 평가함. 역대 학력평가와 수능 기출 문제를 활용하여 듣기, 
어법성 판단문제, 주제요지 제목 찾기, 어휘추론, 장문독해 등 각 유형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갖추었는가를 평가하고 다양한 영문 
자료 분석에 대한 학생들의 친숙도와 자신감 향상을 도모함.

3학년 박정아운영방식 학년별 영어과 교사가 자체 제작, 편집한 문항으로 객관식 출제함.

시상비율 상위 20% 이내

시상종류 금상, 은상, 동상

진로트랙 교육, 어학, 인문, 국제계열

10월
작품 재구성 
창작 대회

개요
작품을 효용론적 관점으로 감상하여 작품의 결말을 재구성해 봄으로써 
주체적인 문학 감상 능력을 심화하고 확장적 사고를 신장시킨다.

2학년 지영우

운영방식
1) 개인으로 참가
2) 작품을 읽고 결말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서술

시상 비율 상위 20% 이내

시상종류 금상, 은상, 동상 

진로 트랙 인문, 사회, 과학, 예술계열

1학기
영어경시대회
(에세이부문)

개요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하여 학생의 생각이나 의견을 
영어로 작성함. 정확한 어휘의 사용, 영어문장구조에 대한 이해, 상황에 
적합한 단어의 선택 및 사용, 문단의 구조화, 내용의 유기적 연결, 정확한 
구두점의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1학년 이아랑
운영방식

1) 적정 분량, 내용의 적절성, 철자 및 어법의 정확성을 평가
2) 내용: 글의 제목, 문제점과 이유, 해결책, 해결책의 기대효과

시상비율 발표우수자(학생부 미반영)

시상종류 금상, 은상, 동상

진로트랙 교육, 어학, 인문, 국제계열

1학기
영어경시대회
(쓰기, 말하기)

개요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하여 학생의 생각이나 의견을 
영어로 작성하고 말함. 정확한 어휘의 사용, 영어문장구조에 대한 이해, 
상황에 적합한 단어의 선택 및 사용, 문단의 구조화, 내용의 유기적 연결, 
정확한 구두점의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2학년 최현희
운영방식

1) 적정 분량, 내용의 적절성, 철자 및 어법의 정확성을 평가
2) 쓰기: 글의 제목, 문제점과 이유, 해결책, 해결책의 기대효과
3) 말하기: 청중 반응, 발음, 유창성, 비언어적 요소 등을 평가

시상비율 발표우수자(학생부 미반영)

시상종류 금상, 은상, 동상

진로트랙 교육, 어학, 인문, 국제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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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시상명 세부 내용 대상 담당자

11월
비평문 쓰기 

대회

개요
문학 작품을 읽고 인물의 사고와 행동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비평 활동을 
함으로써 사고력을 신장시킨다.

1학년 오만근

운영방식
1) 개인으로 참가
2) 인물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분석하고 인물을 평가하고 인물에게 

편지글을 쓰는 방식으로 개인별 실시

시상비율 상위 20% 이내

시상종류 금상, 은상, 동상

진로트랙 인문, 사회계열

11월 고전 비평 대회

개요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고전 서적의 내용을 근거로 비평하는 대회. 
문제의식의 적절성, 근거 자료의 적절성, 논리의 적절성 등으로 
수상자 선정.

2학년 안충모
운영방식

1) 개인으로 참가
2) 고전 작품에 대한 비평문 쓰기 방식으로 실시

시상 비율 상위 20% 이내

시상종류 금상, 은상, 동상

진로 트랙 인문, 사회계열

7월
12월

외국어인재
프로그램

학술 보고서
빌표회

개요
외국어 인재 프로그램 활동 후 작성한 학술 보고서에 대해 보고서의 전문성 
및 독창성, 발표의 전문성 및 독창성 측면에서 심사하여 우수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및 발표

전학년 문수련
운영방식 학생 개별 보고서 제작하고 발표함

진로트랙 교육, 어학, 인문, 국제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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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 / 상경계열

일정 시상명 세부 내용 대상 담당자

5월 4주
국제경제

탐구발표대회

개요
타국가의 경제이슈를 정하여, 조사 및 분석하며, 소개한다. 그리고 극복하기 
위한 해결 대안을 제시하며 보고서를 작성함.
이슈의 발생 원인, 분석 및  논리력, 제시 해결 방안의 타당성을 평가함.

3학년 민동훈
운영방식 PPT보고서 및 발표영상 제출

시상비율 상위 20% 이내

시상종류 금상, 은상, 동상

진로트랙 상경계열

7월
경제탐구
발표대회

개요
우리나라의 경제이슈를 정하여, 조사 및 분석하며, 소개한다. 
그리고 극복하기 위한 해결 대안을 제시하며 보고서를 작성함.
이슈의 발생 원인, 분석 및  논리력, 제시 해결 방안의 타당성을 평가함.

2학년 민동훈
운영방식 PPT보고서 및 발표영상 제출

시상비율 상위 20% 이내

시상종류 금상, 은상, 동상

진로트랙 상경계열

5월 4주 수학경시대회

개요 수학 교과 내용에 대한 심화 문제해결능력 평가

3학년 백승훈

운영방식
1) 지필고사로 진행
2) 범위 : 이수된 정규 교과의 교육과정 내

시상비율 상위 20% 이내

시상종류 금상 6% 이내, 은상 13% 이내, 동상 20% 이내

진로트랙 수학, 자연과학, 공학, 사회과학계열

7월 2주 통계활용대회

개요
사례 조사 연구 :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상태를 파악하여 
사실대로 기술하는 것, 수학적·통계적 분석을 통해 다양한 집단을 비교하거나 
조사 대상 사이의 관계를 조명

2학년 정주희
운영방식

1) 자료수집, 자료정리, 자료분석, 결과해석의 통계적 문제해결 절차를 
거쳐 통계포스터를 제작, 발표함

2) 통계포스터 : 어떤 주제를 정해 탐구한 후,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정리한 결과를 한 장의 커다란 종이에 보여주는 것. 이때 표나 그래프 
등을 사용하여 정리한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표현함

3) 우수작은 교내 수학과 학술지(경희 수학 저널)에 등재하여 교내외 청중 
앞에서 발표함

시상비율 상위 20% 이내

시상종류 금상 3% 이내, 은상 10% 이내, 동상 20% 이내

진로트랙 수학, 자연과학, 공학, 사회과학, 상경계열



PART

Ⅱ.

교
육
과
정

및

학
사
일
정

PART Ⅱ.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

    35

대회 일정 시상명 세부 내용 대상 담당자

7월 4주
수학문헌
연구대회

개요
문헌 연구 : 수학 개념의 역사적 발달 과정, 개념 간의 관계, 실생활 및 다른 
학문에 응용되는 사례 등을 탐구. 연구 논문, 연구 보고서, 서적, 영상자료 
등의 다양한 문헌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해결

2학년
3학년

이소라
배준

운영방식

1) 교육과정 범위내의 수학에 대한 다양한 학술 문헌을 찾아 분석 및 탐구 
보고서 작성

2) 우수작은 교내 수학과 학술지(경희 수학 저널)에 등재하여 교내외 청중 
앞에서 발표함

시상비율 상위 20% 이내

시상종류 금상 6% 이내, 은상 13% 이내, 동상 20% 이내

진로트랙 수학, 자연과학, 공학, 사회과학계열

7월 4주
수학모델링

대회

개요
수학적 모델링 : 복잡한 실생활 문제 상황을 단순화하여 수학 문제로 변환한 
후, 수학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를 해석하여 다시 실생활 문제 상황에 적용

3학년
배준

백승훈

운영방식

1) 수학 내용에 대한 통찰과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 실험, 추론 등의 과정을 
통해 수학 원리의 일반화, 추상화 등의 조직화 활동. 보고서 및 산출물 
평가

2) 우수작은 교내 수학과 학술지(경희 수학 저널)에 등재하여 교내외 청중 
앞에서 발표함

시상비율 상위 20% 이내

시상종류 금상 6% 이내, 은상 13% 이내, 동상 20% 이내

진로트랙 수학, 자연과학, 공학, 사회과학계열

10월 4주
수학개발
연구대회

개요
개발 연구 : 배운 수학 내용을 바탕으로 산출물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 
산출물에 개발 연구에 적용된 수학적 아이디어가 포함

2학년

이소라
김효준
정주희
김원중

운영방식
1) 수학을 이용하여 탐구하여 산출물을 개발, 발표
2) 우수작은 교내 수학과 학술지(경희 수학 저널)에 등재하여 교내외 청중 

앞에서 발표함

시상비율 상위 20% 이내

시상종류 금상 6% 이내, 은상 13% 이내, 동상 20% 이내

진로트랙 수학, 자연과학, 공학, 사회과학계열

11월 4주
수학보고서

대회

개요
수학과 관련된 보고서 및 논문을 탐독하고, 이를 분석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제작하여 제출 및 발표

1학년 정재웅

운영방식

1) 수학과 관련된 주제를 정하여 탐구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함
2) 개인 또는 모둠으로 참가 가능하고 보고서를 제작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과정중심평가로 평가함
3) 우수작은 교내 수학과 학술지(경희 수학 저널)에 등재하여 교내외 청중 

앞에서 발표함

시상비율 상위 20% 이내

시상종류 금상 6% 이내, 은상 13% 이내, 동상 20% 이내

진로트랙 수학, 자연과학, 공학, 사회과학, 상경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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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 / 공학계열

대회 일정 시상명 세부 내용 대상 담당자

3월
~

4월

학생과학
발명품

경진대회

개요
제출한 발명 보고서를 작품 아이디어의 독창성, 일상생활에서의 실제적 
응용 정도, 작품 제작의 경비 절감 및 경제적 파급 효과 측면에서 
평가하여 시상함.

전학년 유혜원
운영방식 학생 개인별 발명 아이디어 보고서 제출

시상비율 상위 20% 이내

시상종류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진로트랙 수학, 공학, 자연과학, 컴퓨터, 소프트웨어계열

3월
~

4월

과학페어
대회

개요
생활 주변의 주제를 선택하여 스스로 탐구해 보고 탐구한 내용을 정리 및 
발표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과학적 탐구과정을 통한 문제 해결 방법을 
익혀 창의 역량 및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신장시킴.

전학년 허승환
운영방식 학생 1명 또는 2~3명이 한팀으로 탐구보고서를 제출

시상비율 상위 20% 이내

시상종류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진로트랙 공학, 컴퓨터, 소프트웨어계열

5월 1주
물리학

경시대회

개요
물리학적 탐구 요소 및 원리를 바탕으로 문제 상황에 대한 창의적 해결 
방안, 과학적 탐구력, 기술적 탐구력을 함께 평가함.

3학년 허승환

운영방식 통합과학, 물리학Ⅰ 진도의 내용에 대한 논술형 문제 풀이

시상비율 상위 20% 이내

시상종류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진로트랙 자연과학계열

5월 1주
화학

경시대회

개요
화학적 탐구 요소 및 원리를 바탕으로 문제 상황에 대한 창의적 
해결 방안, 과학적 탐구력, 기술적 탐구력을 함께 평가함.

3학년 황윤서

운영방식 통합과학, 화학Ⅰ 진도의 내용에 대한 논술형 문제 풀이

시상비율 상위 20% 이내

시상종류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진로트랙 자연과학계열

5월 1주
생명과학
경시대회

개요
생명과학적 탐구 요소 및 원리를 바탕으로 문제 상황에 대한 창의적 해결 
방안, 과학적 탐구력, 기술적 탐구력을 함께 평가함.

3학년 조수아

운영방식 통합과학, 생명과학Ⅰ 진도의 내용에 대한 논술형 문제 풀이

시상비율 상위 20% 이내

시상종류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진로트랙 자연과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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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시상명 세부 내용 대상 담당자

5월 1주
지구과학
경시대회

개요
지구과학적 탐구 요소 및 원리를 바탕으로 문제 상황에 대한 창의적 해결 
방안, 과학적 탐구력, 기술적 탐구력을 함께 평가함.

3학년 김기권

운영방식 통합과학, 지구과학Ⅰ 진도의 내용에 대한 논술형 문제 풀이

시상비율 상위 20% 이내

시상종류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진로트랙 자연과학계열

5월 1주 과학 퀴즈대회

개요
과학적 지식과 과학적 사고를 활용하여 과학 전 분야에 걸친 흥미를 
증진시킴.

1학년
2학년

서영채

운영방식 골든벨 방식의 과학 퀴즈 문제 풀이

시상비율 20% 이내 시상하되 초과분은 장려상 시상(학생부 미반영)

시상종류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진로트랙 환경, 화학, 생명과학계열

5월 1주
형광팔찌 만들기 

대회

개요
들뜬 상태의 물질이 안정화 과정을 거치면서 에너지를 빛과 열의 형태로 
방출하는 화학발광 현상을 조사함. 발광 메커니즘의 완성도, 발광하는 
물질의 형광 선명도, 실험태도 (초자와 시약을 다루는 자세) 등을 평가함.

1학년
2학년

구본찬
운영방식

1) 학생 3명이 한팀을 구성
2) 주어진 시약을 갖고, 팀원들이 협동하여 화학발광 현상을 실험하고 

완성된 형광 물질로 팔찌를 완성함.

시상비율 20% 이내 시상하되 초과분은 장려상 시상(학생부 미반영)

시상종류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진로트랙 화학계열

5월 1주
글라이더

날리기 대회

개요
주어진 글라이더 재료를 활용하여 튼튼하고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한 
글라이더를 제작함. 비행 시간을 평가함.

1학년
2학년

황윤서

운영방식
1) 학생 2명이 한 팀을 구성
2) 만들어온 글라이더의 디자인, 비행 시간 측정

시상비율 20% 이내 시상하되 초과분은 장려상 시상(학생부 미반영)

시상종류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진로트랙 물리학, 공학계열

5월 1주
잎 디스크 

띄우기 대회

개요
주어진 준비물을 활용하여 대조군과 실험군을 설계하고 광합성의 원리를 
이해함. 과학 지식, 응용력, 창의력, 문제 해결력을 평가함. 

1학년
2학년

조수아

운영방식
1) 학생 2명이 한 팀을 구성
2) 일정 시간 동안 주어진 준비물에 따라 광합성의 반응물을 확인하는 

실험과 잎을 빨리 띄울 수 있는 조건을 설계함. 

시상비율 실험 및 발표우수자(학생부 미반영)

시상종류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진로트랙 자연과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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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시상명 세부 내용 대상 담당자

5월 1주
물로켓

발사 대회

개요
물로켓을 안정적이고 정확도가 높게 제작하여 표적물에 근접할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함.

1학년
2학년

김기권

운영방식
1) 학생 2명이 한 팀을 구성
2) 학생이 준비해 온 물로켓을 이용하며, 각도 및 물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물로켓이 운동장의 표적에 가까운 위치에 도달하도록 발사함.

시상비율 20% 이내 시상하되 초과분은 장려상 시상(학생부 미반영)

시상종류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진로트랙 물리학, 공학계열

5월 1주
화학전지

아이디어 대회

개요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어 전지를 만들고 전구의 불빛을 밝혀 실험함. 
아이디어 보고서, 전지의 독창성, 창의성, 실용성,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평가함.

1학년
2학년

김동만
운영방식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제작한 화학전지 및 설계도를 평가

시상비율 20% 이내 시상하되 초과분은 장려상 시상(학생부 미반영)

시상종류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진로트랙 화학, 공학계열

5월 1주
식물 이름

맞히기 대회

개요
다양한 식물 종에 대해 국가생물종 지식정보시스템(www.nature.go.kr) 
등을 통해 학습한 후, 학교 및 마을 주변에 서식하는 다양한 식물 종의 
특징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

1학년
2학년

박현묘
운영방식

1) 학생 3명이 한 팀을 구성
2) 제시된 식물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식물 종 확인

시상비율 20% 이내 시상하되 초과분은 장려상 시상(학생부 미반영)

시상종류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진로트랙 생명과학계열

5월 1주
창의적 구조물 
만들기 대회

개요
주어진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튼튼하며 안정적인 
구조물(롤러코스터)을 설계함. 안정성과 창의성 측면을 평가함.

1학년
2학년

유혜원

운영방식
1) 학생 2~3명이 한 팀을 구성 
2) 최소 2회전 이상 
3) 아름답고 튼튼하고 안정적으로 회전해야 함

시상비율 20% 이내 시상하되 초과분은 장려상 시상(학생부 미반영)

시상종류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진로트랙 물리학, 공학계열

2학기
과학

경시대회

개요
과학적 탐구 요소 및 원리를 바탕으로 문제 상황에 대한 창의적 
해결 방안, 과학적 탐구력, 기술적 탐구력을 함께 평가함.

1학년 구본찬

운영방식 중학교 과학, 통합과학의 내용에 대한 논술형 문제 풀이

시상비율 상위 20% 이내

시상종류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진로트랙 자연과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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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시상명 세부 내용 대상 담당자

2학기
물리학

경시대회

개요
물리학적 탐구 요소 및 원리를 바탕으로 문제 상황에 대한 창의적 해결 
방안, 과학적 탐구력, 기술적 탐구력을 함께 평가함.

2학년 유혜원

운영방식 통합과학, 물리학Ⅰ 진도의 내용에 대한 논술형 문제 풀이

시상비율 상위 20% 이내

시상종류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진로트랙 물리학, 자연과학계열

2학기
화학

경시대회

개요
화학적 탐구 요소 및 원리를 바탕으로 문제 상황에 대한 창의적 
해결 방안, 과학적 탐구력, 기술적 탐구력을 함께 평가함.

2학년 김동만

운영방식 통합과학, 화학Ⅰ 진도의 내용에 대한 논술형 문제 풀이

시상비율 상위 20% 이내

시상종류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진로트랙 화학, 자연과학계열

2학기
생명과학
경시대회

개요
생명과학적 탐구 요소 및 원리를 바탕으로 문제 상황에 대한 창의적 
해결 방안, 과학적 탐구력, 기술적 탐구력을 함께 평가함.

2학년 박현묘

운영방식 통합과학, 생명과학Ⅰ 진도의 내용에 대한 논술형 문제 풀이

시상비율 상위 20% 이내

시상종류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진로트랙 생명과학, 자연과학계열

2학기
지구과학
경시대회

개요
지구과학적 탐구 요소 및 원리를 바탕으로 문제 상황에 대한 창의적 
해결 방안, 과학적 탐구력, 기술적 탐구력을 함께 평가함.

2학년 김기권

운영방식 통합과학, 지구과학Ⅰ 진도의 내용에 대한 논술형 문제 풀이

시상비율 상위 20% 이내

시상종류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진로트랙 지구과학, 자연과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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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 정보계열

일정 시상명 세부 내용 대상 담당자

1학기
나도

프로그래머
대회

개요
프로그래밍 실력 증진에 중점을 두어 Python, C언어에 대한 제시문을 
분석한 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난이도 있는 주제에 대해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와 적용하는 능력을 확인함.

3학년 문수련

운영방식 문제 해결 및 프로그램 작성 능력을 선다형으로 평가

시상비율 상위 20% 이내

시상종류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진로트랙 소프트웨어, 컴퓨터공학계열

2학기
나도

프로그래머
대회

개요
프로그래밍 실력 증진에 중점을 두어 Python, C언어에 대한 제시문을 
분석한 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난이도 있는 주제에 대해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와 적용하는 능력을 확인함.

2학년 서영채

운영방식 문제 해결 및 프로그램 작성 능력을 선다형으로 평가

시상비율 상위 20% 이내

시상종류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진로트랙 소프트웨어, 컴퓨터공학계열

8월
1월

IT 전문과정
프로그램

보고서 발표회

개요
IT 전문과정 프로그램 강의의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문제해결능력을 보고서 형식으로 심사함. 

1학년
2학년

민동훈
운영방식 개인별 참가 및 팀별 참가 모두 가능

진로트랙 소프트웨어, 컴퓨터공학계열

12월

IT 전문과정
프로그램
Software

Festival 대회

개요
IT 전문과정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개인적으로 갈고닦은 솜씨를 
이용하여 만든 SW에 대해 창의성 및 완성도 측면에서 심시하여 시상함.

1학년
2학년

민동훈

운영방식 개인별 참가 및 팀별 참가 모두 가능

시상비율 상위 20% 이내

시상종류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진로트랙 소프트웨어, 컴퓨터공학계열

1월
창의·로봇스쿨
보고서 발표회

개요
창의·로봇 스쿨 활동을 바탕으로 스스로 실생활 관련 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구현 방식을 담은 보고서를 창의성 및 완성도 
측면에서 심사하여 시상함.  

1학년
2학년

서영채
운영방식 개인별 참가 및 팀별 참가 모두 가능

진로트랙 소프트웨어, 컴퓨터공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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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계열

일정 시상명 세부 내용 대상 담당자

8월
2월

의학체험
보고서 발표회

개요
의학과정 진로체험교육 활동 과정을 통해 작성한 활동 보고서 발표 및 
피드백

1학년
2학년

최현용
황윤서운영방식

1) 학생 개별 보고서를 누적 평가하여 우수 보고서 선정
2) 우수 보고서 선정 학생이 보고서 발표

진로트랙 의학, 화학, 생명과학계열

11월
나도 의학자

발표회

개요
관심있는 질병을 선정하여 그 질병에 대해 원인, 증상, 치료 방법, 
예방법 등에 대하여 서적, 논문 등 다양한 참고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자료 발표 및 피드백

1학년
2학년

최현용
황윤서

운영방식
1) 학생 개별 자료를 평가하여 예선 실시
2) 예선 통과 학생을 대상으로 발표

진로트랙 의학, 화학, 생명과학계열

12월 의학토론대회

개요
의생명과학 분야의 대표적인 주제에 대하여 깊이 있게 탐구하여 
탐구력 및 논리적 사고력 향상을 목표로 제시된 주제에 대한 토론 
개요서를 심사하여 선정된 토론팀의 토론 과정을 심사함.

1학년
2학년

최현용
황윤서

운영방식
1) 학생 2팀이 한팀
2) 토론 개요서 심사를 통한 예선 실시
3) 예선 통과 팀을 대상으로 토론 과정 심사

시상비율 상위 20% 이내

시상종류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진로트랙 의학, 화학, 생명과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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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체능계열

일정 시상명 세부 내용 대상 담당자

1학기
체력왕 

선발대회

개요
3~4월에 실시하는 학생건강체력평가(PAPS)에서  각 학년 상위 5%이내 
학생들에게 시상한다.

1학년
2학년
3학년

이진오
육정우
최현용

운영방식
1) 전 종목을 실시하여 점수를 합산한다.(나이스 참조)
2) 각 학년별 5%이내의 해당자

시상비율 각 학년 5% 이내

종목별 인원 각 학년 최우수상 1위,  2위부터 5% 이내 우수상 시상

진로트랙 스포츠, 체육계열

2학기
체육종목별 

대회

개요
교과시간에 실시한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 종목별로 우승한 팀들로 
구성하여 교내대회를 실시하여 우승팀에게는 교내상장이 수여된다.

1학년
2학년

이진오
육정우

운영방식
1) 본선 진출팀 종목별 각반 각조 1위~2위 해당
2) 종목별 운영 계획 및 규정에 따라 진행
3) 본선진출자 불참시 탈락

시상비율 상위 20% 이내

종목별인원 1위 1팀(개인, 단체), 2위 1팀(개인, 단체), 공동3위 2팀(개인, 단체)

진로트랙 스포츠, 체육계열

4월
~

6월

애니메이션
일러스트
공모전

개요
경희고 학교안에서 일어나는 상황 및 설정에 관한 스토리를 주제로 하여 
애니메이션 및 일러스트 작품을 켄트지 위에 자유롭게 창작하여 제출.

전학년 신중현

운영방식 작품 제출

시상비율 상위 20% 이내

시상종류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진로트랙 미술계열

10월 1인 1악기 대회

개요
예술적 소양 함양을 위해 학생의 악기 연주 실력 양성하며 음악적 표현 
능력을 기름. 수업 시간 중 발표회 형식으로 진행하여 축제문화 활성화.

전학년 손희영

운영방식 연주 시연

시상비율 상위 20% 이내

시상종류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진로트랙 음악계열

10월
~

11월
가을시화전

개요
가을을 바탕으로 떠오르는 시와 그림을 한 화면에 자유롭게 구성하여 표현한 
후 제출.

전학년 신중현

운영방식 작품 제출

시상비율 상위 20% 이내

시상종류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진로트랙 미술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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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 공통

일정 시상명 세부 내용 대상 담당자

5월

12월

진로체험

소감문 발표회

개요
전일제 진로의 날에 진로체험에 참가한 후 제출한 진로체험보고서를 

발표하고 피드백

전학년 신중현
운영방식 학생 개별 보고서 제출

진로트랙 모든 계열

7월

8월

11월

전공심화연구 

보고서 발표회

개요

전공심화 강의의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문제해결능력을 보고서 형식으로 심사함. 강의 내용 설명에 

있어 적절성, 주제 선정과 문제해결능력의 탁월성, 수강 후 변화된 관심 

분야와 진로 영역의 구체성 등을 평가하고 피드백 전학년 정주희

운영방식 학생 개인별 보고서 제출

진로트랙 모든 계열

7월

12월
교과우수상

개요 교과별로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시상한다.

전학년 김기권
운영방식 교과별 학기말 성적이 우수한 학생

시상비율 각 교과별 2등급(또는 11%) 이내

시상종류 각 교과별 2등급 이내

7월

12월

밝은사회

선행상

개요
밝은사회 정신에 맞게 학급내에서 선행 봉사를 실천한 학생들에게 학급 담임 

및 클럽활동 담당자의 추천을 받아 시상함. 학급별로 5명 내외로 시상함.

전학년 서영채
운영방식 학기말에 추천서를 바탕으로 선발함

시상비율 학급별 5명 내외(전교생 20% 이내 학생에게 시상함)

8월

2월
환경봉사상

개요

교내 환경 봉사도우미 활동 학생 중 성실한 활동으로 지도교사의 추천을 

받은 학생에게 시상함. 환경 봉사대 일지를 작성하고 봉사 메뉴얼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학생에게 시상함.
전학년 김혜정

운영방식 환경 봉사대 담당 교직원 추천

시상비율 참가자 중 20% 이내

5월

7월

10월

12월

자기주도학습 

모범상

개요

1학년 자율학습 참여를 통해 학습자 스스로 학습의 필요성을 인식 및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자세를 배양. 이를 통해 자율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를 신장.

1학년 정재웅

운영방식

1학년 자율학습에 성실하게 참여하여 참여율이 우수한 학생에게 모범상 

시상. 매 분기별(1,2기(1학기), 3,4기(2학기)) 자율학습 참가 횟수가 우수

한 학생에게 시상함.

시상비율 참가자 중 30% 이내 시상(학생부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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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부

5. 창의체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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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무기획부

1  주요 업무 방향 

1) 본교만의 특성화된 교육과정 편성과 원활한 운영

2) 공정하고 신뢰받는 학업성적 관리

3) 다양하고 재미있는 학습과 평가로 학생들의 사고력과 학력 제고

4)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학사 운영

5) 효율적인 교무업무 시스템 운영 및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철저

2  세부 업무 추진 계획

중점목표 세부 추진 내용 시기 담당

특성화된 교육과정 
편성

 교육과정위원회 활동의 지속적인 활성화 및 협의 결과의 피드백

 학생의 선택을 최대한 보장하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내실화

 교과 교실제 운영(과학, 음악, 미술 등)으로 맞춤형 수업 지원

 교사-학생-학부모의 소통에 기초한 합리적인 교육과정 편성

 학생의 꿈과 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 운영

3월 중

연중
부장,

교육과정 담당 

교사

공정하고 신뢰받는 
학업성적 관리

 교과협의회 및 학업성적 관리위원회 운영의 정례화, 내실화

 과목별 평가 세부 계획 사전 공개로 학생･학부모의 신뢰 제고

 서, 논술형 채점에 이의 신청 기간을 둠으로써 평가의 신뢰도 제고

 학부모 시험 감독 운영으로 고사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연중

연 4회

부장,

성적 업무

담당 교사

다양하고 재미있는 
학습과 평가

 학생의 수행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과정 중심 평가 실시 확대

 학생들의 창의력, 사고력, 비판력을 극대화하는 수업 및 평가 도입

 시청각 자료 활용, 탐구, 토론, 실험, 실습 등 다양한 수업 방법 활용

 학년 구분 없이 수행평가 반드시 실시

연중

교과교사

안정적인 학사운영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수업 시수 및 수업 일수(190일 이상) 확보

 창체 활성화를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을 교사별 운영으로 변경

 과목 수를 고려하여 정기고사 일수를 전 학년 5일로 조정

 창체 시간을 활용한 봉사 및 진로 체험의 날 운영

 요일별 수업 일수 확보를 위한 학사 일정 조정

연중

연 4회 부장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철저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 및 관리 지침을 준수하도록 연수 실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시 증빙 자료 검증 및 보관 철저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철저

 학년별 학생부 기록관리 담당 교사 지정 운영

12월 중

연중
부장,

교무실무사,

학년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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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사 일정

행사명 시기 실시 장소 주요 내용 담당자

개학식 3월 2일 각 반 교실 2, 3학년 개학식 교무

입학식 3월 2일 각 반 교실 1학년 입학식 1학년

학부모회의(1) 3월 10일 각 반 교실 학교 운영 방침 소개 / 1학년 학부모회 구성 1학년

학부모회의(2) 3월 11일 각 반 교실 학교 운영 방침 소개 / 2학년 학부모회 구성 2학년

학부모회의(3) 3월 14일 각 반 교실 학교 운영 방침 소개 / 3학년 학부모회 구성 3학년

개학식 8월 16일 각 반 교실 2학기 개학식 교무

대학수학능력시험 11월 17일 - 대학수학능력시험

학년말 평가회(3) 12월 21일 세미나실 학년말 평가회(3) 교무

학년말 평가회(1, 2) 12월 22일 세미나실 학년말 평가회(1, 2) 교무

제61회 졸업식 2월 7일 미정 제61회 졸업식 교무

종업식 2월 8일 각 반 교실 1, 2학년 종업식 교무

4  연수 계획

연수 명칭 실시 시기 실시 대상 주요 내용 담당자

교사 복무규정 연수 3월 2일 교직원 교사 복무규정 연수

교무부장
및

담당자

나이스 / 성적처리 요령 연수 3월 3주차 신임교사 나이스 시스템 및 성적처리 요령 연수

중간고사 대비 학업성적관리 연수 4월 2주차 교직원 수행 및 지필평가 출제 및 성적처리 요령

중간고사 대비 학생 연수 4월 2주차 전교생 정기고사 응시 요령 및 부정행위 예방 

중간고사 대비 학부모 연수 4월 3주차 학부모 정기고사 감독 요령 및 부정행위 예방 

교직원 정기 연수 4월 5주차 교직원 교권보호, 청렴, 양성평등, 선행교육예방 등

기말고사 대비 학업성적관리 연수 7월 1주차 교직원 수행 및 지필평가 출제 및 성적 처리 요령

기말고사 대비 학생 연수 7월 1주차 전교생 정기고사 응시 요령 및 부정행위 예방 

기말고사 대비 학부모 연수 7월 2주차 학부모 정기고사 감독 요령 및 부정행위 예방 

교직원 정기 연수 7월 3주차 교직원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및 작성 지침

중간고사 대비 학업성적관리 연수 10월 1주차 교직원 수행 및 지필평가 출제 및 성적 처리 요령

중간고사 대비 학생 연수 10월 1주차 전교생 정기고사 응시 요령 및 부정행위 예방 

중간고사 대비 학부모 연수 10월 2주차 학부모 정기고사 감독 요령 및 부정행위 예방 

교직원 정기 연수 10월 3주차 교직원 교권보호, 청렴, 양성평등, 선행교육예방 등

기말고사 대비 학업성적관리 연수 11월 3주차 교직원 수행 및 지필평가 출제 및 성적 처리 요령

기말고사 대비 학생 연수 11월 3주차 전교생 정기고사 응시 요령 및 부정행위 예방 

기말고사 대비 학부모 연수 11월 4주차 학부모 정기고사 감독 요령 및 부정행위 예방 

교직원 정기 연수 12월 3주차 교직원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및 작성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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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목적1

•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혁신 미래 교육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꿈을 열어가는 학생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방침2

1)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선택교과를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 관련 역량을 높이고, 학습 경험의 폭을 

넓힘

2) 집중이수제를 통하여 학생들의 수업 부담을 감소

3) 전일제 진로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진로 탐색과 봉사 활동 시간 부여

추진 계획3

추진 과제 추진 내용 시기

선택교과 편성
 전체 교과(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제2외국어, 교양)에서 학생들이 27개 과목 

중 10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
연중

전일제 진로
 학기당 전일제 진로의 날을 지정
 학습에 대한 부담 없이 학생이 원하는 진로를 탐색활동 실시

학기별

평가지표4

1)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 및 운영하고 있는가?

2) 교과와 연계한 다양한 진로·진학 관련 프로그램(진로특강, 진로체험 등)을 운영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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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정한 평가와 고사 관리

목적1

• 수행평가와 정기고사에서 철저하고 투명한 고사 관리와 운영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하는 공정한 수업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방침2

1) 중간 및 기말고사 전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 실시

2) 고사 원안지의 철저한 검토 및 관리를 통한 공정한 평가

3) 공정한 평가를 위한 학업성적 관리 지침 준수

4) 수행평가 방법과 시기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공정한 채점 기준 마련

추진 계획3

추진 과제 추진 내용 시기

교사와 학생, 학부모 연수
 고사 실시 전 교사 대상 출제와 고사 관련 연수 실시

 고사 실시 전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사 관련 연수 실시

매 고사 

실시 전

고사 관리
 고사 원안지 검토 철저

 고사 원안지 및 답안지 관리 철저

매 고사 

기간

학업성적 관리 지침 준수
 학업성적 관리 지침 준수

 공정한 평가를 위한 학업성적 관리 규정 개정
연중

공정한 수행평가  공정한 수행평가를 위한 안내와 채점 기준 마련 연중

평가지표4

1) 온·오프라인을 연계하여 상호작용 및 피드백을 활성화하는 수업을 운영하였는가?

2) 성취기준 재구조화, 수업 관찰을 통한 평가 등으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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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율적 교육과정(수업량 유연화)

근거1

•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교육부고시 제2019-211호, 2019.12.27.)

 ① 1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단, 1회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추진 배경2

1)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교육부, ′19.11.25.)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 활성화 방안 발표

 2)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해 수업량 유연화 및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안내

    *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교육부, ′19.11.25.),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고시 

제2019-211호)」

운영 방법3

학년 운영 교과  운영 시기

1 교과 융합 국어 + 한국사 + 영어 특정 시기 운영 학년말 

1 교과 융합 통합과학 + 통합사회 + 미술 특정 시기 운영 학년말 

1 교과 융합 통합과학 + 수학 특정 시기 운영 학년말 

2 교과 융합 영어권 문화 + 생활과 윤리 특정 시기 운영 학년말 

3 교과 융합 화학II + 생명과학II 특정 시기 운영 학기 말

3 교과 융합 국제관계와국제기구 + 수학과제탐구 특정 시기 운영 학기 말

3 교과 융합 미적분 + 생명과학II 특정 시기 운영 학기 말

3 교과 융합 물리학II + 미적분 특정 시기 운영 학기 말

3 교과 융합 화학II + 고급생명과학 특정 시기 운영 학기 말

3 교과 융합 미적분 + 고급물리학 특정 시기 운영 학기 말

3 교과 융합 윤리와사상 + 현대세계의변화 특정 시기 운영 학기 말

3 교과 융합 한국지리 + 동아시아사 특정 시기 운영 학기 말

3 교과 융합 프로그래밍 + 국제관계와국제기구 특정 시기 운영 학기 말

3 교과 융합 화학II + 물리학II 특정 시기 운영 학기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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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절차4

내용

1
 학교별 운영 계획 수립

- 학기 시작 전에 교과별, 학년별 운영 계획 수립

2  교과 협의회 실시: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 및 수업 계획 수립  

3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검토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4
 자율적 교육과정 및 이에 따른 학사 일정 확정 

 - 세부 실행 계획 수립(운영 과목, 내용, 방법, 시기, 기록 등) 및 학교 교육 계획 반영

5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6  수업 과정 및 결과 등 공유, 기록 내용 등 협의

7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 (교과 담당 교사 또는 담임 교사)

학교생활기록부 기록방법5

  - 자율적 교육과정의 활동 내용의 생활기록부 입력은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에 따름.

    

사.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 내용 입력 방식

  1)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제2019-211호」,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교육부 학교혁신정

책과-6170,‘19.11.25.)에 따라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관련 내용을 해당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 또는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 입력 여부는 교육적 유의미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판단하고, 관련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및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가)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이 교과와 연계되는 경우에는 해당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나)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이 특정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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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외협력부

1  주요 업무 방향

1) 학교 홍보 자료 제작 및 관리 및 학교 브랜드의 장기적 비전 제시

2)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한 중학교 방문 홍보 및 상담

3) 다양한 학교 설명회 개최

4) 결원 학생 모집

5) 사회통합전형 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

2  세부 업무 추진 계획

중점목표 세부 추진 내용 시기 담당

학교 홍보

 학교 홍보를 위한 각종 인쇄물 및 영상물 제작

 홍보 채널의 다양화

 소규모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운영 강화

 학교 홍보 관련 자료 체계적 관리

연중
김동현

황창수

중학교 
 홍보 활동

 중학교를 방문하여 홍보물을 전달하고 우수 학생 면담 및 소규모 설명회 개최

 직접 면담, 전화 상담을 비롯해서 입학 대상자 상시 면담 체제 구축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와 긴밀한 연락 체제를 구축하여 상호 협조

 학생회 홍보부 지원을 통한 홍보 학생 도우미 운영 및 도우미 학생 봉사시간 부여

연중
김동현

황창수

설명회 
다양화

 중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설명회 개최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본교에서 학교 설명회 개최 : 3회 예정

 본교 방문을 희망하는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해 탐방 기회 상시 제공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들만을 위한 입학 설명회 개최 : 1~2회 예정

2학기 김동현

결원 모집
 홈페이지와 SNS를 활용한 적극적인 결원 모집 홍보

 전입 희망학생 및 학부모와의 면담을 통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
연중 김동현

학습 지원

 체계적인 사회통합전형 프로그램 구축

 학년별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 및 진로 지도

 학교 적응, 선-후배간 협동심, 자존감 고취 

연중
김동현

황창수



2022학년도 학교교육계획

54    미래형교육을 선도하는 명문사학 경희고등학교

3  행사 일정

행사명 시기 실시 장소 주요 내용 담당자

월별 홍보전략 회의 및 세미나 매월 4주차 세미나실 학교 홍보 내용 공유와 전략 수립 관계자

중학교 방문 입시 설명회 1학기 중 인근 중학교 학교 홍보 및 우수 학생 유치
김동현
황창수

신입생 유치를 위한 중학교 방문 설명회 9월 ~ 11월 인근 중학교 학교 홍보 및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발굴
김동현
황창수

2022학년도 신입생 입학 설명회 (1차) 10월 2주차 본교 2022학년도 신입생 입학설명회 및 학교 홍보 김동현

2022학년도 신입생 입학 설명회 (2차) 10월 3주차 본교 2022학년도 신입생 입학설명회 및 학교 홍보 김동현

2022학년도 사회통합전형 입학 설명회 11월 1주차 본교 2022학년도 사회통합전형 입학설명회 및 홍보 김동현

2022학년도 신입생 입학 설명회 (3차) 11월 2주차 본교 2022학년도 신입생 입학설명회 및 학교 홍보 김동현

2022학년도 신입생 입학 설명회 (4차) 11월 4주차 본교 2022학년도 신입생 입학설명회 및 학교 홍보 김동현

※ 위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연수 계획

연수 명칭 실시 시기 실시 대상 주요 내용 담당자

학교 홍보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활용 홍보 영상 제작 계획
3월

학생회 홍보부, 

방송반
학교 홍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아이디어 회의

김동현

황창수

지피지기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3월
업무담당자,

담임선생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진행 상의 유의사항 안내

김동현

황창수

대외협력부 운영 계획 연수 3월
대외협력부원

교무실무팀장

입학 홍보, 전편입모집, 사회통합전형, 국제 교류 등 전반 

업무 협의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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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학교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 홍보

목적1

• 다양한 학생과 학부모의 정보 습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홍보 채널을 통해 학교의 장점과 강점을 홍보한다. 

• 학생회, 학생회 홍보부, 방송반 학생들과의 적극적인 협의, 참여를 유도한다. 

•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살린 깊이 있는 활동, 애교심 함양을 목표로 한다. 

방침2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 등 을 활용한 홍보 채널의 다양화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khee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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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채널 ID 경희고] [인스타그램  kyunghee_highschool] [페이스북]

추진 계획3

추진 과제 추진 내용 시기

블로그 운영 활성화
 사용자가 가장 많은 포털 사이트에서의 본교 노출 빈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블로그 개설

 교내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 사진, 전편입 모집 공고 등 게재
연중

SNS 운영

 부담없는 질의 응답이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SNS 운영 및 관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

 우수한 입시 결과 및 전편입 모집 공고 등 게재

 학부모 입시 상담 활성화

연중

학교 홍보 영상 업그레이드  중학생 대상 학교 홍보 효과 기대 연중

평가지표4

1) 학교 설명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창의적이고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있는 학생 선발을 위해 

노력하였는가?

2) 입학 전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노력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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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피지기 프로그램

목적1

• 교사-학생 간, 선후배 학생-학생 간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진로 및 학습 코칭과 다양한 문화 체험 공유로 즐겁고 

안정적인 학교 생활을 자기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  

방침2

1) 1,2,3학년 희망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신청 접수, 1년 간 운영

2) 한 개의 셀 Cell(세포)이 분화해 2개가 되듯 학생, 선생님, 선후배의 다양한 구성원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해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꿈을 찾고 이룰 수 있도록 지원

 학년별 맞춤형 학습 지원 + Cell 멘토링 + 문화 체험

1학년 대학생 멘토링

선후배간 Cell 멘토링

스포츠 체험

2학년 진로 코칭 스포츠 경기 관람

3학년 입시 코칭 뮤지컬/연극 관람

  ※ 학교 및 기타 방역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일부 내용 변경될 수 있음

추진 계획3

추진 과제 추진 내용 시기

프로그램 안내 및 학생 구성  가정통신문 발송 및 희망자 모집 3월

학년별 코칭 코칭
 1학년 대학생 멘토링 (소수 정예, 1팀당 멘티 최대 4인 구성으로 집중 지원)
 2학년 진로 코칭
 3학년 입시 코칭

1,2학기

역량 캠프
 1학년 진로 탐색 캠프 : 나의 꿈과 적성에 맞는 교내 활동 설정
 2학년 진로 심화 캠프 : 1학년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나의 진로 구체화
 3학년 입시 코칭 캠프 : 입시를 위한 분석 및 전략

여름방학

문화 체험  교사와 전학년 학생이 하나되는 문화 체험 연중

프로그램 평가  만족도 조사, 보완점 평가 12월

  ※ 교육청 지원 현황에 따라 실시 시기 및 내용 변경될 수 있음

평가지표4

1) 맞춤형 교육복지 프로그램(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충실히 운영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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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연구부

1  주요 업무 방향 

1) 수업 장학 활성화

2) 교직원 연수 관리

3) 교과 교육 활동 지원 강화

4) 내실 있는 학교자체평가

5)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능력개발 평가

6) 도서관 운영 활성화

7) 정보보안업무 체계화

2  세부 업무 추진 계획

중점목표 세부 추진 내용 시기 담당

수업 장학 
활성화

 전체 교사 수업 장학 실시
- 수업연구/수업공개/기타 수업 장학으로 구분.
- 교사 개인별 희망에 따라 장학의 형태, 시기, 대상, 내용 자율 선택.
- 교과별 협의회를 통해 수합된 교과별 수업 계획을 연구부 조정.
- 수업 연구는 최소한 2개 교과 이상에서 실시함.

  수업 공개 주간을 운영하며 동료 장학을 병행함.
  수업 혁신을 위한 교원학습공동체[연수시간부여 및 자율구성]

연중 연구부

체계적인 
교직원 연수 

관리

 ‘2022년 맞춤식 학교 연수 계획’을 수립함
- 본교 실정에 맞는 자체 직무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
-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정 필수 연수 프로그램을 체계적 운영
- 직무 연수 활성화를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개인 직무 연수비 지원

연중 연구부

학교자체평가
및 

교원능력개발
평가

 내실 있는 학교자체평가 실시
- 공정하고 효율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학교자체평가위원회 조직
- 전교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자체평가지표 개발
- 학교평가지표에 대한 교직원 연수 강화

 효율적인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 효율적 시행을 위한 교육수요자(학생, 학부모) 대상 연수 강화
- 평가를 통해 수업 및 교육 활동의 질 향상될 수 있도록 유도

연중 오만근

개인정보보호
및 

홈페이지운영

 개인정보의 적법하고 안전한 처리
- 개인정보 파일대장 비치 및 열람 장소, 침해 신고 창구의 지정 및 운영
-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 보호 파일 관리
- 개인정보보호교육[저작권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 연수실시]
- 리로스쿨 등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
-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 운영하여 전 행정·교육기관이 보안실태점검
- 홈페이지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소통 공간 마련

연중 서영채

정보통신
윤리교육

 정보통신 윤리교육 홍보 및 교육자료 탑재
- 전교생 대상 정보통신 윤리교육 실시
-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 보호 파일 관리
- 개인정보보호교육[저작권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 연수실시]
- 리로스쿨 등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

연중 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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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사 일정

주관부서 행사명 실시 시기 실시 장소 주요 내용 담당자

교육연구부 2022 교육계획서 발간 3월 4주 교과별, 부서별 교육계획 및 역점 사업 계획

연구부장
및

담당자

교육연구부 밝은사회 입회식 4월3주 평화의 전당 1학년 신입생, 신임교사, 학부모 클럽 입회식

교육연구부 밝은사회 지도자 수련회 유성호텔 밝은사회 특강, 이론교육, 성공사례 참여

교육연구부 교육실습 5월 4주간 수업참관 및 수업지도 실습

교육연구부 과학의 날 5월 1주 과학실 등 과학과 주관 각종 행사 지원

교육연구부 1학기 수업공개 주간 6월 3주 수업교실 전교사 수업공개일

교육연구부 밝은사회 한가족 대행진 청량리역 거리 미화 환경 봉사

교육연구부 교원능력개발평가(학생) 9월 4주 컴퓨터실 온라인 학생만족도 조사 실시

교육연구부 2학기 수업공개 주간 11월 2주 수업교실 동료장학 및 약식장학 차원의 수업공개

교육연구부 교원능력개발평가(학부모) 10월 4주 온라인 학부모만족도 조사 실시

교육연구부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 11월 1주 온라인 동료교원평가 실시

교육연구부 밝은사회 김장담그기 행사 11월 4주 김장담그기 불우이웃돕기

교육연구부 학교자체평가위원회(최종) 12월 4주 세미나실 2022학년도 학교자체평가서 작성 완료

교육연구부 2022학년도 교지 발간 2월 2주 학교소식, 문예, 탐구, 기획특집 등으로 구성

4  연수 계획

주관부서 연수 명칭 실시 시기 실시 대상 주요 내용 담당자

교육연구부 2021 학교평가 결과 연수 4월 1주 교직원 2021 학교자체평가서 활용에 관한 연수

연구부장
및

담당자

교육연구부 신규 임용 교사 직무 연수 4월 2주 신임교사 2022신임 교사에 대한 교무 업무 직무 연수

교육연구부 수업 장학에 관한 연수 4월 1주 교직원 2022 수업 장학 계획에 관한 연수

교육연구부 교육계획서 발간 연수 4월 1주 교직원 2022 교육계획서 안내 및 활용에 관한 연수

교육연구부 동대문구 지원사업 연수(1차) 4월 1주 담당교사 프로그램 운영 방법과 예산 집행에 관한 연수

교육연구부 방과후학교 운영규정 4월 1주 교직원 방과후학교 체크리스트

교육연구부 학교 도서관 활용 연수 4월 4주 전교생/교직원 도서관 활용 및 권장 도서에 관한 연수

교육연구부 2022 학교평가에 관한 연수 4월 4주 교직원 학교평가계획과 자체평가지표에 관한 연수

교육연구부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연수 4월 4주 전교생/교직원 개인 정보 보호 방안 및 사이버 범죄 예방 연수

교육연구부 교육실습에 관한 연수 4월 4주 교직원 교육실습 계획 및 교생 지도방법에 관한 연수

교육연구부 다문화교육 6월 4주 전교생/교직원 다문화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

교육연구부 학교 홈페이지 활용 연수 7월 중 교직원 학교 홈페이지 운영 및 활용에 관한 연수

교육연구부 교원능력개발평가 연수 9월 중
교직원 및

전교생/학부모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방법에 관한 연수

교육연구부 정보 윤리 연수 10월 중 전교생/교직원 저작권 보호 및 정보 통신 윤리에 관한 연수

교육연구부 동대문구 지원사업 연수(2차) 11월 중 담당교사
당해 연도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평가와
차년도 프로그램 계획을 위한 연수

교육연구부 2023 교육계획 수립 연수 12월 4주 교직원
교과별, 부서별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연수
2023 학교 역점 사업 기획에 관한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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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교원학습공동체 지원

목적1

•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의 자발적 노력을 지원함. 수업 연구에 대한 교원학습공동체 및 자율연수를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방침2

1) 교육청 연수 시간 부여 교원학습공동체와 교내 자율 교원학습공동체를 운영함.

2) 매월 정기적으로 교원학습공동체별로 협의하여 보고서에 기록하여 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함.

3) 학교 예산 및 공모형 자율운영 교육청 예산을 활용하여 교육 활동을 지원함.

4) 융합형 수업 연구를 중점 육성하고, 수업-평가-기록 일체화의 사례를 공유함.

추진 계획3

추진 과제 추진 내용 시기

교원학습공동체 모집공고  교육청 등록, 교내 자율교원학습공동체를 구분하여 리더 중심으로 소개 3월

공동체 리더 간담회  계획안을 심의하고, 신청 계획안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예산 배분 방향을 토의 4월 중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상황 점검  교원학습공동체별로 계획대로 활동을 점검하고, 행정사항을 안내함. 1학기말

결과보고서 제출  교원학습공동체별로 보고서를 제출함 11월 말

교원학습산출물 발표  교직원 연수 시간에 연수 산출물 결과 발표 12월 말

※ 교원학습공동체 구성현황

연번 구분 교원학습공동체명 비고

1 일반 과학과 피지컬컴퓨팅 기반 과학기술수업 재구성

2 일반 사회과 평가 방법 연구

3 일반 수학과 교수 학습 방법 및 평가 방법 개발

평가지표4

1) 교원학습공동체 활동에 교원들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다양한 자율적 교원연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2) 교과 융합, 협력 학습, 토의토론, 프로젝트학습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생 참여형 수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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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교과협의회 활성화

목적1

• 교과별 교육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수-학습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협의한다.

방침2

1) 교과별 수행평가 시기 방법 등 학교 진학 방향과 연계하여 수시로 점검함.

2) 정기고사 전후 교과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소집하여 교과별 교육 활동에 대해 논의함.

3) 교과별 협의록 기록을 토대로 교과별 건의사항 및 안건을 수시로 확인함.

추진 계획3

추진 과제 추진 내용 시기

1학기
교과계획수립

 교과 부장 선임 
 수업 연구 대상자 선정 및 동료 장학 계획 수립
 교과별 연간 지도 계획 수립
 교수 학습 방법 및 평가 방법 개선안 협의

 교과별 수행평가 단원 및 평가 도구 협의
 교과별 행사 계획 및 시상 계획 수립
 도서 구입 목록 작성

2월

정기고사 출제 협의  1학기 중간고사 출제 범위 및 평가 기준 점검 4월

정기고사 분석 협의  중간고사 결과에 대한 평가와 분석 5월

교과계획 점검
 1학기 기말고사 출제 범위 및 평가 기준 설정
 교과진도표 확인 및 점검

6월

정기고사 협의
 1학기 수업 방법 개선에 대한 협의
 2022년 입학생 교육과정 협의

 1학기 기말고사 결과에 대한 평가 및 분석
7월

2학기
교과계획수립

 2학기 교과지도표 작성
 2학기 중간고사 출제 범위 및 평가 기준 설정

9월

정기고사 분석 협의  2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평가와 분석 10월

교과계획 점검
 1학기 기말고사 출제 범위 및 평가 기준 설정
 교과진도표 확인 및 점검

11월

정기고사 협의
 기말고사 결과에 대한 평가와 분석
 연간 교과 활동 전반 평가
 겨울방학 과제 협의

 신학년도 계획 수립 및 학습 자료 준비
 2학기 수업 방벙 개선에 대한 평가 12월

평가지표4

1) 교직원 간 원활한 의사 소통과 협력 속에 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학교문화가 조성되어 있는가?

2) 교원의 의견수렴 조직체계가 활성화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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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율적인 학교평가

목적1

• 학교 경영의 자율성 확대 및 자치문화의 활성화를 통해 학교 교육 활동을 진단하고 개선하여 학교 교육력을 제고함

방침2

1) 학교 교육 목표와 연계하여 계획-실천-평가-환류를 이루도록 함

2) 학교 자체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 교육활동을 평가함

3) 학교 교육 활동을 평가 및 개선에 활용

추진 계획3

추진 과제 추진 내용 시기

평가 계획 수립

 학교교육계획 수립 평가 위원회 구성
 학교 평가 계획 수립
 2021년 학교평가결과 반영
 지구별 장학 의견 반영

4월

평가 계획 관련 연수
 자체 모니터링 실시
 학교 평가를 위한 연수 및 협의

4월

평가 실시  모든 교육공동체 대산 설문조사[온라인 설문조사] 12월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연수

 학교별 평가 결과 보고회
 학교 평가서 제출
 학교 홈페이지와 학교 알리미에 평가결과 공개
 평가결과 환류[결과 바탕으로 후속 컨설팅 요청]

12월 ~ 1월

평가지표4

1) 학교평가 결과 공유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토론회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가?

2) 학교의 구성원은 학교 비전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으며, 학교 비전을 추구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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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목표 세부 실천 내용 시기 담당 비고

기본 생활인성 및 

예절 교육 강화

 민주 시민 육성을 위한 인성교육

- 밝은사회운동 정신(선의-협동-봉사-기여)의 지속적 교육과 기본 생활 예절 습득 

- 지속적인 등교 및 교내외 순시 지도를 통해 건전하고 원만한 생활습관 형성 유도

지도유형 지도시간 지도내용 지도교사 비고

등교지도 07:10~07:50
인사 잘하기, 용의복장

지각 및 교통안전
학생부 / 
전교사

학생도우미 : 
2학년 지도부 학생

중식지도 11:50~12:50
식당 질서, 무단 외출 및 

조퇴
학생부 / 
전교사

학생도우미 : 
2학년 지도부 학생

하교지도 15:40~17:00
교통안전, 교내외 

생활지도
학생부 교사 학생부

석식지도 17:50~18:40 식당 질서
학생부 / 
전교사

학생도우미 : 
2학년 지도부 학생

교내
순시지도

휴식 시간
무단 외출 및 조퇴, 흡연, 
폭력예방, 공공기물애용

담임교사 / 
학생부

학생부

교외
순시지도

일과 후
(주 1회)

흡연, 폭력, 약물 오남용, 
음주, 유흥가 출입, 절도

학생부
학교 혹은 지구별

합동 지도

- 캠페인 활동을 통한 기본 생활 습관 형성 : 교통질서, 금연(블루주간), 학교폭력예방, 안전예방 

등

연중 학생부

학교 폭력 
예방으로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학교 폭력 예방으로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위한 학교폭력예방교육의 강화

- 학교폭력 대책 자치 위원회의 활성화

- 학교폭력 추방 순시 지도의 강화

- 학교 폭력 상담 지도의 내실화 

연중 학생부

4 학생부

1  주요 업무 방향 

1) 밝은사회운동 실천으로 기본 생활 인성 및 예절 교육 강화

2) 학교 폭력 예방으로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3) 체계적인 안전 교육 및 안전 관리 강화로 각종 안전사고 예방

4)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5) 흡연 예방 및 금연 운동 실시 

6)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

7) 예절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

2  세부 업무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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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목표 세부 실천 내용 시기 담당 비고

- 학교 폭력 및 집단 따돌림 실태 파악 및 처리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 신고 및 상담제도 홍보 : 학교 홈페이지 게시, 가정통신문 발송, 학부모회의에서 안내 등

학교 폭력 피해 신고처 전화번호

우리 학교 02) 966-3782, 3299-3771

교육청 학교폭력사고 전담전화 02) 3999-527

서울지검 학교폭력 신고전화 국번 없이 1301, 1588-2828

전국 일원화 학생 고충신고, 상담대표전화 1588-7179

서울특별시청 청소년유해업소 신고 및 폭력피해 등 
청소년 긴급 상담 전화

국번 없이 1388

체벌 없는 
학교 문화 만들기

 체벌 없는 학교 문화 만들기

- 체벌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 교사들의 자율적 체벌 안 하기 운동 전개와 학생들의 바른생활 실천 결의 유도

- 학생생활평점 제도를 활용하여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권리 모두를 존중

연중 학생부

체계적인
안전 교육 및
안전 관리
강화로

각종 안전사고
예방

 체계적인 안전 교육 및 안전 관리 강화로 각종 안전사고 예방

- 학교 안전관리 위원회 조직 및 활성화

- 안전 점검의 날(매월 4일) 생활화로 생활안전에 대한 의식 고취

- 교통안전, 생활안전 등 각종 학교 안전 교육 계획 수립 및 체계적 실시

- 체험 및 수련활동 계획 수립에 안전교육 및 안전계획 포함, 안전지도교사 임명 및 임장 지도

-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및 기타 안전관련 연수 실시

- 학교 안전 관리 종합 대책 과제별 계획

제목 세부추진계획 주관부서 비고

학교 안전
교육의 

체계적 실시

1. 생활 안전 교육 관련 교과 및 담임 체육, 사회, 담임

2. 교통 안전 교육 담임교사 

부서별 계획 수립

3. 학급자치활동 및 조･종례 담임교사

4. 안전교육 담당자 지정 관련 교과 교사

5. 안전 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 학생부/행정실

6. 각종 대장 작성 관리 행정실

7. 학교 소방 교육 행정실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

1. 전기 콘센트 등의 안전조치 행정실

수시 점검 
및 확인

2. 교실 내 조명 및 청결 유지 상태 담임교사

3. 각종 체육시설의 안전성 체육과

4. 복도 계단 등의 위험 여부 행정실

5. 소화 설비 및 기타 학교시설 행정실

6. 식당에 대한 안전 대책 행정실

7. 각종 실험실 및 실습실 관련 교과 교사

재난에 
대한 안전

1. 화재발생시 안전수칙 및 대처요령
학생부/행정실/

담임
2. 사회재난시 안전수칙 및 대처요령

3. 자연재난시 안전수칙 및 대처요령

안전 교육
프로그램

1. 안전 점검의 날 운영 및 캠페인 학생부/행정실

2. 응급처치 교육 학생부/보건교사 

3. 성폭력 / 학교폭력 교육  학생부/보건교사 

4. 기초 질서 지키기 및 안전생활 실천 학생부 

연중 학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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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목표 세부 실천 내용 시기 담당 비고

학생 자치 활동 
활성화

 학생 자치 활동 활성화 방안

- 학급회의 및 대의원 회의를 통한 학생 여론 적극 수렴 

- 자정활동의 일환으로 ‘잘못은 고쳐주고 모르는 것은 알려주기’ 운동 전개

- 학생회 간부의 리더십 함양과 공동체 의식 강화 

- 학생회 학생지도부 활동 활성화

- 학생자치법정 운영

- 학생회-학교장과의 간담회

연중 학생부

흡연 예방 및 
금연 운동 실시 

 흡연 예방 및 금연 운동 실시

- 학교 금연 운동 추진 팀의 지속적인 운영

- 처벌을 위한 적발이나 일시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흡연 예방 교육 실시

- 흡연 학생 적발 시 추후 흡연 테스트로 지속적인 금연 관리 및 지도

-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한 학부모 홍보 강화, 흡연 실태 파악을 위한 학생 설문조사 실시

- 흡연 예방을 위한 교내･외 지도 및 예방 활동 실시

연중 학생부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

- 교육공동체가 함께 공감하고 노력하여 차별 없는 학교 문화(양성평등, 사생활존중, 

학생노동인권 존중 등) 조성 

- 학생인권시스템(인권상담 창구)을 구축하고 학생인권존중 활동 실시

- 교권보호위원회 등 교사인권보장 및 교권존중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연중 학생부

예절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

 예절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

- 애국심을 갖고 국기에 대해 경건한 마음으로 예의를 표하는 학생지도

- 선생님께는 항상 존경하는 마음과 바른 자세로 인사하는 학생지도

- 교장실 및 교무실 출입 시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학생지도

- 학우 간에는 신의와 우애를 가지고 대하는 학생지도

- 상･하급 학생간에는 서로 인격을 존중할 수 있는 학생지도 

연중 학생부

3  행사 일정

행사명 시기 실시 장소 주요 내용 담당자

1학기 학급임원 선거 3월 교실 학급임원 및 교과반장 선출 홍선국

1학기 환경미화 심사 4월 교실 교실환경 정화 및 개선 최우석

2학기 학급임원 선거 7월 교실 학급임원 및 교과반장 선출 홍선국

학생회 리더십 캠프
8월

(1박2일)
미정

리더십 함양을 위한 단체활동
학교 발전을 위한 토론

홍선국

2학기 환경미화 심사 8월 교실 환경정화 및 개선 최우석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12월 23일 강당 2023학년도 학생회 임원 선출 홍선국

임원회의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세미나실 학교 발전을 위한 임원회의 홍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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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수 계획

연수 명칭 실시 시기 실시 대상 주요 내용 담당자

가정폭력 예방교육 4월 중
전교생/
전교직원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김원중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3월 중 전교직원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교육 소상은

아동학대 예방교육 연중
전교생/
전교직원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소상은

아동학대 예방교육 연중
전교생/
전교직원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소상은

학생과 교사인권 교육 4월 중 전교생/학부모 학생과 교사의 인권(교권)에 관한 교육 홍선국

금연절주 예방교육 연중 전교생 금연과 절주를 위한 예방 교육 김미향

영양비만 예방교육 12월 중 전교생 영양비만 예방하기 위한 교육 김미향

성희롱 예방교육 4월 중 전교직원 교직원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 김미향

성매매 예방교육 7월 중 전교직원 교직원 성매매 예방을 위한 교육 김미향

성폭력 예방교육 연중
전교생/
전교직원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김미향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7월 중 전교생 약물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 김미향

심폐소생술교육 8월 중 1학년 심폐소생술을 숙지하기 위한 교육 김미향

심폐소생술교육 9월 중 전교직원 심폐소생술을 숙지하기 위한 교육 김미향

스마트폰 인터넷 과의존 예방교육 8월 중 전교생 스마트폰 인터넷 과의존 방지 교육 소상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중
전교생/

전교직원/
학부모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김원중

학교 안전 예방교육 연중
전교생/

전교직원/
학부모

학교안전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김원중

학생도박 예방교육 8월 중
전교생/

전교직원/
학부모

도박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 최우석

생명존중(자살예방) 교육 연중
전교생/

전교직원/
학부모

생명존중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 소상은

장애이해교육 5월 중
전교생/
전교직원

장애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 최우석

학생 인권 교육 8월 중
전교생/

전교직원/
학부모

학생의 권리와 책임 홍선국

학생 인권 교육 8월 중 전교생 학생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 홍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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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특색 프로그램 학생자치법정 운영

목적1

• 학생들의 자치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견으로 바람직한 태도 변화와 건전하고 합리적인 민주시민을 육성하고, 학생 

스스로 참여하는 자치법정의 절차를 통해 처벌의 임의적 시행, 불공정성 등에 대한 문제 극복하는데 목적을 둔다. 

방침2

1) 학생자치법정의 구성원은 위원 조직 구성에 의해 선정함.

2) 재판 전 단계에서 자치법정 참여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사전 교육을 진행함.

3) 재판 중 단계에서 재판 진행 절차를 준수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지도함.

4) 재판 후 단계에서 판결 결과 이행 시 학생 생활 관리부가 지도･감독하며 미이행 시 선도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침을 

두어 결과 이행률을 제고 함.

추진 계획3

1) 학생생활평점제와 학생자치법정을 연계하여 한 학생의 벌점이 일정 기준 초과 시 학생자치법정 개최 여부를 검토함. 

2) 학생자치법정의 과정을 통해 교사의 일방적 처벌과 징계에서 벗어나 친구 및 선･후배의 판결에 따른 긍정적 선도의 

방향으로 나아감.

3) 학생들이 자치법정의 구성 및 과정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학교 생활의 문제점을 스스로 

개선해나가는 주체로서의 태도를 함양하도록 함.

4) 학생자치법정 위원의 구성

구 성 위 원 선 정

지도교사  학생 생활인권 담당교사

학생자치
법정위원

 학생회 회장과 학생회 부회장은 학생자치법정의 당연직 위원으로서 학생회 회장은 위원장, 학생회 부회장은 부위원장이 됨
 학급 회장, 학급 부회장, 학생회 임원 중 희망자
 기타 자치법정에 관심이 많고 논리력과 판단력, 문장력 등의 소양을 갖춘 자 

판사/검사 
 학생회 임원중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발
 선발 기준에 부합하는 희망 학생 중에서 학생생활인권 담당교사와 협의 선발

변호인  학생자치법정 위원이나 자격 대상자 또는 학생자치법정 회부 대상 학생을 변호할 수 있는 친구

배심원  희망 학생 또는 학생회 임원

서기  학생회 총무부원 

법정 안내  학생회 임원 및 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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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생자치법정 위원의 역할

위 원 역 할

학생자치

법정위원

 학생자치법정 운영에 대한 실무 역할

 학생자치법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선발 및 지정

판사

(1-3명)

 재판의 시작 전 재판의 주의사항을 안내

 사건에 대한 변호사와 검사의 의견을 청취

 배심원단의 결정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리

 재판의 전반적인 진행을 정리, 최종적인 판결을 선고

검사

(2-6명)

 규칙 위반 사실에 대해 신문

 규칙 위반에 대해 규정상의 지도내용을 구형

 판사와 배심원단에게 엄정한 판결을 요청

출두 학생
 요건에 부합한 대상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음

 위반 사실에 대한 정당한 상황 근거나 반성하는 모습, 개선 노력 등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변호인

(2-6명)

 대상 학생의 변론을 담당

 대상 학생의 불가피한 사정이나 현재의 변화된 모습, 미래의 발전 가능성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가능한 한 낮은 수준의 지도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

배심원

(6-12명)

 검사와 대상 학생 측 변호인의 주장을 듣고 판단

 별도로 마련된 배심원 회의실에서 만장일치로 결정, 합의문 작성

 배심원은 지도 수준을 경감해줄 권한만 가짐

 만약 판사가 합의문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다시 조정

서기
 법정의 구성원들에게 재판의 개정, 절차 등 안내

 법정에서의 진행 상황을 모두 기록하고 판결 내용을 지도교사에게 보고

법정 안내
 재판이 시작되고 끝날 때 판사의 입정과 퇴정을 안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의 분위기를 진지하게 유지

6) 학생자치법정의 재판 단계

가) 재판 전 단계

단 계 내    용

제1단계

(사전교육)

 학생자치법정 참여 관계자 확정

 학생자치법정 참여 관계자들에 대해 사전 교육을 철저히 실시(집합교육/개별교육)

 학생자치법정에 회부된 대상 학생과의 면담을 통해 문제 행동 및 사유 확인

 대상 학생이 제기하는 이의사항을 확인, 이의사항은 재판 준비 2단계에서 검사, 변호인이 지도교사와 함께 검토

 대상 학생에게 변호인 선정을 안내하고, 재판 준비 2단계 날짜 통보

제2단계
 검사, 변호인, 학생지도교사는 제기한 이의사항을 검토(이의사항에 따른 증인 및 증거를 제출할 것을 안내)

 대상 학생 명단 및 사실관계 목록 작성, 그리고 관계자에게 배포

제3단계

 판사, 검사, 변호인, 대상 학생, 담임교사, 배심원단, 지도교사에게 공소장 배포

 검사, 변호인, 지도교사는 증인 면담 및 증거 확인

 학생자치법정 개최에 대한 학교장 승인, 재판일자 공고

 재판 참여자 전원에게 재판시나리오 배부

 학생자치법정 준비상황 최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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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판 중 단계

재판 절차

 출석 확인 → 관계자 교육 → 출두 학생 선서 → 검사 신문 → 변호인 신문 → 검사 구형 → 변호인 최종 변론 → 

출두 학생 최종 진술 → 배심원 합의문 제출 → 판결 선고

다) 재판 후 단계

재판 결과 이행

 재판의 판결에 따른 결과를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결과 미이행 시는 부모 동반 심의위원회 출석해야 한다.

 결과 이행 과정은 학생 생활인권 지도부에 의해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진다.

7) 학생자치법정의 재판 진행도 

가) 전체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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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생 자치법정 재판 진행 절차

평가지표4

1) 학교 교육활동에 학생들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고, 그 결과가 학교 교육활동 개선에 활용되고 있는가?

2)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학생자치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학교에 건의하는 등 학생자치회가 원활히 

운영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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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학교 폭력 예방으로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목적1

•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을 근절하여 평화롭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조성한다.

방침2

1) 학교폭력 감소를 위한 교육활동 강화

2) 지구별 학교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

3)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전교사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추진 계획3

추진 과제 추진 내용 시기

운영 조직

 학교 공동체 구성원 및 학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운영

 학생회 및 스쿨폴리스와 지속적인 연계 활동을 통해 캠페인 활동 구축

 지구별 합동지도 및 인근 사회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제 구축

연중

예방활동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 전개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정기적인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스쿨폴리스 및 사회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성하여 효과적인 예방 활동 전개

연중

예방교육

 전교생 및 전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학생과 교사인권 교육 실시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실시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연중

평가지표4

1)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는가?

2) 학교폭력과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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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목적1

• 학생들의 자치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바람직한 태도 변화와 건전하고 합리적인 민주 시민 육성에 

목적을 둔다.

방침2

1) 학급회의 및 대의원 회의를 통한 학생 여론 적극 수렴 

2) 학교생활 불편 사항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3) 학교공동체 의견 수렴을 통한 학교규칙 제･개정 및 교복공론화 추진

4) 리더십 함양을 위한 임원수련회 활성화 

5) 학교 행사 및 경황제 행사 지원

추진 계획3

추진 과제 추진 내용 시기

학생회 구성 및 
조직 운영

 학생회 구성 및 운영
 학생회 조직 편성
 학생회 구성원이 주축이 되어 캠페인 활동 전개
 매월 4째 주 수요일 대의원회의 진행

연중

학생회 회의 진행  매월 4째 주 대의원회의를 통해 학생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하기 위해 학교에 적극적으로 건의함 연중

임원수련활동 전개
 리더십 함양을 위한 임원수련회 활성화
 의사소통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
 자기관리 역량 등의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수련활동 전개

연중

학교장과의 면담  대의원회의 진행 후 학교장과의 만남을 통해 학생 의견이 반영되도록 건의함 

평가지표4

1) 학생 중심의 자치활동이 원활히 운영되었는가?

2) 대의원회의를 통한 의견수렴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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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보건교육 및 학생건강증진

목적1

• 학교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통상 질환 관리, 응급처치, 

보건교육, 건강 생활지도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방침2

•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

추진 계획3

추진 과제 추진 내용 시기

학교보건
기본계획

 학교보건 사업계획 수립
 보건실 운영
 학교 보건 사업계획 평가

3월 및 
연중

학생건강검사
 학생건강검사(신체발달) 계획 및 실시
 학생건강검사 결과 가정 안내 및 추후관리

연중

질병예방 관리
 건강정보제공 및 안내
 질병 예방을 위한 노력

연중

응급환자 관리
 응급환자 관리대책 수립 및 홍보
 응급환자 발생 시 수립된 대책에 따라 시행

연중

일반건강 및 
의료상담

 보건실 방문 학생관리 및 건강 상담 실시
 처치 학생 기록 및 관리
 건강관련 정보 제공

연중

요보호학생관리
 요보호 학생 파악 및 관리
 요보호 학생 교직원 안내

3월 및 
연중

학교 감염병 예방 
관리

 감염병 발생 단계별 관리
 학교 결핵 예방 관리
 코로나19 감염병 학교 내 관리
  방역물품 비축 및 관리

연중

 보건교육 
계획

  성교육 15시간(성폭력·성매매·성희롱 관련 법령)
  감염병 및 금연·약물오남용예방 교육 3개월에 1회 이상(연간 10시간 이상) 
  응급심폐소생술 학생 2시간(학교안전교육의 실시)
  응급심폐소생술 교원 3~4시간 실시 
  기타 생활습관병 및 질병예방, 감염병 예방, 정신건강증진 교육 등

연중

평가지표4

1)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구축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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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성교육 계획

목적1

1) 성평등 관점의 학생 성교육 운영을 통한 건전한 성가치관 확립 및 건강한 성장을 도모한다.

2)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 내실화로 성인식 개선 및 성평등 조직문화을 조성한다.

3) 책임, 소통·공감, 인간관계 등 포괄적 성교육 운영을 통한 민주시민 역량 함양 및 핵심 가치를 확산한다.

4) 가정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함께 더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를 구현한다.

방침2

1) 인성 및 인권존중 교육에 바탕을 둔  성교육 협의체 구성 및  교과통합  성교육 실시 

2) 학년별 성교육 시수 15시간 이상(성폭력 예방교육 3시간 포함) 확보  

3) 성교육 집중 이수 학년 지정 및 최소 5차시 운영 권장

4) 성교육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마련

추진 계획3
 

추진과제 교육내용 및 방법 시기

학생
성교육

 성교육 담당교사 지정 및 성교육 협의체 구성

 연간 15차시 관련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활용

 성교육 집중이수학년제 권장(1학년)

 학생 성폭력(3시간), 성매매(1시간) 예방교육 실시

 수련회 및 수학여행 전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외부기관 연계, 사이버 교육, 토론 및 세미나 등

연중

교직원
성교육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각각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외부강사 초빙 대면교육 실시
연중

학부모
성교육

 학부모총회,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하여 실시 연중

평가지표4

1) 학교교육공동체 구성원 대상별로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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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목표 세부 추진 내용 시기 담당 예산

진학･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는 

특색 

프로그램

운영

 의생명과학과정 운영

- 의생명과학과정 진로체험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 내용 및 일정 확정
- 의생명과학과정 진로체험교육 프로그램 강사 섭외
- 의생명과학과정 진로체험교육 프로그램 진행 / 학생 참여 독려 / 이수 

여부 관리
- 의생명과학과정 인성교육을 위한 봉사활동, 독서활동 이수 여부 관리
- 의생명과학과정 진로탐색교육을 위한 전공심화연구 프로그램 이수 

여부 관리
- 의생명과학 관련 진로 탐색을 위한 다양한 학생 활동 및 대회 실시
- 의학 계열 진로 탐색을 위한 입시 설명회 실시

 외국어 인재 프로그램 운영
- 외국어 인재 프로그램 강사 섭외
- 외국어 인재 프로그램 언어별 교육과정 내용 및 일정 확정

- 외국어 인재 프로그램 진행 / 학생 참여 독려 / 이수 여부 관리
- 동대문구청 교육경비보조금(학력신장) 사업비 활용(600만원)

 IT 전문과정 프로그램 운영

- IT 전문과정 프로그램 강사 섭외
- IT 전문과정 프로그램 과정(코어교과/심화교과)별 교육과정 내용 및 

일정 확정

- IT 전문과정 프로그램 진행 / 학생 참여 독려 / 이수 여부 관리
- 동대문구청 교육경비보조금(학력신장) 사업비 활용(1,000만원)

 전공심화연구 프로그램 운영

- 전공심화연구 프로그램 강사 섭외
- 전공심화연구 프로그램 강좌별 교육과정 내용 및 일정 확정
- 전공심화연구 프로그램 진행 / 학생 참여 독려 / 이수 여부 관리

- 동대문구청 선택과 집중 교육경비보조금 사업비 활용(1,000만원)
 대학생 학습멘토링 운영

- 대학생 학습멘토링 멘토 섭외

- 학습멘토링 멘티 학생 모집 및 교육과정 내용 및 일정 확정
- 학습멘토링 진행 / 학생 참여 독려 / 이수 여부 관리

연중

의생명과학과정

1학년 담당 교사 
및 2학년 
담당 교사

외국어인재
담당교사

IT 전문과정 
담당 교사

전공심화연구 
담당 교사

학습멘토링 

담당교사
행정실무사

5 창의체험부

1  주요 업무 방향

1) 진로･진학을 염두해 둔 다양한 특색 프로그램 운영

2) 학생 중심으로 편성되는 내실 있는 동아리 활성화

3) 동대문구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학교선택제 사업 운영

4) 진로･진학 방향에 따른 체험 중심의 학생 주도적 진로활동 운영

5) 지속적･진정성 있는 봉사를 위한 학생 주도적 봉사활동 운영

6) 다양한 인성, 진로, 심리, 학습능력검사를 통한 상담 자료 제공

2  세부 업무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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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목표 세부 추진 내용 시기 담당 예산

학생 중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동아리 문화 

정착

 학생 중심으로 편성되는 내실 있는 동아리 활성화

- 학생 희망을 반영한 다양한 정규 동아리 및 자율 동아리 구성 및 운영

- 지역 사회 시설을 적극 활용한 운영

- 동대문구청 교육경비보조금(학력신장) 사업비 활용(500만원)

 예술 동아리 활동을 위한 공연 및 전시회 관람 기회, 연습장 대관료 지원

- 동대문혁신교육지구 학교선택제 사업비 활용(문화예술 700만원)

 창의로봇반 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창의･로봇 스쿨 운영

- 동대문구청 교육경비보조금(학력신장) 사업비 활용(500만원)

 드론반 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드론 스쿨 운영

- 동대문구청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드론스쿨) 사업비 활용(300만원)

연중

부장

동아리

담당교사

창의로봇반

담당교사

드론반

담당교사

취미 및 특기 

계발을 통한 

자아 실현 

도모

 학생 중심의 동아리 활동 내실화를 통한 종합예술제 운영

- 공연 발표 중심의 경황제 운영 (정규 동아리, 자율 동아리, 개별 학생 및 교사의 

공연 참여)

- 작품 전시 중심의 학술제 참여 (정규 동아리 및 자율 동아리 작품 전시회, 특색 

프로그램 참여 학생 발표회, 교과 발표회, 동아리 활동 요약 발표회, 교사 및 학부모 

작품 전시회)

12월

부장

동아리

담당교사

학생 중심 

진로탐색 

활동을 통한 

학습 동기 

부여

 학생 중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진로･진학 탐색 활동 실시

- 전일제 진로 활동 학기당 1회씩 연간 2회 운영

- 전일제 진로의 날(개인 직업체험 활동) 계획서에 따른 개인 계획 진로 체험 활동

- 전일제 진로 체험 보고서 작성 및 제출

5월

12월

부장

진로

담당교사

실천 위주

봉사활동

운영

 봉사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및 공동체 의식 함양

- 봉사활동 운영계획 수립 및 안내

- 봉사활동 운영의 내실화

 학생 중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봉사활동 실시

- 전일제 봉사 활동 운영

- 전일제 봉사 활동 계획서에 따른 개인 계획 봉사 활동

- 전일제 봉사활동 보고서 작성 및 제출

3~4월

연중

12월

부장

행정실무사

지역 인재를 

활용한 학습 

동기 부여

 지역 인재와 함께하는 대학생 학습멘토링 운영

- 1학기, 2학기, 겨울방학에 운영

- 동대문구청 대학교 학습멘토링과 병행하여 운영

연중

부장

멘토링 

담당교사, 

행정실무사

학생 상담에 

필요한 

적절한 상담 

자료 제공

 상담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학생 진로검사 실시

- SPQ 사회성/인성검사, KLAT 콜브 학습유형검사, Strong 

진로탐색검사 Ⅱ, SLT 스마트러닝 학습검사

3~4월

부장

(1학년부와 

연계)

※ 코로나19로 인해 실시 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

의생명과학과정 관련 프로그램 참여 및 이수 관리(1학년/2학년 의생명과학과정)1

1) 의생명과학 관련 진로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이수 여부 관리

가) 의생명과학 관련 진로에 대한 올바른 직업관 형성과 진로 탐색을 위한 기회를 제공

나) 경희의료원 및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진이 참여하는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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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학년 및 2학년 의생명과학과정 학생 대상 60시간 내외로 총 120시간 내외의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

(상세 강좌 내용은 특색 사업 참조, 코로나19로 인해 시수 변경될 수 있음)

라)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통합의료인문학 연구단과 협력하여 의료 및 생명윤리 강좌를 포함하여 운영

2) 의생명과학 관련 인성교육 프로그램 참여 및 이수 여부 관리

가) 의생명과학 관련 봉사활동에 의생명과학과정 학생의 참여 및 이수 여부 관리

나) 의생명과학 관련 권장 도서 독서 활동에 의생명과학과정 학생의 참여 및 이수 여부 관리

3) 의생명과학 관련 진로 탐색 프로그램 참여 및 이수 여부 관리

가) 창의체험부에서 주관하는 전공심화연구 프로그램 중 의생명과학, 자연과학, 수학 등 이공계 프로그램에 의생명과학과정 

학생의 참여 및 이수 관리

4) ‘나도 의학자 대회’ 개최 및 이수 여부 관리

가) 의생명과학과정 학생들이 관심 분야 질병에 대해 심화 탐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기회 제공

나) ‘나도 의학자 대회’에 의생명과학과정 학생의 참여 및 이수 여부 관리

의생명과학 관련 진로 탐색을 위한 다양한 학생 활동 및 대회 실시2

1) 진로체험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및 학생 성취 의욕 고취를 위한 의학체험보고서 대회 실시

2) 의료윤리 의식 고취를 위한 의학토론대회 실시

3) 다양한 질병에 대한 탐구 활동 및 ‘나도 의학자 발표 대회’ 실시

4) 경희대학교 생물학과와 연계한 생명과학 탐구 실험 캠프 실시

외국어인재 프로그램 운영3

1)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갈 창의적･진취적･건설적인 외국어 인재가 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언어 프로그램을 제공

2) 경희대 국제교육원 강사, 한국외국어대 교수 및 대학(원)생이 참여하는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

3) 1년간 총 20차시 40시간(1학기 10차시 20시간, 2학기 10차시 20시간, 총 40시간 과정)으로 금요일 8, 9교시를 

활용하여 운영(상세 강좌 내용은 특색 사업 참조,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 시수 변경될 수 있음)

IT 전문과정 프로그램 운영4

1)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적이고 심화된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가) ‘해킹보안’, ‘웹프로그래밍’, ‘앱프로그래밍’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부터 점진적으로 심화된 지식을 습득할 뿐 아니라, 

이론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실기 능력을 함께 배양

나) ‘해킹보안’, ‘웹프로그래밍’, ‘앱프로그래밍’ 분야의 전문가(대학 교수)가 참여하는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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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 방식

가) 한 학기당 총 10차시 과정(2년간 총 40차시)으로 3시간 강의, 3시간 멘토링 실습으로 운영

(상세 강좌 내용은 특색 사업 참조,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 시수 변경될 수 있음)

나) 1학년 코어교과과정 이수한 후 2학년 심화교과과정 App 트랙/Web 트랙/Sec 트랙 중 선택을 통해 심화교육이 

가능하도록 운영

다) 실시 시기 및 일정(주당 6시간 운영)

수강시간(주당) 강의(월, 수 방과후) 멘토링 실습(토요일 오후)

6 3 3

전공심화연구 프로그램5

1) 대상 : 진로 희망에 따른 전공심화 강의(특강, 실험)를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2) 운영 방법 : 강좌당 4~6차시(차시당 3~4시간) 총 12시간 운영

3) 강사 : 각 분야 전문가 및 대학 교수

4) 개설 시기 : 1학기, 여름방학, 2학기 총 3기로 운영 

(코로나19로  인해 개설 시기가 변경될 수 있음)

가) 1학기 : 2학년 및 3학년 대상 강좌 개설

나) 여름방학 : 1,2,3학년 대상 강좌 개설

다) 2학기 : 1학년 및 2학년 대상 강좌 개설

경황제6

1) 연간 동아리 활동을 마무리하는 종합예술제 및 화합의 장으로 운영

2)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삼위일체의 축제를 통해 학교 구성원 사이의 신뢰 형성과 상호 이해를 심화

3) 내실있는 정규 동아리 및 자율 동아리 운영 활성화로 경황제의 성공적 개최를 준비

4) 학생 주도로 기획하고 준비하도록 진행하여 ‘학생 창조적 역량의 장’이 되도록 운영

5) 2022년 12월 28일(수) 경황제 및 학술제 참여 : 학교 강당 및 특별실

- 공연 발표 중심으로 정규 동아리, 자율 동아리, 개별 학생 및 교사의 공연 참여로 운영

- 1, 2학년부에서 주도하는 학술제 활동과 더불어 작품 전시 중심으로 정규 동아리 및 자율 동아리의 작품 전시회 및 활동 요약 

발표회, 특색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의 발표회, 교과 발표회, 교사 및 학부모 작품 전시회로 운영

인근 지역사회 인재와 함께하는 대학생 학습멘토링7

1) 운영 시기 : 1학기, 2학기에 운영 (코로나19로 인해 운영 시기가 변경될 수 있음)

2) 팀별 인원 : 1팀당 5명 이내로 구성

3) 운영 방식 : 매 기수마다 종료 후 만족도 조사 및 멘토와 멘티에 의한 피드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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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도의 내실 있는 교내 봉사활동 운영(2022 봉사활동 운영계획)8

1) 일시적 봉사가 아니라 생활에서 지속되는 진정한 봉사를 통해 졸업 후에도 봉사하는 경희인 육성

2) 학교 모든 구성원이 밝은사회클럽에 가입하고, 밝은사회 정신에 입각하여 봉사활동을 생활화

3)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교의 모든 구성원(교사, 학생, 학부형)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봉사활동의
생활화

 일상에서의 봉사활동 생활화 : 도우미 조직(환경봉사, 급식, 도서, 방송 관련 등)

 봉사활동 참여 유도 : 봉사단체 참여, 장애인과의 자매결연

 지속적인 활동 유도 : 한 단체에 지속적인 연계와 연속적인 교류 권장

 적극적인 참여와 적절한 인원 비율 유지 : 밝은사회클럽 전원 가입

연중

밝은사회클럽
봉사활동

 학교 구성원 모두(학생, 학부모, 교사)가 참여하는 봉사활동

 한가족 걷기 대행진 참가 (연 1∼2회)

 서울 근교의 사회복지재단과 연계된 봉사활동 추진

 경희의료원이나 동대문구 사회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연중 봉사

연중

봉사활동
 학급 및 동아리 단위 봉사활동으로 전교생 봉사정신 함양

 본인이 원하는 봉사활동을 찾아 봉사활동 실시
12월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Ⅴ. 특색사업 참조)9

1) 의생명과학과정 프로그램

2) 외국어인재 프로그램

3) IT 전문과정 프로그램

4) 전공심화연구 프로그램

5) 멘토링 프로그램

6) 창의로봇 스쿨

7) 드론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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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동아리 활동10

연번 담당 동아리 담당교사 연번 담당 동아리 담당교사

1 융합독서반 김무정 26 기후변화연구반 김기권

2 수학세미나반 김원중 27 생명과학원서읽기반 박현묘

3 어린이동화책번역봉사반 이아랑 28 J-ROTC 최현용

4 수학탐구실험반 이소라 29 의학탐구토론반 구본찬

5 수학문제만들기반 정주희 30 과학영화토론반 최우석

6 창의적과학탐구실험설계 황윤서 31 건축탐구반 지영우

7 창의적과학탐구실험연구
주진우
(손희영)

32 게임개발프로그래밍동아리 오만근

8 동영상플렛폼크리에이터반 천기훈 33 의상탐구동아리 양성재

9 창의로봇반
이재국, 김동욱

(서영채)
34 글로벌스포츠첨단과학 양성재

10 드론스쿨반
전문강사
(정재웅)

35 프로그래밍문제탐구반 황승근

11 메이커스페이스
최태호
(문수련)

36 경영경제탐구반 안가은

12 미술전시기획반 신중현 37 인문연구반 송요한

13 국제시사토론반 남현진 38 사회문제탐구반 송요한

14 자치법정반 홍선국 39 수학연구반 백승훈

15 경제연구반 민동훈 40 IT탐구반 백승훈

16 영화감상토론반 황창수 41 생명과학탐구반 조수아

17 창의과학반 유혜원 42 물리학탐구반 허승환

18 기악반
박용성
(최현희)

43 화학탐구반 조수아

19 엘리트축구반 육정우 44 의약학탐구반 배준

20 축구반 최현희 45 건축탐구반 허승환

21 농구반
이호찬
(손희영)

46 예체능탐구반 안가은

22 배드민턴반 이진오 47 자유주제탐구반 박정아

23 창업정신스타트업반
최은정
(이정규)

48 융합주제탐구반 유정화

24 도서반 정움 49 전공탐색반 안충모

25 뉴스기사분석반
유경혜
(진대영)

50 자연과학탐구반 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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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및 직업 선택에 도움이 되는 진로 프로그램 및 체험활동 운영11

1) 진로검사, 인성검사, 학습능력검사 실시

2) 진로직업 박람회 기획 및 운영

3) 진로직업체험센터 참가지원

4) 진로체험 및 대학탐방 체험

체험 중심의 진로교육 운영12

1) 현장 체험 중심의 전일제 진로의 날(직업 및 직장 체험) 및 진로체험 보고서 대회 실시

가) 시기 : 5월, 12월

나) 장소 : 본교

다) 대상 : 1, 2, 3학년(12월은 1, 2학년만)

라) 강사 : 외부 강사, 학부모 등의 자원봉사멘토 등

마) 내용 : 코로나19로 인해 교내에서 강의식 진로· 학과 체험 실시 예정. 

사전 교육에 의한 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및 우수작 시상 

내      용 담  당 시  기  비  고

사전 

활동

 진로의 날 안내 가정통신문 창의체험부 5월, 12월

 개별적 진로 체험 계획서 제출
창의체험부

담임
5월, 12월

개별 또는 소규모 진로체험 

계획서 작성 신청

 학생별 자신의 진로에 맞는 강의 선정 담임 5월, 12월 최소 2주 전 

본 

활동

 각 전공별 강의 참여

- 오리엔테이션 

- 강의를 통한 직업·학과 체험

- 마무리 : 질의 응답 및 인사

창의체험부

담임
5월, 12월

인솔자 배치

인원 점검

사후 

활동

 진로체험 보고서 제출

 진로체험 평가회 및 만족도 조사
창의체험부 5월, 12월

체험 1주일 내 

보고서 마감

 보고서 우수작 시상 창의체험부 5월, 12월 연간 20% 이내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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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체제 구축13

1) 진로검사 실시 및 상담자료 구축

가) 시기 : 3월

나) 장소 : 1학년 교실

다) 대상 및 검사 내용 

- 1학년 : SPQ 사회성/인성검사, KLAT 콜브 학습유형검사, Strong 진로탐색검사 Ⅱ, MBTI 성격유형검사, 

SLT 스마트러닝 학습검사

라) 상담자료 구축 및 연수

- 각종 진로검사자료를 엑셀 자료로 담임 상담용 자료로 구축하여 제공

3  행사 일정

행사명 시기 실시 장소 주요 내용 담당자

1학기 환경봉사대 조직 및 운영 3월
교무실 및 
특별실

점심시간을 이용 교내외 환경정화활동 김혜정

전공심화연구 프로그램 1기 운영 4월~6월 해당교실 전공심화연구 프로그램 수강 및 대회 운영 정주희

정규 동아리 편성 및 운영 3월~12월 해당교실 정규시간 동아리 활동 신중현

자율 동아리 편성 및 운영 3월~12월 동아리별 자율 자율 동아리별 자율 활동 신중현

신입생 대상 주요 검사 실시 2∼3월 1학년 교실

 SPQ 사회성/인성검사
 KLAT 콜브 학습유형검사
 Strong 진로탐색검사 Ⅱ
 SLT 스마트러닝 학습검사

손희영

전일제 진로의 날 5월, 12월 교내활동 1, 2, 3학년 진로직업체험활동 신중현

전공심화연구 보고서대회(1기) 6월 전공심화연구 보고서 대회(1기) 심사 및 시상 정주희

1학기 환경봉사상 시상 7월 봉사상/환경봉사상 수상자 심의 및 상장 수여 김혜정

2학기 환경봉사대 조직 및 운영
8월

~12월
교무실 및
특별실

점심시간을 이용 교내외 환경정화활동 김혜정

전공심화연구 프로그램 2기 운영 7월~8월 해당교실 전공심화연구 프로그램 수강 및 대회 운영 정주희

대학생 학습멘토링 운영 4월~12월 해당교실 학습멘토링 활동 최현용

나도 의학자 발표대회 11월 시청각실 질병에 대한 심화 연구 결과 발표
최현용, 
황윤서

전공심화연구 보고서 대회(2기) 12월 전공심화연구 보고서대회(2기) 심사 및 시상 정주희

경황제 및 학술제 12월 강당 및 교실 학교 동아리별 발표 및 공연 신중현

봉사활동 7월, 12월 외부활동 계획에 의한 학급 및 동아리 봉사 활동 김혜정

학술제 전시회 12월 강당 및 교실 학교 동아리별 전시회 및 발표회 신중현

※ 코로나19로 인해 실시 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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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수 계획

연수 명칭 실시 시기 실시 대상 주요 내용 담당자

의생명과학과정

프로그램 운영
4월~5월

1학년 및 2학년 

의생명과학과정 

학급 담임교사 및 

업무 담당교사

2021학년도 의학 과정 프로그램 운영 결과 및 2022

학년도 의생명과학 프로그램 운영 방안 수립

최현용, 

황윤서

정규 및 자율 동아리 제반규정 6월 학생 정규 동아리, 자율 동아리 운영 절차 신중현

봉사활동 6월 학생, 교사 봉사활동 지침 김혜정

치매인식개선교육 연중 1학년 학생
치매극복선도학교로 MOU 협약된 동대문구 

치매지원센터에서 치매 인식 개선 교육 실시
손희영

동문졸업생 직업멘토링 연중 전교생 졸업생 멘토 초빙 신중현

※ 코로나19로 인해 실시 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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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특색 프로그램 운영

목적1

•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제공하기 힘든 다양한 전공 관련 지식 및 심화 지식을 관련 전문가와 함께 탐구함으로써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전공 선택 및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방침2

1) 의생명과학과정 프로그램, 외국어인재 프로그램, IT 전문과정 프로그램, 전공심화연구 프로그램,  창의･로봇스쿨, 

드론스쿨 등 인문 및 자연, 공학에 걸쳐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2) 학생들의 수요 파악을 통한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관심이 높은 분야의 강좌 개설 노력

3) 다양한 전공 분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변 대학 및 기관들로부터 강사 요원 협조 요청

4) 소수 학생들이 요청하는 강의가 경제적 이유로 폐강되지 않도록 동대문구청 등 다양한 제원 확보 노력

추진 계획3

추진 과제 추진 내용 시기

다양한 진로 분야 체험을

위한 강사 요원 섭외

 의생명과학과정 프로그램 : 연 2회 실시 (1기, 2기)

 외국어인재 프로그램 : 연 2회 실시 (1학기, 2학기)

 IT 전문과정 프로그램 : 연 2회 실시(1학기, 2학기)

 전공심화연구 프로그램 : 연 3회 (1기, 2기, 3기)

연중

학생 성취 향상을 위한

특색 프로그램 관련 대회

실시

 의생명과학과정 : 나도 의학자 발표 대회(1회), 의학토론대회(1회), 의학 체험 보고서 대회(1회)

 외국어인재 프로그램 : 외국어인재 프로그램 학술보고서 대회(1회)

 IT 전문과정 프로그램 : IT 전문과정 보고서 대회(1회), IT 전문과정 Software Festival 대회 

또는 IT 전문과정 보고서 대회(1회)

 전공심화연구 프로그램 : 전공심화연구 보고서 대회(3회)

학년말

학기말

평가지표4

1)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학교 특색 교육 사업(미래인재, 전공심화 등)이 활발히 운영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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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동아리 활동

목적1

• 학생들의 개성과 소질 및 잠재력을 계발 및 신장하고, 다양한 집단 활동을 통한 공감, 참여, 배려가 넘치는 협력적 

인성을 기르며,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 탐구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

방침2

1) 학생 중심의 자율적인 동아리 개설 및 활동 문화 조성

2) 학생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동아리 활동 부서 운영

3) 예술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실시

추진 계획3

추진 과제 추진 내용 시기

예술 동아리 활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

 예술 동아리 활동을 위한 공연 및 전시회 관람 기회, 연습장 대관료 지원

 동대문교육혁신지구 학교선택제 사업비 활용(문화 예술)
연중

전문화 동아리 활동 지원

 동아리 활동의 심화 및 전문화를 통한 진로 탐색 활동 제공

 창의･로봇스쿨 및 드론스쿨 활동 활성화

 심화 활동에 필요한 성실성을 갖춘 학생 선발

 동대문구청 교육경비보조금(학력신장) 사업비, 동대문구청

서울형혁신교육지구(드론스쿨) 사업비 활용

연중

평가지표4

1) 예술 활동, 체육활동이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원격수업에 적용이 가능한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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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봉사활동

목적1

•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의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고, 바른 인성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체 의식을 배운다.

방침2

1) 학생 중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봉사활동 환경 조성

2) 봉사활동 과정 전반에 걸친 사전 교육 실시 및 봉사활동 계획 수립 지도

3) 학교 계획에 의한 다양한 봉사활동 수립

추진 계획3

추진 과제 추진 내용 시기

봉사활동에 대한 안내

 봉사활동 사전 교육 실시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한 봉사활동 방법 및 대상 기관 

안내

 교직원 연수를 통한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 봉사활동 안내 실시

학년 초

학교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다양한 학교 계획에 따른 봉사 활동 실시

- 급식 봉사 도우미 봉사, 멀티미디어 도우미 봉사, 셀멘토링 멘토 봉사, 환경봉사대 봉사, 

홍보 도우미 봉사, 밝은사회 봉사, 또래멘토링 봉사, J-ROTC 교통안전캠페인 봉사, 

미술전시회 도우미 봉사, 학교 행사 도우미 봉사, 학술제 도우미 봉사, 기타

연중

환경 봉사상 / 봉사상 시상
 환경 봉사대에서 성실한 활동을 한 추천 학생 대상으로 시상

 봉사 실적이 풍부한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주도 봉사 포트폴리오를 심사하여 시상

8월,

1월

평가지표4

1) 교육과정 내의 봉사활동 편성과 운영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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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목표 세부 추진 내용 시기 담당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및 

합리적인 평가 

 체육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 

- 연구수업 및 수업발표 통한 수업 질적 측면 개선

- 특기와 적성 개발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수업전개 

- 실기평가 기준표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연중 체육 교사

학교체육의 

활성화 

 각종 체육대회 실시 및 참가

- 학생 자치활동(스포츠 위원회)중심으로 체육행사 실시

(경희올림픽 ,경희월드컵 및 경희NBA, 체력왕선발대회,체육종목별대회)

- 교내 및 교외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 개최 및 참가

(교내대회 종목(수행평가 연계-교과 수행평가시 조별 순위 해당팀)

- 1학년: 배드민턴, 농구 / 2학년: 배구

- 교외대회 종목 : 지정 종목 :축구, 배드민턴, 농구

 학생건강체력측정평가 실시(4월- 정시/수시)

- 각 학년 5%이내 해당자 : 시상계획

- 4~5등급 해당자 : 건강체력교실 프로그램 의무 참가 후 수시 재측정

 체육교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사연수 및 체육 연구회 참여

연중 체육 교사

운동부 운영

관리 

 축구 운동부 운영 

- 체육특기자 연계 진학 및 진로지도 철저

- 나이스 연계 출결관리 철저

(지도자 근무상황 및 훈련일지 작성, 학생선수 출결관리 등)

- 학생인권, 학습권, (성)폭력 및 성희롱 교육, 약물오남용교육, 진로교육, 학생상담, 

기숙사 화재 및 지진발생시 안전대피 교육 철저

- 체육특기자 기초학력미달 시 지도계획 수립 : 전원 E-school활용

- 체육소체육위원회 및 체육특기자 관리위원 및 학생선수보호 위원회 구성 및 편성

연중 담당 교사 

6 체육부

1  주요 업무 방향

1)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학교체육의 활성화

2)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한 기초체력 향상 및 사회성 함양

3) 학생건강체력검사 및 건강체력교실 프로그램운영

4) 선진형 학교운동부 체계적 운영 및 관리

5) 체육관련 행사 개최 및 참여 

6) 대학 및 체육특기자 진학 관리

2  세부 업무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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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목표 세부 추진 내용 시기 담당

학교스포츠

 클럽 활성화 

 학교 스포츠클럽 및 동아리 운영

- 방과후수업과 연계한 동아리 운영 (배드민턴, 농구, 축구) 

- 각종 체육대회 참가 

- 학교별 스포츠클럽 및 체육 동아리 친선경기 실시

- 자율 체육활동 활성화 통한 건강 체력 증진 

- 평생체육으로서의 기반 마련

연중
체육 교사

체육 강사

대학 진학 관련 

지원 사업

 3학년부와 연계하여 축구부 및 체육대학 진학 학생 진학 지도 계획 수립

 (학생･학부모 진학상담) 

 체육대학 진학 희망자 및 학부모 대상 상담 활동

 학기 및 방학 중 내실 있는 운동 지원

 동대문구청 지원사업 학력신장 부문 지원

연중 체육 교사

3  행사 일정

행사명 실시 시기 실시 장소 주요 내용 담당자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4월~11월 미정
학교스포츠클럽 종목 신청 및 참가선수 모집
방과후 수업 및 동아리활동을 통한 연습
대회 참가 및 경기 실시

육정우
이진오

학생건강체력 측정 4월 운동장 학생건강체력평가 측정(5종목)
육정우
이진오

교내종목별대회 연중 각 경기장 배드민턴/농구/배구
육정우
이진오

경희올림픽 5월 운동장
다양한 종목을 도입하여 경희 한마당 체육 축제를 통해 
건강한 육체, 단결력, 인내, 근성 스포츠맨십, 인성 등을 
기르는 화합의 장

육정우
이진오

체력왕 대회 5월 운동장 학생건강체력평가 각  년 5%이내 해당학생
육정우
이진오

신나는 생활체육
1학기,여름방학
2학기,겨울방학

경희대르네상스
체육관, 
운동장등

 학교스포츠 종목 개설
(농구, 배드민턴, 축구) 

교과
담당

건강체력교실
5월~7월
9월~11월

운동장 4~5등급 해당자 및 저체력, 비만학생 대상
육정우
이진오

경희월드컵 및 경희 NBA 10월 운동장
조별 풀리그 예선전 2부리그 8개팀, 
2부리그 8개팀으로 본선 토너먼트 경기

육정우
이진오

체력향상반
(체대진학관련) 

3월~ 23년 2월 경희대 캠퍼스내 동대문구청지원사업 일환으로 체육 실기 위주의 방과 후 수업 
교과 
담당

겨울 스키캠프 운영 23년 1월 미정
겨울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체력 유지 및 체험활동 
기회 확대- 윈터스쿨과 연계

육정우
이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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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 활성화

목적1

• 학교별 희망하는 종목을 주말을 활용하여 운영하며 학생들의 스포츠레저 활동에 도움을 주고 체력강화 및 여가 생활의 

기회를 제공한다.

방침2

1)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 활성화를 통한 학생들의 신체활동량 증가 및 건강을 도모 

2) 삼위일체 협력 수업을 통하여 예의 및 배려심 함양

추진 계획3

추진 과제 추진 내용 시기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
프로그램 운영
(배드민턴 종목)

• 매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택1), 1일 2시간 30주 운영

• 참여인원 10~20명 모집(감염병 상황에 따라 정원의 50%로 운영가능)

• 학생건강체력평가 4~5등급 해당자 적극 참여 권장

• 삼위일체 및 가족 구성원(1+1) 참여 권장 (학생 & 학부모 & 교사 포함)

• 학교스포츠 클럽에 참가하는 학생 적극 참여 권장

연중

평가지표4

1) 학생들의 기초체력을 신장하고 학교 체육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운영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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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목적1

• 학교스포츠 클럽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고 자신감을 배양하여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여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든다. 

방침2

1) 다양한 학교스포츠 클럽 운영 

2) 아침, 점심, 저녁 스포츠 활동 활성화 및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한 활기찬 학교 조성 

추진 계획3

추진 과제 추진 내용 시기

다양한 스포츠클럽 운영

 아침, 점심, 저녁 동아리 운동 프로그램 운영 

 방과 후 스포츠 클럽 운영 – 농구,축구,배드민턴

 학교스포츠 클럽 대회 참가선수 관리 및 지도

연중

교과 수업과 연계한 클럽운영

 교과 협의회 실시 

 교과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진로연계 스포츠클럽 운영(체력향상반)

연중

체험형 융합 클럽 운영

 융합형 스포츠클럽 운영

 각종 대회에 출전 

 교내 대회

연중

평가지표4

1) 다양한 스포츠클럽 가입을 통한 개인의 끼를 발휘하는 장을 제공하여 자신감을 함양시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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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건강체력교실

목적1

•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체력관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의 체력을 점검하고 운동프로그램을 

스스로 계획하여 자신감을 배양하여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방침2

1) PAPS와 연계하여 4, 5등급 학생들이 주도적인 체력프로그램 실천

2) 학생 개별 맞춤형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운영(건강체력교실) 

3) 체력단력실의 전문적 기구를 통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 

추진 계획3

추진 과제 추진 내용 시기

PAPS 연계 체력프로그램

 등교 시 학생자율 운동프로그램 계획 및 실천 

 4,5 등급 학생들의 방과 후 스포츠 클럽 참여 – 농구,축구,배드민턴 참여 독려 

 4,5 등급 학생들 자기주도 체력평가 실시(3회 측정)

연중

건강체력교실 운동프로그램

 4~5등급 학생들은 건강체력교실 운동프로그램에 참가

 개별 맞춤형 Fitness 프로그램 실시(체지방 측정)

 바른 운동방법 지도 및 프로그램 운영

 학생 주도의 홈트레이닝 방법 및 관리

 주기적인 체력평가 실시로 지속적인 운영(3회 측정)

 학교예산지원( 1기 5월~8월, 2기 9월~11월)

연중

평가지표4

1) PAPS 4,5등급 학생들의 자기 관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가? 

2) 건강체력교실 프로그램 운영의 만족도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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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신나는 생활체육 토요스포츠데이 활동

목적1

• 토요스포츠데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고 자신감을 배양하여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만든다. 

방침2

1) 토요스포츠 데이 운영 

2)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한 토요프로그램 운영 

추진 계획3

추진 과제 추진 내용 시기

신나는 생활체육

토요스포츠 데이 

프로그램 운영

 농구, 축구 , 배드민턴 종목

 토요일 운동 프로그램 운영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참가희망자 관리 및 지도

연중

교과 수업과 연계한 

토요 스포츠 데이 운영

 교과협의회 실시 

 학교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여 학생 스스로 참여하게 한다. 

 진로와 연계한 클럽을 운영하여 진로 설계를 하게 한다.

 모둠별 클럽을 운영하여 배려심과 인성을 기르게 한다.

연중

평가지표4

1) 다양한 토요스포츠데이 활동을 통하여 개인을 끼를 발휘하는 장소를 제공하여 자신감을 함양시키는가? 

2) 신나는 생활체육 토요스포츠데이의 참여율과 만족도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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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학교운동부 활동

목적1

• 선진형 학교운동부를 통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이고 개인의 발전과 진로를 모색․ 설계하고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을 

정립하여, 공정하고 행복한 학교운동부 운영과 전인적 학생선수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방침2

1)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운동부 운영 

2) 방과 후 및 주말 리그를 통한 개인의 실력 향상 

3) 공부하며 운동하는 학생 선수상 확립 

4) 최저학력제, E-school학습,

추진 계획3

추진 과제 추진 내용 시기

대회 참가

 주말리그전 출전(3월~11월)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참가

 그 외 대회 참가

연중

체육특기자 연계 진학 및 
진로지도 철저

 나이스 연계 출결관리 철저(지도자 근무상황 및 훈련일지 작성, 학생선수 출결관리 등)

 학생인권, 학습권, (성)폭력 및 성희롱 교육, 약물오남용교육, 진로교육, 학생상담, 

기숙사 화재 및 지진발생시 안전대피 교육 철저

 체육특기자 기초학력미달시 지도계획 수립 : 전원 E-school활용

 체육소체육위원회 및 체육특기자 관리위원 및 학생선수보호 위원회 구성 및 편성

연중

평가지표4

1) 운동부 활동을 통해 개인의 끼를 발휘하여 진로와 연계하는가? 

2)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개인의 능력 향상시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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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학년부

1  주요 업무 방향

1)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2) 창의적인 진로 탐색 및 진로 계발 활동

3) 학생별 맞춤 프로그램을 통한 학력 신장

4) 학교교육의 한 주체로서 학부모와 긴밀한 소통 및 협력

2  세부 업무 추진 계획

중점목표 세부 추진 내용 시기 담당 예산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학생 이해를 위한 각종 검사
 학생 상담

3월
연중

구본찬

창의적인 진로 탐색 및 진로 
계발 활동

 전일제 진로의 날
 인문서당(고인돌)
 학술제

7월, 12월
5월
12월

담임
구본찬
정재웅

학생별 맞춤 프로그램을 통한 
학력 신장

 자율학습
 방과후학교
 학력평가

연중
정재웅
이아랑
남현진

학부모 소통 및 협력
 학부모 밴드
 학부모 상담
 학부모 간담회

연중 구본찬

3  행사 일정

행사명 실시 시기 실시 장소 주요 내용 담당자

1학년 학부모회의 3월 10일 강당 학부모회 임원 선출 / 담임교사 집단 상담 구본찬

1학기 학부모 상담 주간 4월 1주차 1학년 교무실 학부모, 담임교사와 개별 상담 담임

3월 학력평가 분석 협의회 4월 말 세미나실 3월 모의평가 분석 및 지도 방안 수립 남현진

학생부 관리 담임 워크숍 7월 2주차 세미나실 1학기 내신 성적 및 학생부 분석, 지도 방안 수립 구본찬

2학기 학부모 상담 주간 9월 3주차 1학년 교무실 학부모, 담임교사와 개별 상담 담임

9월 학력평가 분석 협의회 9월 말 세미나실 9월 모의평가 분석 및 지도 방안 수립 남현진

수련회 10월 4주차 미정 2박 3일 수련회(10월 27일~29일) 김무정

11월 학력평가 분석 협의회 12월 2주차 세미나실 11월 모의평가 분석 및 지도 방안 수립 남현진

경희 학술제 12월 5주차 미정 2022학년도 학술제 행사 진행 정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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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학생들의 학교 생활 적응

목적1

• 학생 이해를 위한 다양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이해도 증진

• 정기적인 학생 상담을 통해 학교 생활에 안정적인 적응 도모

방침2

1) 전문적인 인성 검사, 학습 능력 검사

2) 정기 상담과 수시 상담 실시

추진 계획3

추진 과제 추진 내용 시기

각종 검사
 MBTI 검사, STRONG 진로 탐색 검사

 학습 능력 검사
3월

상담
 정기 상담

 수시 상담

학기별
연중

평가지표4

1) 학생의 학교 적응을 위해 온·오프라인 맞춤식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가?



2022학년도 학교교육계획

96    미래형교육을 선도하는 명문사학 경희고등학교

7-2 창의적인 진로 탐색 및 진로 계발

목적1

• 창의적인 진로 탐색 활동을 통해 진로 구체화

• 진로가 분명한 학생들은 자기주도적 창의적인 진로 계발

방침2

1) 전일제 진로의 날을 통해 자기주도적인 진로 탐색 활동 실시

2) IT 전문 과정, 의생명 진로 체험 프로그램, 외국어 인재 프로그램, 인문서당(고인돌) 등 다양한 교내 진로 활동에서 

탐구한 내용을 학술제에서 발표

추진 계획3

추진 과제 추진 내용 시기

전일제 진로의 날  교내 전일제 진로의 날 프로그램 운영 학기별

인문서당(고인돌)

 날짜: 5월 26일(목), 6월 2일(목), 6월 9일(목) 총 3회 19:00~21:00

 협력 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동대문도서관

 제목: 뱀파이어로 철학하기

※ 추후 일정과 제목은 변경될수 있음

5월

“선배와의 아름다운 소통”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대학교에서 다양한 분야를 전공하는 선배들의 합격 수기를 듣는 프로그램

 본인이 꿈꾸는 진로에 대한 조언을 듣고 입시를 현명하게 준비하는 시간
8월

학술제
 날짜: 12월 28일(수)

 학급 학술제 운영: 가능한 모든 학생들에게 발표 기회 제공(12월 26일, 월)
12월

평가지표4

1) 진로를 설계하기 위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는가?

2) 학생들의 행동, 성장을 돋는 수업이 이루어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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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학생별 맞춤 프로그램을 통한 학력 신장

목적1

•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 기여 

방침2

1) 교과 방과후 학교 운영

2) 자율학습 전담 지도사에 의한 자율학습

3) 학습능력검사 결과 분석을 활용한 강점과 약점 분석

4) 국수영 주요 과목의 학습 방법 코칭

추진 계획3

추진 과제 추진 내용 시기

교과 방과후 학교
 국수영 주요 교과 학력 신장 목표

 자체 모의고사 실시를 통해 동기 부여
연중

자율학습
 자율학습 전담 지도사의 관리를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배양

 자기주도학습 모범상 시상 (월별 1회)
연중

주요 과목 학습 방법 코칭  스터디 코드 주요 과목 학습 방법 코칭 6월

평가지표4

1) 학생들의 행동, 성장을 돕는 수업이 이루어졌는가?

2) 학습지원 대상학생들의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학력 지원 프로그램을 계획, 운영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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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학부모 소통 및 협력

목적1

• 학교교육의 한 주체로서 학부모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학부모에게 신뢰감을 준다.

방침2

1) 학부모 밴드 운영

2) 1, 2학기 학부모 상담 주간 운영

3) 학부모 간담회 운영

추진 계획3

추진 과제 추진 내용 시기

학부모 밴드
 밴드 이름: 2021-1학년경희Dream

 학부모에게 학년, 학급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과 정보를 실시간 제공
연중

학기별 학부모 상담 주간
 1학기 상담을 통해 학생 이해

 2학기 상담을 통해 진로 진학 정보 제공

1학기

2학기

학부모 간담회
 1학기 기말고사 후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학부모 의견 청취 및 1학기 평가

 2학기 기말고사 후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학부모 의견 청취 및 1년 평가

1학기

2학기

학부모 진학연수
 지난 3개년 경희고 입시 결과를 분석하고 그 정보를 공유

 2025입시 전형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고등학교 생활 로드맵을 구상

1학기

2학기

평가지표4

1) 협력하고 배려하는 학교생활이 이루어지도록 건강한 학교문화가 조성되었는가?

2) 학부모의 인성교육 역량을 강화하여 자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교와 학생‧학부모의 연대를 통해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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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학술제

목적1

• 교과 수업 및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한 내용 중에서 지적 호기심을 발휘하여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탐구한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자기주도적 탐구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인재를 기른다.

방침2

1) 1년간 본인이 학습했던 내용(정규 수업 특정 과목의 수행평가, 특성화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개인 진로 탐색 등) 

중 가장 흥미로운 주제 하나를 선정하여 스스로 탐구

2) 모든 학생이 1인 1개 학술 포스터를 제작한 후 전시하도록 격려

3) 준비 과정과 발표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공유

추진 계획3

추진 과제 추진 내용 시기

학급 발표회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작품을 같은 반 친구들 앞에서 발표
 장소: 각반 교실

12월 28일
오전

학년 발표회
 각반 학급 최우수작을 전체 학생들 앞에서 발표
 장소: 미정

12월 28일
오후

평가지표4

1)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진로 선택과 개척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

2)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역량 향상을 위해 탐구주제를 선정, 심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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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학년부

1  주요 업무 방향

1) 정시 전형 대비 학력 신장

2) 자기주도적인 교육 활동

3) 학부모와 긴밀한 의사소통

2  세부 업무 추진 계획

중점목표 세부 추진 내용 시기 담당

정시 전형 대비 학력 신장

 자율학습: 참여 우수 학생 시상 및 격려

 수요 맞춤형 방과후학교

 교내 모의고사를 통한 학습 동기 부여: 성적 우수자, 

성적 향상자 격려

연중

지영우

유혜원

진대영

자기주도적인 교육 활동 

 진로의 날

 수련활동

 경황학술제

5월, 12월

11월

12월

담임

최현희

진대영

학부모와 긴밀한 의사소통

 학부모 밴드

 학부모 간담회

 학부모 상담 주간

연중
진대영

담임

3  행사 일정

행사명 시기 실시 장소 주요 내용 담당자

2학년 학부모 회의 3월 11일 각반 교실 학년 운영 계획 / 학급 운영 계획 / 학부모회 구성 진대영

1학기 학부모 상담 주간
3월 14일~

25일
교무실 입시 상담 담임

3월 학력평가 분석 협의회 3월 말 세미나실 3월 모의평가 분석 및 지도 방안 수립 지영우

2학기 학부모 상담 주간
8월 22일~
9월 2일

교무실 입시 상담 담임

진로의 날
5월 17일
12월 27일

각반 교실 전공 희망 학과, 희망 대학 발표회, 학술제 준비 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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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시기 실시 장소 주요 내용 담당자

9월 학력평가 분석 협의회 9월 말 세미나실 9월 모의평가 분석 및 지도 방안 수립 지영우

수련회
11월 2일

~4일
미정 극기 체험, 학급별 학년 전체 단합대회 최현희

11월 학력평가 분석 협의회 12월 2주차 세미나실 11월 모의평가 분석 및 지도 방안 수립 지영우

경황학술제 12월 4주차 교실
1인 1포스터 제작, 학급 발표회
학년 발표회

담임
진대영

4  연수 계획 

연수 명칭 실시 시기 실시 대상 주요 내용 담당자

또래교사 멘토링 수시 초임교사 진로진학상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1:1 멘토링 진대영

담임 진학지도 역량 강화 수시 담임 진학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진학지도 진대영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중간, 기말고사 담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및 노하우 진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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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경황학술제

목적1

• 교과 수업 및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한 내용 중에서 지적 호기심을 발휘하여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탐구한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자기주도적 탐구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인재를 기른다.

방침2

1) 1년간 본인이 학습했던 내용(정규 수업 특정 과목의 수행평가, 특성화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개인 진로 탐색 등) 

중 가장 흥미로운 주제 하나를 선정하여 스스로 탐구

2) 모든 학생이 1인 1개 학술 포스터를 제작한 후 전시하도록 격려

3) 준비 과정과 발표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공유

추진 계획3

추진 과제 추진 내용 시기

학급 발표회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작품을 같은 반 친구들 앞에서 발표
 장소: 각반 교실

12월 28일
오전

학년 발표회
 각반 학급 최우수작을 전체 학생들 앞에서 발표
 장소: 미정

12월 28일
오후

평가지표4

1)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진로 선택과 개척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

2)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역량 향상을 위해 탐구주제를 선정, 심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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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학부모 소통 및 협력

목적1

• 학교교육의 한 주체로서 학부모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학부모에게 신뢰감을 준다.

방침2

1) 학부모 밴드 운영

2) 1, 2학기 학부모 상담 주간 운영

3) 학부모 간담회 운영

추진 계획3

추진 과제 추진 내용 시기

학부모 밴드
 밴드 이름: 2022-2학년경희Dream

 학부모에게 학년, 학급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과 정보를 실시간 제공
연중

학기별 학부모 상담 주간
 1학기 상담을 통해 2024 대입 정보 제공

 2학기 상담을 통해 2024 맞춤형 입시 전략 수립

1학기

2학기

학부모 간담회  학부모 요청 시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부모 의견 청취 요청 시

평가지표4

1) 협력하고 배려하는 학교생활이 이루어지도록 건강한 학교문화가 조성되었는가?

2) 학부모의 인성교육 역량을 강화하여 자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교와 학생‧학부모의 연대를 통해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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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3학년부

1  주요 업무 방향 

1)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탐구의 장 제공

2) 성공적인 대입 실적 수립

3) 1, 2학년 진학 지원

2  세부 업무 추진 계획 

중점목표 세부 추진 내용 시기 담당

지적호기심을 위한 탐구
 졸업생 멘토의 지도를 받아 희망 진로 관련 우수한 자율 탐구 

결과물 산출
 진로 콘서트 개최를 통해 학생들의 전공 이해도 제고

1학기
송요한

백승훈

성공적인 대입 실적 수립

 교사 멘토링, 졸업생 멘토링 등을 통한 학생들의 실력 제고
 논구술 프로그램을 통해 면접 대비
 입학사정관 출신 강사를 초빙하여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한 강연 및 첨삭.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학생들의 우수한 
자기소개서 작성 유도

1학기

안충모
백승훈
배준

조수아

1, 2학년 진학 지원

 2024학년도 대입 설명회 개최 및 대입 관련 상담
 교사 연수 및 진학 자료 제공
 2024~2025학년도 대입의 성공을 위해 나아가야 할 

장기 플랜 수립

5월 말
1,2학기

연중
안충모
허승환

3  행사 일정

행사명 시기 실시 장소 주요 내용 담당자

대입 설명회
(3학년 학생 및 학부모 대상)

4월 중순 시청각실

 학부모 대상: 집체식 연수(강연자: 3학년부장)
단, 코로나 상황에 의해 집체식 연수가 어려울 시, 
온라인 연수로 전환
 학생 대상: 각반의 담임 창체 시간을 활용하여 연수 

(강연자: 담임교사)

안충모
담임교사

진로 콘서트
5월 19일
(전일제 

진로의 날)

3학년
교실

 전공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대학원생 초청 진로 콘서트 
개최
 명사 초청 강연

안충모
백승훈
허승환

대입 설명회
(1,2학년 학생 및 학부모 대상)

5월 중순 시청각실

 학부모 대상: 집체식 연수(강연자: 3학년부장)
단, 코로나 상황에 의해 집체식 연수가 어려울 시, 
온라인 연수로 전환
 학생 대상: 각반의 담임 창체 시간을 활용하여 사전 

녹화한 연수 자료 재생

안충모
담임교사

수시 지원 설명회
(3학년 학부모 대상)

7월
기말고사
기간 중

3학년
교실

 대학별 전형 방법
 지원 시 유의점
 자소서 작성 요령

안충모
담임교사

학술제 7월  학생들의 자율탐구 결과물 발표(온라인)
송요한

담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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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수 계획 

연수 명칭 실시 시기 실시 대상 주요 내용 담당자

2022학년도 대입 결과 
분석 회의

4월 초 3학년 담임
 2022학년도 대입 결과 분석을 토대로 2023학년도 

대입 방향 및 전략 수립
안충모
백승훈

2024~25학년도 대입 전략 
수립 회의

연중
 2024~25학년도 대입의 성공을 위해 나아가야 할 장기 

플랜 수립
안충모
허승환

2024~25 대입 전략 전달 연수
각 정기고사 

기간
1,2 학년 담임

 2024~25학년도 대입의 성공을 위해 나아가야 할 전략 
전달
 장기 플랜에 따른 학년별, 교과별 구체적 방안 수립

안충모
허승환

수시 지원 워크숍 6월 하순 세미나실  6월 모평 결과 분석 및 수시 지원 가능 대학 선정
백승훈

담임교사

자소서/추천서 첨삭 7월 3학년 학생  자소서, 추천서 작성 유의 사항 백승훈

정시 지원 워크숍 12월 3학년 담임  수능 결과 분석 및 지원 가능 대학 선정 안충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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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지적호기심을 위한 탐구

목적1

•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수 있는 탐구의 장을 제공한다.

•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증폭시켜 우수한 자율 탐구 결과물을 산출한다.

• 산출된 자율 탐구 결과물을 학생부에 기록하여 학생부종합전형에 대비한다.

방침2

1) 전문가(특정 학과에 재학 중인 졸업생 멘토 및 대학원생)의 도움을 받아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쌓음

2) 자신이 탐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 배운 전문적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지도

추진 계획3

추진 과제 추진 내용 시기

졸업생 멘토링

 3학년 학생의 희망 진로에 맞는 학과에 재학 중인 졸업생 섭외

 졸업생이 3학년 학생의 탐구 과정에 조언

 우수한 자율 탐구 결과물 산출

1학기

진로 콘서트
 전공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대학원생 초청 진로 콘서트 개최

 희망 진로 관련 학과에서 필요로 역량을 쌓기 위해 노력
1학기

평가지표4

1)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진로 선택과 개척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

2)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역량 향상을 위해 탐구주제를 선정하고 심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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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성공적인 대입 실적 수립

목적1

• 성공적인 대입 실적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실력을 제고한다.

방침2

1) 교사 멘토링, 졸업생 멘토링 등 각종 3학년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실력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지도(방과후학교 방식으로 진행)

2) 서류 평가, 면접, 논구술 등 대입 전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의 프로그램 마련

추진 계획3

추진 과제 추진 내용 시기

교사 및 졸업생 멘토링

 대상 선정 : 학생들 중 희망자 대상

 교사 멘토링: 학생 신청 인원 수에 따라 강의식, 과외식, 조언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멘토링 

진행

 가급적 수능 시험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지도

1학기

논구술 및 면접 프로그램

 논술: 연세대 논술전형 등 논술 실시 대학의 기출 문제 풀이

 구술: 서울대 일반전형 등 제시문 기반의 면접 고사 기출 문제 풀이

 면접: 학종 실시 대학의 서류 기반 면접에 대한 모의 면접

연중

자기소개서 작성 및 첨삭

 입학사정관 출신 강사를 초빙하여 자기소개서 작성법 강의

 입학사정관 출신 강사가 입학사정관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기소개서 첨삭을 통해 학생들의 

자소서의 질적 향상 도모

7월

평가지표4

1) 학생의 실력이 실질적으로 향상되었는가?

2)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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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1,2학년 대입 진학 지원

목적1

• 장기적 플랜 수립을 통해 변화하는 대입에 대한 적응력 향상

방침2

1) 1, 2학년 담임을 위한 2024, 2025학년도 대입 변화 요소에 대한 연수

2) 변화되는 대입 제도에 맞춘 대응책 마련 및 그에 따른 세부 활동 추진

추진 계획3

추진 과제 추진 내용 시기

담임 연수  2024, 2025학년도 대입 워크숍
각 정기고사 

기간 중

학생 및 학부모
대입 설명회

 2024학년도 대학별 시행 계획을 통한 수시 및 정시 대비 방법 5월

평가지표4

1) 교원의 대학 입시에 대한 전문성이 신장 되었는가?

2)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춘 대입 설명회가 이루어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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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학교 도서관

1  도서관 지원 업무

학교생활기록부 기록방법5 학교 도서관의 근본적인 역할1

1) 각 교과에서 다양하게 진행되는 특색 프로그램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주는 역할이 

중요하며, 학생들에게 근본 지식을 다질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찾아주고,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구입, 제공하여, 

정보 수집 및 과제해결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다. 

2)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 시상하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부담을 더해주기 보다는 도서관 본의 역할에 충실하며, 

학생들에게 수업자료, 진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스트레스와 부담 없이 독서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이 더 큰 의의가 있다. 

3)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도서관에서 자연스럽게 책을 읽으며, 올바른 독서습관을 형성한다. 

인성을 함양시키고, 지식을 얻고, 책을 통해 본인의 진로에 대한 고민, 궁금증을 해소시키며, 관련 자료를 찾아봄 

으로써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

4) 언제든 필요한 자료, 정보를 사서교사에게 요청하고, 질의할 수 있고, 최대한 지원한다. 교사 역시 수업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5) 교사추천도서,  교과추천도서,  수행평가 관련 도서와 목록을 제공하여 모든 학생이 모든 교과, 모든 주제에 관한 

자료를 얻고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장을 열어주며, 언제든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6)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학생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서관에 접근, 자료를 이용, 과제를 수행하며,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2  도서관 주요 프로그램

프로그램명1

① 경희쌤 부큐 (book curator)

② 학급 도서관 운영 관리

③ 1,2,3 환경 책읽기 및 생태, 환경 주제서가 구축

④ 방학 중 도서관 행사 운영 

- 업사이클링, 제로웨이스트 강사 초청 강연 및 만들기 활동

- 환경, 생태, 지구, ESG 관련 도서 저자의 초청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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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학술 원문 정보 서비스 제공       

⑥ 학기 중 도서관 야간 개방과 방학 중 도서관 개방  

추진 방향2

• 우리학교 모든 선생님들의 ‘교과별 추천도서’와 ‘인생 책 추천도서 목을 만들어 학생들이 책을 고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책이라는 것이 눈으로만 읽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이 읽어 주는 책 ‘오디오 북’을 

듣는 새로운 독서 방법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접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점심을 먹기 전이나 후에 도서관에서 

여러 주제, 장르의 오디오 북을 듣고, 짧은 글을 써보는 활동을 통해 꾸준히 독서하는 습관을 기르고, 읽고, 쓰는 능력을 

향상 시킴과 동시에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또한 학생의 진로 탐색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자투리 시간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잠시나마 꾸준하게 자율 독서하는 활동을 통해 독서를 생활하는 

의미있는 삶을 살며, 유명 작가를 초빙하여 강연을 들음으로써 인생에 대한 이정표를 찾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학술 원문 정보 검색 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하는 활동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관심 진로, 학업에 대한 보충자료로 쓰이도록 자료를 지원한다.

3  세부 추진 계획

학교생활기록부 기록방법5 경희쌤 부큐(book curator)1

1) 교육 목표 

독서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어떤 책을 어떻게 골라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학생들에게 우리학교 모든 선생님들의 

‘교과 관련 추천도서’와 현재 자신이 있기까지 많은 영향을 주었던 ‘인생 책’을 추천받아 목록을 제공하여, 책 선정에 

도움을 준다. 교과 관련 도서는 해당 교과에 관심, 흥미가 있는 학생들에게 그 교과에 대한 좀 더 심도있게 접근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하며, ‘인생 책’ 목록을 통해 지금의 스승님이 계시기까지의 인생 히스토리를 간접적으로 듣고, 

느낄 수 있고, 교훈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2) 세부 계획

우리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도서 목록을 만들어 학생들이 언제나 참고할 수 있도록 학교 도서관과 

각 교실, 학교 홈페이지, 리로스쿨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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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기록방법5 학급 도서관 운영 관리2

1) 교육 목표 

좀 더 가까운 곳에 책을 두고, 습관처럼 독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학교도서관 

이용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2) 세부 계획

전체 학년 각 반 교실에 학급 도서 책꽂이를 두고, 각 교실에서도 학생들이 책을 빌려볼 수 있도록 관리한다. 각 

반 별로 학급도서관리 봉사 학생을 선발하고, 도서 대출반납 기록을 하도록 하며, 일정 기간 동안 관리하며, 1~2달에 

한 번 일괄적으로 옆 반으로 학급도서를 이동하여 다양한 주제의 책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자세한 내용은 2022학년도 경희고 봉사활동 운영계획 ‘학급 도서관 도서 정리 봉사활동’ 참고)

1, 2, 3 환경 책읽기 및 생태, 환경 주제서가 구축3

1) 교육 목표

점심시간 우리학교 도서관에서 환경 관련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통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독서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고, 생각의 깊이를 넓혀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다양한 정보를 

얻는다.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독서 할 수 있음을 알게된다. 또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활동을 하고, 디지털 도서관 

시스템인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상에도 독후 활동을 기록함으로써 개인별 독서활동이 생활기록부 기록으로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2) 세부 계획

프로그램명 대상학년 일정 세부 참여 내용

1,2,3 

환경 책읽기

1,2학년 희망자

 선착순 30명

* 올해는 코로나상황으로

 2학기부터 진행

  - 1기: 4~7월

  - 2기: 9~12월

* 시간 

  - 11:50~12:45

1) 신청자는 활동카드와 활동지를 배부 받고 지정 좌석에 앉는다. 

2) 진행자의 안내에 따라 20분간 책을 읽는다.

3) 20분 후, 3분간 떠오른 생각, 인상 깊었던 구절을 볼펜으로, 

쉼없이, 생각나는 대로 작성한다. 

4) 1학기당 30회 이상 모두 성실히 참여한 학생은 해당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해준다. (부득이 예고된 결석 시 반드시 사전 

신고해야 하며, 사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실시 가능)

5) 매회 활동지와 활동 카드는 사서 교사에게 제출, 사서교사는 

도장을 찍어 확인한다.

6) 활동 종료 후 활동지를 묶어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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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도서관 행사 운영4

1) 교육 목표

환경, 생태, ESG 관련 저자 및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를 들음으로써 관련 활동들이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이해할 수 있으며, 환경, 생태, ESG에 관련된 개념을 알고, 관심을 가지게 된다. 또한 버려지는 그림책을 

이용하여, 팝업북을 만들어 보는 활동은 업사이클링을 실제 실천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직접 만든 책으로 ‘나의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꿈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다. 

2) 세부 계획 (작가와 날짜는 미정)

프로그램명 대상학년 일정 세부 참여 내용

환경, ESG 관련 
도서 저자 초청 

강연

1,2학년 
사전 참가 신청자

선착순 30명

* 여름방학, 겨울방학

중 하루 2-3시간

- 환경, 생태 관련 도서를 저술한 작가를      우리학교 도서관에 

초빙, 환경에 대한 강연을 듣고, 이야기를 나눈다. (참가 

신청자는 해당 작가의 대표 저서나 지정 도서를 미리 읽고 

온다.)

- 작가의 강연 후에는 질의 응답 시간을 갖고, 작가 사인회와 

작가와의 사진 촬영 시간을 갖는다. 질의 응답은 사전에 미리 

준비해 두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작가 강연회가 끝난 

뒤에는 독서 감상과 강연 참석 소감을 리로스쿨에 입력한다.

용기내! 
1,2학년 

사전 참가 신청자
선착순 30명

* 여름방학 중 하루

2-3시간 

- 제로 웨이스트 상점 운영자를 초빙하여, 강연을 들음으로써, 

제로 웨이스트의 의미를 알고, 나아가 환경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 고체 치약, 삼푸바 만들기 실습을 해본다.

- 활동이 끝난 뒤 소감을 리로스쿨에 입력한다.

업 사이클링?
북 사이클링!  

1,2학년 
사전 참가 신청자

선착순 30명

* 겨울방학 중 하루

2-3시간 

- 북 사이클링 작가를 우리학교 도서관에 초빙, 다양한 주제에 

대한 강연을 듣고, 이야기를 나눈다. 

- 업사이클링의 한 가지 방법인 폐기 그림책으로 팝업북 만들기를 

해 보고, 발표를 통해 나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 작가의 강연 후에는 질의 응답 시간을 갖고, 작가 사인회와 작가

와의 사진 촬영 시간을 갖는다. 질의 응답은 사전에 미리 준비해 

두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작가 강연회가 끝난 뒤에는 

독서 감상과 강연 참석 소감을 리로스쿨에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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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논문검색 서비스 제공5

1) 교육목표

다양한 학문 분야의 지식콘텐츠 원문 정보를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R&E 및 동아리 탐구 활동, 각 

교과의 과제탐구 및 독후 활동을 지원한다. 

2) 세부계획

서비스 항목

DBpia 학술논문 플랫폼 - www.dbpia.co.kr

- 8개 주제분야

-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 복합학

- 4,000여 종 학술 간행물학술지 논문(국/영문), 전문잡지, 학술대회 자료집

- 285만여 편 학술논문학술지 논문, 학술대회 초록 등

- 검색 / 열람 / 저장 / 출력 가능

KRpia 지식레퍼런스 – www.krpia.co.kr

- 8개 주제분야

- 역사지리, 문학, 예술, 철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문화, 인물전집, 사전

- 1,840여 종 콘텐츠

- 전공필독서, 한국학 고전DB, 인문교양 콘텐츠 등

- 자료주제 색인 서비스 제공  

- 검색 / 열람 

BookRail 전자책 서비스 – www.bookrail.co.kr

- 5,000 여 종의 구독 전자책 제공

- 열람 / 단어 검색 시 그 단어를 포함한 모든 도서 미리 보기 가능 

서비스 접속 및 이용 방법 (동시접속 가능)

*학교 배너 아이콘

학교 내 컴퓨터 – 자동접속 

- 학교 홈페이지 <DBpia> <KRpia> <BookRail)

- 배너 설치 자동접속도 가능

학교 외부 (가정에서) 

- 인터넷 검색 : www.dbpia.co.kr 접속 또는 

학교 홈페이지의 배너 www.dbpia.co.kr 접속

   ★ 사이트 상단에 <기관인증> 클릭

      ▪기관명 : <경희고등학교> 검색 클릭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사서 선생님, 담임 선생님께 문의

   ★ <KRpia> <BookRail>도 같은 방법으로 접속 이용

모바일(스마트폰) 

- 인터넷에 접속하여 m.dbpia.co.kr 입력하여 접속 

- <기관인증> 란에 <학교명>을 검색 클릭하여 공용 ID/PWD를 입력 

   ★ <KRpia> <BookRail>도 같은 방법으로 이용

※ m.krpia.co.kr , m.bookra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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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 도서관 야간 개방과 방학 중 도서관 개방6

1) 운영 목표

일과 시간 외 도서관 개방을 통해 독서의 생활화를 목표로 책을 보다 더 친숙할 수 있도록 하며, 독서를 통해 자신의 

진로 설정 및 관심 분야에 대한 심화적인 탐구 태도를 배양한다. 

2) 세부 계획

운영기간 개방시간 이용 방법

학기 중

쉬는 시간, 점심시간

8:00 ~ 16:00

 방과 후 (월,화,금)

16:00 ~ 20:00

1인당 최대 대출 권수: 3권

대출 기간: 1주일(2회 연장 가능)

연체 시 연체 일수만큼 대출 불가능

장기 연체 시 벌점을 받을 수 있음.

방과 후 도서관 개방 요일, 시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방학 중 9:00 ~ 16:00

1인당 최대 대출 권수: 5권

대출 기간: 빌린 날부터 개학일까지(장기대출)

연체 시 연체 일수만큼 대출 불가능

평가지표7

1) 학교도서관이 학교 내 지식정보·자기주도학습의 종합공간으로 활용되는 등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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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어과 교육 계획

평가 계획1

학
년

과
목

주당 
수업 
시수

1학기 2학기

수행
평가

정기고사 

총
점

수행
평가

정기고사 

총
점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일
반

서･논
술형

서･논
술형

단답
형

선택형
서･논
술형

단답
형

선택
형

일
반

서･논
술형

서･논
술형

단답
형

선택형
서･논
술형

단답
형

선택
형

1 국어 4 40 0 3 0 27 3 0 27 100 40 0 3 0 27 3 0 27 100

2

문학 3 40 0 3 0 27 3 0 27 100 40 0 3 0 27 3 0 27 100

고전 
읽기

2 100 0 0 0 0 0 0 0 100 100 0 0 0 0 0 0 0 100

3

화법과
작문

3 40 0 0 0 30 0 0 30 100 10 0 0 0 0 0 0 90 100

언어와
매체

3 30 0 0 7 28 0 7 28 100 10 0 0 0 0 0 0 90 100

수행 평가2

학년 과목 1학기 수행평가 월단위 2학기 수행평가 월단위

1학년 국어
표현 방법과 글쓰기 전략을 

활용한 설득하는 글 쓰기
5월~6월

문학 작품 속 인물

에게 편지 쓰기 
10월~11월

2학년

문학
작품 속 인물이 되어 

작품 재구성하기
5월

작품 속 인물이 되어 작품 

재구성하기
10월

고전읽기
선택한 고전 작품 읽기

질문에 대한 답 찾기
3월하순~6월

선택한 고전 작품 읽기

질문에 대한 답 찾기
9월 초순~11월

3학년

화법과 작문 작문의 전략 5월 작문의 전략 9월~10월

언어와 매체 매체 비평 글쓰기 5월 2주차 독서 감상문 쓰기 10월 2주차

※ 2학기 수행평가 내용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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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독서 목록3

과목 제목 저자 출판사

국어

누구를 구할 것인가 토머스 캐스카트 문학동네
처럼 김응교 문학동네

언어로 세운 집 이어령 아르테

어떻게 살 것인가 유시민 생각의 길

정본 백석 시집 백석 문학동네

2017 제8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임현, 최은미 외 5명 문학동네

2018 제9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박민정, 임성순 외 5명 문학동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김초엽 허블

문학

두근두근 내 인생 김애란 창비

광장 최인훈 문학과지성사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박태원 문학과지성사

명랑한 밤길 공선옥 창비

남한산성 김훈 학고재

태평천하 채만식 문학과지성사

백석 평전 안도현 다산책방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윤동주 더클래식

구운몽 전국국어교사모임 휴머니스트

원미동 시인 양귀자 사피엔스21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조세희 이성과힘

너와 나만의 시간 황순원 문학과지성사

고전읽기

허생전 박지원

노예의 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자유기업원

(청소년용) 자본론 칼 마르크스 풀빛

한글 맹자 맹자 올제 클래식

군주론 마키아벨리 올제 클래식

징비록 유성룡 올제 클래식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와이즈베리

화법과 작문
대통령의 글쓰기 강원국 메디치미디어

논리로 속이는 법 속지 않는 법 로버트 J 굴라 모멘토

언어와 매체
청와대는 건물 이름이 아니다 정승원 푸른들녘

가짜 뉴스의 고고학 최은창 동아시아

※ 위 독서지도계획(도서 목록)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평가지표4

1) '교육과정-수업-평가'를 연계한 교과별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2) 학생의 인지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참여 수업과 협력적 배움 중심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3)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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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학과 교육 계획

평가 계획1

학
년

과
목

주당 
수업 
시수

1학기 2학기

수행
평가

정기고사 

총
점

수행
평가

정기고사 

총
점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일
반

서･논
술형

서･논
술형

그 외(선택형
/단답형)

서술
형

그 외(선택형
/단답형)

일
반

서･논
술형

서･논
술형

그 외(선택형
/단답형)

서술
형

그 외(선택형/
단답형)

1 수학 4 30 20 25 25 100 30 20 25 25 100

2

수학I 4 30 20 25 25 100

수학II 4 30 20 25 25 100

확률과
통계

2 30 20 25 25 100 30 20 25 25 100

기하 2 30 20 25 25 100 30 20 25 25 100

3

수학과제
탐구

2 100 100 100 100

미적분 3 30 20 25 25 100 100 100

수행 평가2

학년 과목 1학기 수행평가 월단위 2학기 수행평가 실시 시기

1학년 수학

서･논술형 5월 중 서･논술형 10월 중

수학과제 작성하기 3월 ~ 6월 수학과제 작성하기 8월 ~ 11월

수학산출물 작성 및 발표 5월 ~ 7월 수학산출물 작성 및 발표 9월 ~ 12월

2학년

수학I
서･논술형 5월 중

수학 독서 및 산출물 작성 5월 ~ 7월

수학II
서･논술형 10월 중

수학산출물 작성 및 발표 9월 ~ 12월

확률과통계
서･논술형 5월 중 서･논술형 10월 중

수학 산출물 작성 및 발표 5월 ~ 7월 수학 산출물 작성 및 발표 9월 ~ 12월

기하
서･논술형 5월 중 서･논술형 10월 중

수학 탐구활동 계획 5월 ~ 7월 수학 산출물 작성 및 발표 9월 ~ 12월

3학년

수학과제탐구
수학도서이론탐구 5~6월

수학 산출물 작성 및 발표 3월 ~ 6월

미적분
서･논술형 5월 ~ 7월

수학 산출물 작성 및 발표 5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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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제목 저자 출판사

수학
수학Ⅰ
수학Ⅱ

허수 배리마주르 저, 방병철 역 도서출판승산

열세 살 딸에게 가르치는 갈루아이론 김중명 저 도서출판승산

스토리텔링수학 토마스리싱거 저, 전대호 역 해나무

세상을 바꾼 방정식 이야기 오채환, 이상욱, 이장주 역 사람의 무늬

박사가 사랑한 수식 오가와 요코 이레

수학의 역사(상) 칼B.보이어 지음, 양영오 옮김 경문사

세부업무 추진 계획3

업무 세부 추진 내용 시기 담당

프로젝트
수업

 프로젝트 학습은 특정 주제나 과제를 탐구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여 

결과물을 산출하거나 발표하는 교수･학습 방법으로, 전 학년에 도입되어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1) 학습 성취를 고려한 학급 내 모둠 구성 (토의･토론 및 협력학습)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수학적 아이디어를 표현

하며 토론하면서 협업의 중요성을 인식

2) 수학적 지식을 활용한 산출물 제작 (프로젝트 학습)

통계포스터, 통계보고서를 제작하면서 사회 현상에 대한 통계 학습 기회 부여. 

수학보고서 활동을 통해 학생의 흥미, 진로와 관련된 과학, 기술, 경제, 사회, 인문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의미 있는 아이디어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산출하고 정교화

하며, 여러 수학적 지식, 기능, 경험을 연결

3) 각종 대회, 수행평가, 정규교과(교과 학습 후 관찰 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통합된 하나의 흐름으로 진행되는 교육활동 실시

1,2학기 수학과

수학과 연구 
동아리

(Sigma)

 합과 표준편차를 뜻하는 수학 용어 시그마의 의미처럼 학생들의 수학 학습을 돕기 

위해 교사들이 교수학습 모델, 평가 방법을 함께 모색하며 학생들 간의 교육 편차

를 줄이고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교사 모임

1) 목적 : 경희고 학생들의 수학 학습 편차 감소 프로젝트

    가) 경희고 학생의 특성에 맞는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수업 시간에 적용하며 

적용한 사례 공유 및 상호 피드백

    나) 수업, 대회, 평가, 행사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면서 

수학 학습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 연구

    나) 수학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논리적･추상적･창의적･비판적 사고력, 기호화･ 
형식화･단순화･종합화 기능과 같은 고등 정신능력을 신장

2) 운영방침 

    가) 매주 1시간 수학 교사의 정기 모임을 통해 교과 연구 진행

    나) 수학과의 다양한 교수학습 시행 결과, 연구 결과 내용을  공유, 평가 및 반성

3) 관련 대회 및 수행평가 연계 : 수학보고서대회(1학년), 통계활용대회(2학년), 수학

개발연구대회(2학년), 수학문헌 연구대회(2,3학년), 수학모델링대회(3학년)

1,2학기 수학과

추천 독서 목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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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제목 저자 출판사

수학의 역사(하) 칼B.보이어 지음, 양영오 옮김 경문사

수학의 천재들 윌리엄 던햄 지음, 조정수 옮김 경문사

수학의 위대한 순간들 HOWARD EVES 경문사

튜링(이미테이션 게임, Alan Turing) 앤드루호지스 저, 박정일 역 해나무

수학사 HOWARD EVES 경문사

우리 역사 속 수학 이야기 이장주 저 사람의 무늬

기하
기하학의 역사적 배경과 발달 이종우 지음 경문사

문명과 수학(세상을 움직이는 비밀, 수와 기하) EBS 문명과 수학 제작팀 민음인

미적분

세계를 바꾼 17가지 방정식 이언 스튜어트 저, 김지선 역 사이언스북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사이먼싱 지음, 박병철 옮김 영림카디널

소수, 수학 최대의 미스터리 데이비드 웰스, 심재관 옮김 한승

생활 속 수학의 기적 알브레히트 보이텔슈프라허 황소자리

세상 밖으로 날아간 수학 이시하라키 요타카 지음, 홍유선 옮김 맑은소리

문제 해결로 살펴본 수학사 해설 남호영, 장영호 경문사

달콤한수학사(1~5) 마이클J.브래들리 저, 오혜정 외 역 일출봉

수학자들의 전쟁 이광연 저 프로네시스

암호 수학 쟈넷베시너,베라플리스 저, 오혜정 역 GBRAIN

확률과 
통계

새빨간거짓말,통계 대럴 허프 더불어책

통계의 미학 최제호 저 동아시아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통계학 래리고닉글, 전역택 역 궁리출판

통계 속 숫자의 거짓말
게르트보스바흐,옌스위르겐코르프 저, 
강희진 역

작은책방

평가지표5

1) 학생의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수집･활용하여 학생의 수학 학습과 전인적 성장을 돕고 

있는가?

2)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 기능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추론, 창의･융합, 의사소통, 정보 처리, 태도 및 실천과 같은 

수학 교과 역량을 균형 있게 평가하고 있는가?

3)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의 수준과 범위를 준수하고,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 내용, 교수･학습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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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어과 교육 계획 

평가 계획1

학
년

과
목

주당 
수업 
시수

1학기 2학기

수행
평가

정기고사 

총
점

수행
평가

정기고사 

총
점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일
반

서･논
술형

서･논
술형

단답
형

선택
형

서술
형

단답
형

선택
형

일
반

서･논
술형

서･논
술형

단답
형

선택
형

서술
형

단답
형

선택
형

1 영어 3 20 30 25 25 100 20 30 25 25 100

2

영어I 4 30 20 25 25 100

영어II 4 30 20 25 25 100

영어권
문화

2 40 3 27 3 27 100 40 3 27 3 27 100

3

영어
독해와
작문

4 50 25 25 100

진로
영어

4 50 50 100

수행 평가2

학년 과목 1학기 수행평가 실시 시기 2학기 수행평가 실시 시기

1학년 영어 Writing 4월~7월 Writing and/or Speaking 9월~12월

2학년

영어I
Writing 5월~7월

Speaking 5월~7월

영어II
Writing 10월~12월

Speaking 10월~12월

영어권문화 Writing and Speaking 3월~7월 Writing and Speaking 8월~12월

3학년

영어독해와작문
Essay Writing/

Reading Comprehension
4월~7월

진로영어
Essay Writing/

Reading Comprehension
8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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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업무 추진 계획3

업무 세부 추진 내용 시기 담당자

English
Writing

Discover ‘Who I am.’

1. 대상: 1학년 학생

2. 내용:  본인의 진로에 대한 흥미나 특기에 관한 짧은 영어 글쓰기를 실시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발견함과 동시에 다양한 진로 분야에 대해 알아가게 함.

3. 목적: 다채로운 진로 세계 탐색을 통한 적성 발견

1,2학기
이아랑 
황창수

Writing
&

Speaking 

Navigate My Dream Career

1. 대상: 2학년 학생

2. 내용: 본인의 관심 분야 및 진로희망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짤막한 

Narrative Essay를 쓰고 발표해 봄으로써 희망 직업을 간접 체험하도록 함.

3. 목적: 진로희망 탐색 및 구체화하기

1,2학기
최현희
진대영

Road Map to 
My Dream

Choose Your Own Topic

1. 대상: 3학년 학생

2. 내용: 교과서에 제시된 각종 주제에 대해 학습한 후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주제를 골라 영어로 설명하거나 주장하는 글을 쓰도록 함. 독서나 수업을 통해 

알게 된 희망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영어로 이해하고 정리하는 능력을 기름.

3. 목적: 객관적 자료를 설명하고, 본인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글을 

영작하는 능력을 기름

1,2학기
박정아
김동현

추천 독서 목록4

과목 제목 저자 출판사

영어

Aesop's Fables Aesop Compass Publishing 

Animal Farm George Orwell Penguin Books 

Hoot Carl Hiaasen Yearling Books 

Tuesdays with Morrie Mitch Albom Bantam Books 

영어I
Who Moved My Cheese Spencer Johnson 외 1인 Vermillion 

The Present Spencer Johnson Doubleday 

영어II
Number the Stars Lowry, Lois Yearling Books

The Great Gatsby F.Scott Fitzgerald Penguin Books

영어권문화
Holes Louis Sachar Yearling Books 

Know Can Do Ken Blanchard 외 2인 BK(Berrett-Koehler Publisher, Inc.)

영어독해와작문
Flowers for Algernon Daniel Keyes Harcourt

To Kill a Mockingbird Lee, Harper Warner Books

진로영어
Long Walk to Water Linda Sue Park Sandpiper

Kira-kira Cynthia Kadohata Aladdin Paperb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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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5

1)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수업이 만들어졌는가?

2) 학생들의 행동, 성장을 돕는 수업이 이루어졌는가?

3) 영어 자료를 이해하고, 영어로 본인의 생각이나 객관적 자료를 설명하는 능력을 발전시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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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과목 1학기 수행평가 실시 시기 2학기 수행평가 실시 시기

1학년

통합사회

지역 조사 및 발표하기 4~5월 사회적 약자 사례조사 발표하기 8~9월

세계화 관련 독서평하기 3~7월 국제 갈등 해결 보고하기 10~12월

한국사 역사인물 생활기록부쓰기 6월 1·2주 역사 신문 기사 발표 9~12월

4 사회과 교육 계획

평가 계획1

학
년

과
목

주당 
수업 
시수

1학기 2학기

수행
평가

정기고사 

총
점

수행
평가

정기고사 

총
점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일
반

서･논
술형

서･논
술형

단답
형

선택
형

서･논
술형

단답
형

선택
형

일
반

서･논
술형

서･논
술형

단답
형

선택
형

서･논
술형

단답
형

선택
형

1
통합사회 3 40 0 3 0 27 3 0 27 100 40 0 3 0 27 3 0 27 100

한국사 3 40 0 10.5 0 19.5 10.5 0 19.5 100 40 0 10.5 0 19.5 10.5 0 19.5 100

2

경제 3 40 0 3 0 27 3 0 27 100 40 0 3 0 27 3 0 27 100

사회·문화 3 40 0 10.5 0 19.5 10.5 0 19.5 100 40 0 10.5 0 19.5 10.5 0 19.5 100

생활과 
윤리

3 25 0 7.5 0 30 7.5 0 30 100 25 0 7.5 0 30 7.5 0 30 100

세계사 3 40 0 6 0 24 6 0 24 100 40 0 6 0 24 6 0 24 100

사회문제 
탐구

2 60 0 0 0 20 0 0 20 100 60 0 0 0 20 0 0 20 100

3

동아시아사 3 40 0 0 0 30 6 0 24 100 40 0 0 0 0 12 0 48 100

윤리와 
사상

3 20 0 8 0 32 8 0 32 100 20 0 0 0 0 20 0 60 100

한국지리 3 20 0 8 0 32 8 0 32 100 20 0 0 0 0 20 0 60 100

국제경제 2 40 0 0 0 30 0 0 30 100 40 0 0 0 0 0 0 60 100

국제관계와 
국제기구

2 100 0 0 0 0 0 0 0 100 100 0 0 0 0 0 0 0 100

현대 
세계의 
변화

2 50 0 0 0 25 0 0 25 100 20 0 0 0 0 0 0 80 100

수행 평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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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과목 1학기 수행평가 실시 시기 2학기 수행평가 실시 시기

2학년

경제 경제분석 활동 3~6월 주제 탐구 9월

사회·문화
사회·문화 글쓰기

(2회 실시)
3~4월, 5~6월

사회 문제 토론하기
(2회 실시)

9월~12월

생활과 윤리
주제토론 및 주제발표 4월 윤리적 공백 탐구하기

9월~11월
주제논술 및 주제발표 5~6월 한반도 통일 문제 연구하기

세계사

춘추·전국시대 인물 
역사 글쓰기

3월

세계사 교과서 만들기 9월~12월

역사 여행 계획서 작성하기 5월

사회문제
탐구

독서 보고서 작성

3~6월

주제논술 

9월~12월정보화 사회 분석 활동 사회 참여 캠페인

학교폭력 예방 영상 만들기 사회 불평등 탐구 활동

3학년

동아시아사 동아시아 연합 창설하기 3~6월 동아시아 대표 회의 9, 10월

윤리와 사상 주제발표(2회) 5, 6월 주제논술 1회, 주제발표 1회 9월~10월

한국지리 보고서 활동 6월 보고서 활동 9월

국제경제

해외 경제 이슈 조사서

3~6월

글로벌 기업의 공헌활동 조사서

9월~12월
포트폴리오

(신문 스크랩 활동)
포트폴리오

(신문 스크랩 활동)

국제관계와
국제기구

국제기구 조사 3~4월 NIE활동
9~10월

교과독서 5~6월 교과 독서

현대 세계의
변화

현대 세계의 쟁점 분석하기 3~6월 현대 세계 문제 스크랩 9월

과목 제목 저자 출판사

통합사회

노동의 종말 제레미 리프킨 민음사

넛지 리처드 탈러, 캐스선스타인 리더스북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김영란 창비

헌법 다시 읽기 양지열 자음과 모음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와이즈베리

팩트풀니스 한스로슬링 김영사

사피엔스 유발하라리 김영사

통계로 풀어가는 빅데이터 박성현
한국표준협회

미디어

추천 독서 목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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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제목 저자 출판사

통합사회

세상 물정의 사회학 노명우 사계절

문명과 야만을 넘어서 문화 읽기 이태주 프로네시스

나쁜 사마리아인들 장하준 부키

위대하고 찌질한 경제학의 슈퍼스타들 브누아 시마 휴머니스트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장 지글러 갈라파고스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 한국문화인류학회 일조각

지리의 힘 도메 다쿠오 동아시아

지금 애덤 스미스를 다시 읽는다 노웅희 사계절

한국사

아틀라스 한국사
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진
사계절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서중석 웅진지식하우스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시리즈 유홍준 창비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전국역사교사모임 휴머니스트

살아있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김육훈 휴머니스트

한국사 세계사 비교 연표 이근호, 최유림 청아출판사

경제
(국제경제 포함)

아이언맨 수트는 얼마에 살 수 있을까 박병률 애플북스

보이지 않는 돈 천헌철 책이 있는 마을

베조노믹스 브라이언 두메인 21세기 북스

금의 미래 제임스 리카즈 해의 시간

거짓말로 배우는 10대들의 경제학 권재원 다른

90년생이 온다 임홍택 웨일북

넛지 : 똑똑한 선택을 이끄는 힘 리처드 탈러,캐스 R. 선스타인 리더스북

애덤 스미스 국부론 번영과 상생의 경제학 이근식 쌤앤파커스

사회문화

불평등의 세대 이철승 문학과지성사

공정하다는 착각 마이클샌델 와이즈베리

자동화된 불평등 버지니아 유뱅크스 북트리거

선량한 차별주의자 김지혜 창비

대중문화의 겉과 속 강준만 인물과사상사

차이, 차별, 처벌 이민규 알에이치코리아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 한국문화인류학회 일조각

사회 계약론 장 자크 루소 후마니타스

우리 몸이 세계라면 김승섭 동아시아

내 편이 없는 자, 이방인을 위한 사회학 김광기 김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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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제목 저자 출판사

생활과윤리

생각한다는 것 고병권 외 2명 너머학교

행복이 정말 인생의 목표일까? 이유선
나무를 심는 

사람들

악어 프로젝트 토마 마티외 푸른지식

왜요, 그 말이 어때서요? 김청연 외 1명 동녘

10대와 통하는 동물 권리 이야기 이유미, 최소영 철수와 영희

오늘부터 나는 세계 시민입니다 공윤희 창비교육

사람은 왜 서로 싸울까 차병직 낮은산

더 좋은 삶을 위한 도덕 주제들 문종길 책과 나무

새로운 가난이 온다 김만권 혜다

세계사

총, 균, 쇠 제레드 다이아몬드 문학사상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신성곤, 윤혜영 서해문집

아틀라스 일본사 일본사학회 사계절

서양사 강좌 박윤덕 아카넷

낯선 중세 유희수 문학과지성사

옥스퍼드 과학사 이완 라이스 모루스 반니

왜 역사를 배워야 할까? 샘 와인버그 휴머니스트

사회문제 탐구

왜 세계의 가난은 사라지지 않는가 장 지글러 시공사

선량한 차별주의자 김지혜 창비

대치동(학벌주의와 부동산 신화가 만나는 곳) 조장훈 사계절

육식의 종말 제러미 리프킨 시공사

분열의 시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피터 T. 콜먼 상상스퀘어

전태일 평전 조영래 아름다운전태일

동아시아사

사기 사마천, 김원중(역) 민음사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신성곤, 윤혜영 서해문집

아틀라스 일본사 일본사학회 사계절

베트남의 역사 유인선 이산

아틀라스 중앙유라시아사 김호동 사계절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휴머니스트

독일 프랑스 공동 역사교과서 페터 가이스, 기욤 르 랭트랙 휴머니스트

윤리와 사상

청소년을 위한 서양철학사 서용순 두리미디어

청소년을 위한 동양철학사 임선영 두리미디어

세계의 교양을 읽는다 최병권, 이정옥 휴머니스트

노자 도덕경과 왕필의 주 노자, 김학목(역) 홍익출판사

소유나 존재냐 에리히 프롬, 최혁순(역) 범우사

한국의 능력주의 박권일 이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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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제목 저자 출판사

한국지리

세계지리를 보다(1~3) 박찬영, 엄정훈 리베로스쿨

문명의 기억, 지도 kbs 제작팀 중앙북스

여행하는 인문학자 공원국 민음사

식량쇼크 김화년 씨앤아이북스

휴먼 임팩트 앤드루 가우디, 손명원(역) 푸른길

왜 지금 지리학인가 하름 데 블레이, 유나영(역) 사회평론

총, 균, 쇠 제레미다이아몬드, 김진준(역) 문학사상

앵글 속 지리학 손일 푸른길

세계화 시대의 세계지리 읽기 김학훈, 옥한석, 심정보 한울

네모에 담은 지구 손일 푸른길

지구끝까지 제레미 하우드 푸른길

지리의 힘 팀 마샬 사이

국제관계와
국제기구

문명의 충돌 새뮤얼 헌팅턴 김영사

세계화의 덫 한스 페터 마르틴, 하랄트 슈만 영림카디널

팩트풀니스 한스 로슬링 김영사

20VS80의 사회 리처드 리브스 민음사

나는 유엔으로 간다 이혜원 한솜미디어

플랫폼 제국의 미래 스콧 캘러웨이 이경식

호모 사피엔스씨의 위험한 고민 권복규 외 메디치미디어

폴 크루그먼 새로운 미래를 말하다 폴 크루그먼 엘도라도

세계 경제패권전쟁과 한반도의 미래 김택환 김영사

오래된 미래 : 라다르크로부터 배운다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중앙북스

현대 세계의 변화
르몽드 세계사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휴머니스트

세계화 시대의 서양 현대사 송충기 외 아카넷

평가지표4

1)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과정 중심 평가를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 혁신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2)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수업이 만들어졌는가?

3) 학생들의 행동, 성장을 돕는 수업이 이루어졌는가?

4) 교원학습공동체 활성화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 지원이 이루어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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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과목 1학기 수행평가 실시 시기 2학기 수행평가 실시 시기

1학년

통합과학
탐구실험평가 6월 탐구실험평가 10월

과학독서 보고서 6월 과학탐구 보고서 11월

과학탐구실험

탐구실험평가1 3월 탐구실험평가1 8월

탐구실험평가2 4월 탐구실험평가2 9월

탐구실험발표 6월 탐구실험발표 11월

5 과학과 교육 계획

평가 계획1

학
년

과목

주
당 
수
업 
시
수

1학기 2학기

수행
평가

정기고사 

총
점

수행
평가

정기고사 

총
점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일
반

서･논
술형

서･논
술형

단답
형

선택
형

서․논
술형

단답
형

선택
형

일
반

서･논
술형

서․논
술형

단답
형

선택
형

서․논
술형

단답
형

선택
형

1
통합과학 4 20 0 10 0 30 10 0 30 100 20 0 10 0 30 10 0 30 100

과학탐구실험 1 100 0 0 0 0 0 0 0 100 100 0 0 0 0 0 0 0 100

2

물리학Ⅰ 3 20 0 10 0 30 10 0 30 100 20 0 10 0 30 10 0 30 100

화학Ⅰ 3 20 0 10 0 30 10 0 30 100 20 0 10 0 30 10 0 30 100

생명과학Ⅰ 3 20 0 10 0 30 10 0 30 100 20 0 10 0 30 10 0 30 100

지구과학Ⅰ 3 20 0 10 0 30 10 0 30 100 20 0 10 0 30 10 0 30 100

정보 3 40 0 10.5 0 19.5 10.5 0 19.5 100 40 0 10.5 0 19.5 10.5 0 19.5 100

생태와 환경 2 20 0 0 0 40 0 0 40 100 20 0 0 0 40 0 0 40 100

3

물리학Ⅱ 3 20 0 10 0 30 10 0 30 100 50 0 0 0 0 0 0 50 100

화학Ⅱ 3 20 0 10 0 30 10 0 30 100 50 0 0 0 0 0 0 50 100

생명과학Ⅱ 3 20 0 10 0 30 10 0 30 100 50 0 0 0 0 0 0 50 100

지구과학Ⅱ 3 20 0 10 0 30 10 0 30 100 50 0 0 0 0 0 0 50 100

고급 물리학 2 20 0 10 0 30 10 0 30 100 50 0 0 0 0 0 0 50 100

고급 화학 2 20 0 10 0 30 10 0 30 100 50 0 0 0 0 0 0 50 100

고급 생명과학 2 20 0 10 0 30 10 0 30 100 50 0 0 0 0 0 0 50 100

프로그래밍 2 50 0 0 0 25 0 0 25 100 50 0 0 0 0 0 0 50 100

수행 평가2

※ 코로나19 현황으로 인해 실시 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실시 시기가 변경될 경우 사전 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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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과목 1학기 수행평가 실시 시기 2학기 수행평가 실시 시기

2학년

물리학Ⅰ
탐구실험평가 4월 탐구실험평가 9월

과학독서 보고서 6월 과학탐구 보고서 11월

화학Ⅰ
탐구실험평가 5월 탐구실험평가 11월

과학독서 보고서 6월 과학탐구 보고서 11월

생명과학Ⅰ
탐구실험평가 6월 탐구실험평가 9월

과학독서 보고서 6월 과학탐구 보고서 9월

지구과학I
탐구실험평가 6월 탐구실험평가 11월

과학독서 보고서 6월 과학탐구 보고서 11월

정보
진로 관련 보고서 5월 프로그래밍 11월

활동지 평가 및 참여도 6월 활동지 평가 및 참여도 11월

생태와 환경 보고서 및 발표 5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탐구 

보고서 및 발표
10월

3학년

물리학II
탐구실험평가 5월

탐구실험평가 10월
과학탐구 보고서 7월

화학II
탐구실험평가 6월

탐구실험평가 10월
과학탐구 보고서 5월

생명과학Ⅱ
탐구실험평가 6월

탐구실험평가 10월
과학탐구 보고서 6월

지구과학Ⅱ
탐구실험평가 3월

탐구실험평가 10월
과학탐구 보고서 5월

고급 물리학
탐구실험평가 6월

탐구실험평가 10월
과학탐구 보고서 6월

고급 화학
탐구실험평가 6월

탐구실험평가 10월
과학탐구 보고서 5월

고급 생명과학
탐구실험평가 6월

탐구실험평가 10월
과학탐구 보고서 6월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6월 프로그래밍 10월

활동지 평가 및 참여도 6월 활동지 평가 및 참여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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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제목 저자 출판사

물리학

아인슈타인의 생각실험실 송은영 부키

나의 행복한 물리특강 월터 르윈 김영사

물리학 클래식 이종필  사이언스북스

보이지 않는 것들의 물리학 이순칠, 정재승 해나무

물리학 오디세이 앤루니 돋을새김

물리와 세상 토마스 뷔르케 에코리브르

청소년을 위한 시간의 역사 스티븐 호킹 웅진지식하우스

쿼크로 이루어진 세상 한스 그라스만 생각의 나무

현대과학의 6가지 쟁점 존 캐스티 지식의 풍경

세상 물정의 물리학 김범준 동아시아

우주를 만지다: 삶이 물리학을 만나는 순간들 권재술 특별한 서재

세부업무 추진 계획3

업무 세부 추진 내용 시기 담당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운영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과학 및 정보 교과별 관련 동아리 운영 

완성본에서 ‘운영’을 첫줄에 넣어서 한줄로 수정 부탁드립니다.
연중 교과담당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실시
 과학발명품 아이디어 경진대회 교내 대회 실시 3-4월 유혜원

과학의 날

과학경시대회 및

 체험활동 실시

 과학의 날 행사(5월 6일) 전일제 행사 실시

 오전: 과학 경시 대회 실시

 오후: 과학 체험 활동 실시

5월 허승환

이공계 융합인재

과학 특강 실시

 이공계 융합인재 과학 특강 실시

 이공계 융합인재 과학 특강은 동대문구청 교육경비보조금 학력

신장 사업비 활용

4월~9월
박현묘

구본찬

과학페어대회 실시  탐구능력 역량 강화를 위한 교내 대회 실시 3월~4월 허승환

융합실험과학캠프 운영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력 배양 및 탐구능력과 실험실습 역량 강화를 

위한 과학 캠프를 겨울방학 기간에 실시

 경희대학교 생물학과, 화학과와 연계한 융합실험과학캠프도 

운영

 동대문구청 교육경비보조금 학력신장 사업비 활용

2023년

겨울방학 중

박현묘

구본찬

다양한 과학 교과

실험실습의 활성화

 각 교과목별 교과 시간을 활용한 실험 실시

 과학 관련 동아리 활동을 통한 실험 실시
연중

교과담당

동아리담당

과학 실험실 안전 관리

 매월 실험실 안전 점검

 실험실 안전 관련 연수 참여

 실험 실습 전 안전 교육 실시

연중 교과담당

추천 독서 목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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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제목 저자 출판사

나의 대답은 오직 과학입니다 닐 디그래스 타이슨 반니

상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 조엘 레비 행북

제3의 생각 스티븐 와인버그 더숲

앤드 오브 타임 브라이언 그린 와이즈베리

떨림과 울림 김상욱 동아시아

코스모스 칼 세이건 사이언스북스

시민의 물리학 유상균 플루토

엔트로피 제레미 리프킨 세송연구원

일반물리학 데이비드 할리데이 텍스트북

누구나 읽을수 있는 뉴턴의 프린키피아 정완상 과학정원

화학

공기의 연금술 토머스 헤이거 반니

장난꾸러기 돼지들의 화학피크닉 조 슈워츠 바다출판사

재밌어서 밤새읽는 화학이야기 사마키 다케오 더숲

과학공화국-화학법정 정완상 자음과 모음

화학의 6가지 기본 법칙 다케우치 요시토 전파과학사

부엌의 화학자 라파엘 오몽 더숲

화학에서 인생을 배우다 황영애 더숲

역사를 바꾼 17가지 화학이야기
페니르 쿠터
제이 버레슨

사이언스 북스

재미있는 화학 댄 그린 해나무

화학으로 이루어진 세상 K. 메데페셀헤르만 외 2인 에코 리브르

일상적이지만 절대적인 화학지식 50 헤일리 버치 반니

분자 사용 설명서 김지환 반니

사이언스 빌리지 : 슬기로운 화학생활 김병민 동아시아

미술관에 간 화학자 전창민 어바웃어북

케미가 기가 막혀 이희나 들녘

돌턴이 들려주는 원자이야기 최미화 자음과 모음

화학으로 이루어진 세상 K. 메데페셀헤르만 외 2인 에코 리브르

일상적이지만 절대적인 화학지식 50 헤일리 버치 반니

분자 사용 설명서 김지환 반니

사이언스 빌리지 : 슬기로운 화학생활 김병민 동아시아

미술관에 간 화학자 전창민 어바웃어북

케미가 기가 막혀 이희나 들녘

생명과학

이일하 교수의 생물학 산책 이일하 궁리

개미 베르나르 베르베르 열린책들

뇌 베르나르 베르베르 열린책들

과학콘서트 정재승 어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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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제목 저자 출판사

여섯 번째 대멸종 엘리자베스 콜보버트 처음북스

생물학 신 완전정복 신인철 마리기획

하리하라의 생물학 카페 이은희 궁리

자연에서 발견한 위대한 아이디어 30 김은기 지식프레임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한다 한다지? 권오길 지성사

게놈 매트 리들리 반니

이브의 일곱 딸들 브라이언 사이키스 따님

영화 속의 바이오 테크놀로지 박태현 글램북스

생명과학 교과서는 살아있다 차형준 동아시아

하리하라의 바이오 사이언스 : 유전과 생명공학 이은희 살림

이중 나선 제임스 D. 왓슨 전파과학사

DNA : 생명의 비밀 제임스 D. 왓슨 까치글방

줄기세포 발견에서 재생의학까지 샐리 모건 다섯수레

아주 특별한 생물학 수업 장수철, 이재성 휴머니스트

마이크로 코스모스 린 마굴리스 김영사

지구과학

시간의 역사 스티븐 호킹 삼성출판사

블랙홀 교향곡 우종학 동녘사이언스

콘택트 1, 2 칼 세이건 사이언스북스

거의 모든 것의 역사 빌 브라이슨 까치글방

갈릴레오가 들려주는 별이야기 갈릴레오 갈릴레이 승산

천문학 콘서트 이광식 더숲

청소년을 위한 천문학 여행 위르겐 타이히만 비룡소

처음 읽는 미래과학 교과서 1
- 눈앞의 별천지, 유비쿼터스 세상

하원규, 연승준, 박상현 주니어김영사 

처음 읽는 미래과학 교과서 5-우주공학 채연석 주니어김영사 

위험한 행성 지구 브린 버나드 주니어김영사

반가워요, 우주 씨! 위르겐 타이히만 주니어김영사

한반도 30억년의 비밀 1,2,3 유정아 푸른숲

길들여지지 않는 날씨 존 린치 한승

기상구조 교과서
후루카와 다케히코

오키 하야토
보누스

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최소한의 날씨 반기성 꿈결

코스모스 칼 세이건 사이언스북스

천재들의 과학노트 4,5,6,7 캐서린 쿨렌 지브레인

땅속에서 과학이 숨쉰다 장순근 가람기획

모든 사람을 위한 빅뱅 우주론 강의 이석영 사이언스북스

손영운의 우리 땅 과학 답사기 손영운 살림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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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제목 저자 출판사

35억년, 지구 생명체의 역사 더글러스 파머 예담

하늘을 보는 눈
고베르트 실링

라르스 크리스텐
사이언스북스

스페이스 존 그리빈 성우

오리진
닐 디그래스 타이슨
도널드 골드스미스

지호

정보 및 프로그래밍

디자인 씽킹 김수웅 들녘

빅 데이터가 만드는 세상
빅토르 마이어 쇤버거

케네스 쿠키어
21세기북스

생각하는 기계(AI의 미래) 토비 월시 프리뷰

생각하는 뇌, 생각하는 기계
제프 호킨스

샌드라 블레이크슬리 
멘토르

소셜 미디어와 SNS 마케팅 서구원 커뮤니케이션북스

아웃라이어(OUTLIERS) 말콤 글래드웰 김영사

이노베이터 월터 아이작슨 오픈하우스

익스플로링 아두이노(IT Cookbook 162) 제레미 블럼 한빛아카데미

역사 속의 소프트웨어 오류 김종하 에이콘출판사

해킹, 침입의 드라마 이성희 지앤선

직관 펌프, 생각을 열다 대니엘 데닛 동아시아

IT 천재들 이재구 미래의창

보건

재밌어서 밤새읽는 해부학 이야기 사카이 다츠오 더 숲

7년의 기록, 남자 간호사 데이비드 이야기 유현민(데이비드) 인간사랑

골든아워 이국종 흐름출판

그 청년 바보의사 안수현 아름다운 사람들

대한민국 마음 보고서 하지현 문학동네

평가지표5

1)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과정 중심 평가를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 혁신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2)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수업이 만들어졌는가?

3) 학생들의 행동, 성장을 돕는 수업이 이루어졌는가?

4) 교원학습공동체 활성화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 지원이 이루어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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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술과 교육 계획

평가 계획1

학
년

과
목

주당 
수업 
시수

1학기 2학기

수행
평가

정기고사 

총
점

수행
평가

정기고사 

총
점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일
반

서･논
술형

서･논
술형

단답
형

선택
형

서술
형

단답
형

선택
형

일
반

서･논
술형

서･논
술형

단답
형

선택
형

서술
형

단답
형

선택
형

1학년
음악 2 100 0 0 0 0 0 0 0 100 100 0 0 0 0 0 0 0 100

미술 2 100 0 0 0 0 0 0 0 100 100 0 0 0 0 0 0 0 100

수행 평가2

학년 과목 1학기 수행평가 실시 시기 2학기 수행평가 실시 시기

1학년

음악 

가창 1 3월
가창 10월

가창 2 4월

보고서 4월
작곡 11월

비평 6월

미술
작품1 3월 작품3 9월 - 10월

작품2 4월 작품4 11월 - 12월

세부업무 추진 계획3

업무 세부 추진 내용 시기 담당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운영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예능 교과별 관련 동아리 개설 3월 교과담당

애니메이션

및 일러스트공모전

 경희고 학교안에서 일어나는 상황 및 설정에 관한 스토리를 주제로 

하여 애니메이션 및 일러스트 작품을 켄트지 위에 자유롭게 창작하여 

제출하는 방식.

4-6월 교과담당

미술작품전시 대회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작품을 출품하도록 함. 12월 교과담당

다양한 

실기 수업의 활성화

 각 교과목별 교과 시간을 활용한 실기 수업 실시

 예능 관련 동아리 활동을 통한 예술활동 경험
연중

교과담당

동아리담당

1인 1악기 대회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연주회 형식의 콩쿠르 시행 10월 교과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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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독서 목록4

과목 제목 저자 출판사

음악

조윤범의 파워클래식 1,2 조윤범 살림

생활속의 음악 이야기 김원명 학지사

알기 쉬운 음악치료 연구법 김경숙 외 3명 시그마프레스

흥남부두의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이영미 황금가지

송사비의 클래식 음악야화 송사비 1458music

한국 가요사 1,2 박찬호 미지북스

한·중·일 음악교과서의 전통음악 성기련 외 2명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국악 용어 사전 변미혜 민속원

미술

뇌가 놀고 싶을 때 명화여행(명화들이 말해주는) 브룩 디지오반데 에반스 옥당북스

화가는 무엇으로 그리는가(미술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도구들) 이소영 모요사

예술가로 살만합니다 이상진 이종

서양미술사 에른스트 곰브리치 예경

청소년을 위한 동양미술사 이석원 두리북스

오르세 미술관 김소연 한솔수북

공부가 되는 한국 명화 글 공작소 아름다운 사람들

화가의 숨은 그림 읽기 전준엽 중앙북스

그림의 맛 (셰프가 편애한 현대미술 크리에이티브) 최지영 홍시

방구석 미술관 조원재 블랙피쉬

1분 창의력 우제용 다산북스

예술가를 꿈꾸는 젊은이에게(15인의 예술가 이야기) 백형찬 태학사

평가지표5

1)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과정 중심 평가를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 혁신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2)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수업이 만들어졌는가?

3) 학생들의 정서적, 감수성이 배양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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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과목 1학기 수행평가 실시 시기 2학기 수행평가 월별

1학년 체육 

핸드볼 경기기능 4월

심폐소생술, 농구레이업슛, 골밑 슛, 
농구조별경기, 태도

수업 중 실시
배드민턴 기초기능 5월

배드민턴 경기기능 6월

태도 수시

2학년 운동과 건강

배구 기초기능 4월

심폐소생술, 플로어 볼드리블, 
플로어볼 조별경기, 단계별 
줄넘기,태도

수업 중 실시
배구 경기기능 5월

플라잉디스크 6월

태도 수시

3학년 스포츠생활 

축구 기초기능 5월

5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태도

수업 중 실시축구 기초기능 6월

태도 수시

3학년
스포츠 

경기실습

농구 경기실습 4월

조별페널트킥경기, 축구 중거리 슛, 
축구조별경기, 태도

수업 중 실시
농구 경기실습 5월

농구 경기실습 6월

태도 수시

7 체육과 교육 계획

평가 계획1

학
년

과
목

주
당 
수
업 
시
수

1학기 2학기

수행
평가

정기고사 

총
점

수행
평가

정기고사 

총
점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일
반

서･논
술형

서･논
술형

단답
형

선택
형

서술
형

단답
형

선택
형

일
반

서･논
술형

서･논
술형

단답
형

선택
형

서술
형

단답
형

선택
형

1학년 체육 2 100 100 100 100

2학년
운동과 

건강생활 
2 100 100 100 100

3학년

스포츠
생활

2 100 100 100 100

스포츠
경기실습

2 100 100 100 100

수행 평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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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업무 추진 계획3

업무 세부 추진 내용 시기 담당

경희 올림픽

 육상, 축구, 농구, 배드민턴, 태권도, 탁구 등 다양한 종목을 선정하여 개인 

경기와 반 대항 경기로 진행하고 메달 수를 합산하여 반 별로 종합 순위를 

집계한다.

5월 8일 체육교사

경희 월드컵 및 경희NBA
 반 대항 축구 및 농구경기로 진행하여 우승팀에게는 우승트로피와 부상이 

주어진다.
10월 일 체육교사

체력왕 선발대회
 3~4월에 실시하는 학생건강체력평가(PAPS)에서  각 학년 상위 5%이내 

학생들에게 시상한다.
3월~4월 체육교사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는 1학기 초에 리그가 시작되며 시･도별 상위 입상 

학교는 2학기 전국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현재 축구, 농구, 배드민턴 종목에 

한하여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바, 향후에는 학생들에게 대회 

참가희망 스포츠종목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

클럽대회 출전한다.

연중
체육교사
체육강사

건강체력교실운영

 비만은 현대 사회 환경의 영향으로 청소년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 하는 

질환이므로 체육교과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체력 교실을 운영하여 적극

노력한다. 이에 대한 실천으로 비만 학생들을 위한 비만 개선 프로그램을 보건

교사와 협력하여 진행하고 이를 통해 비만 학생들이 정상체중이 될 수있도록 

돕는다. 

연중 체육교사

스포츠 체험학습 운영 

 생존수영 및 응급처치실습 교육은 물론 계절에 따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름 수상 레져 스포츠인 윈드 서핑 및 수상스키, 겨울 스키, 스노우보드, 등산 

등의 캠프를 계획하여 체험 학습을 실시한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체육교사

체육종목별대회
 교과시간에 실시한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 종목별로 우승한 팀들로 구성하여 

교내대회를 실시하여 우승팀에게는 교내상장이 수여된다.
연중 체육교사

경희스포츠위원회 운영

 체육부와 학생회가 협력하여 경희고 4대 스포츠 제전 개최를 준비하며 개최 

시기, 종목, 경기 규칙 및 방법, 운영인원 등을 결정하고 실행, 평가하는 등 

대회 개최를 주도한다. 그러므로 경희스포츠위원회는 체육 관련 대회 및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상시로 운영한다. 

연중 체육교사

추천 독서 목록4

과목 제목 저자 출판사

체육

축구의 역사 빌 머레이 일신사

스포츠 리터러시 최의창 레인보우북스

운동화 신은 뇌 존 레이티·에릭 헤이거먼 녹색지팡이

바른운동 고영정 책과나무

체육시간에 과학공부하기 전영석, 홍준의 웅진주니어

평가지표5

1) 학생건강체력평가, 건강체력교실, 학교스포츠 클럽, 교내 체육대회등 학생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활동등을 통하여 

학교체육 활동이 활성화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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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추천 분야 제목 저자

일본어
Ⅰ,Ⅱ

IT 웹 진화론 우메다 모치오

건축 세대별 건축가 21인이 지은 일본식 소형주택 배상규

게임 유니티로 게임을 만드는 10가지 방법 가토 마사키

경영 CEO가 알아야 할 일본인 12명 노대현

경제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 모타니 고스케

경찰 범죄 수사 심리학 오치 케이타

공학 기초 로봇 공학 오가와 코이치 외

과학 일본과학 대탐험 정재승

교육 얘들아 너희가 나쁜게 아니야 미즈타니 오사무

군대 일본의 군대 : 병사의 눈으로 본 근대 일본 요시다 유타카

8 제2외국어과 교육 계획

평가 계획1

학
년

과
목

주당 
수업 
시수

1학기 2학기

수행
평가

정기고사 

총
점

수행
평가

정기고사 

총
점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일
반

서･논
술형

서･논
술형

단답
형

선택
형

서술
형

단답
형

선택
형

일
반

서･논
술형

서･논
술형

단답
형

선택
형

서술
형

단답
형

선택
형

1
일본어Ⅰ 2 40 30 30 100 40 30 30 100

중국어Ⅰ 2 40 30 30 100 40 30 30 100

3 일본어Ⅱ 2 40 30 30 100 40 60 100

수행 평가2

학년 과목 1학기 수행평가 월별 2학기 수행평가 실시 시기

1학년
일본어Ⅰ 가나 쓰기 5월~6월 일본어로 내 꿈 찾기 10월~11월

중국어Ⅰ 중국어 자기소개 5월~6월 중국어로 내 꿈 찾기 10월~11월

3학년 일본어Ⅱ 일본어로 내 꿈 찾기 5월~6월 가나 쓰기 10월~11월

추천 독서 목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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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추천 분야 제목 저자

일본어
Ⅰ,Ⅱ

문학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

문화 유시민과 함께 읽는 일본 문화 이야기 유시민

복지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길을 찾다 김웅철

사회 일본적 자아 미나미 히로시

생명 이기적 본능 오바라 요시아키

수학 수학자의 공부 오카 기요시

스포츠 일본 프로 스포츠 정복하기 히로세 이치로

심리 이키가이(일본인들의 이기는 삶의 철학) 켄 모기

약학 정말 무서운 약물 의존 니시 가츠히데

언론 재해보도와 미디어 히라츠카 치히로

언어 한자로 보는 일본 사사하라 히로유키

여행 일본 소도시 여행 박탄호

역사 일본인과 이순신 이종각

외교 일본 전직외교관이 말하는 일본의 역사 인식 도고 가즈히코

의학 좋은 의사입니까? 니시노 노리유키

중국어Ⅰ

IT 중국 IT사업 내가 먼저 덤벼 보기 이용재

건축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중국 건축 이야기 자오광차오, 마젠충

경영 중국 업계 지도 김상민, 김원

경제 반도체 전쟁 남윤선, 이정

공학 중국 자동차의 굴기, 한국 자동차는 어디로 손병학

과학 인물 과학사1 박성래

문학 광인일기 루쉰

미술 이슈 중국 현대 미술 이보연

방송 화는 언론에서 나온다 한강우

범죄, 경찰 중국 범죄 X파일 클레어

법 중국 법의 이해 소준섭

스포츠 중국 체육, 스포츠 김동규, 이정식

역사 중국을 빚어낸 여섯 도읍지 이야기 이유진

의학 중국의학에서 본 병 아닌 병 고다카 슈지

정치 차이나 모델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왜 유능한가 대니얼 A. 벨

환경 중국 에너지 국제 협력 보고서 쉬진화

※ 이외의 추천목록은 리로스쿨-온라인 학습 도움교실 참조

평가지표4

1)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수업이 만들어졌는가?

2) 학생들의 행동, 성장을 돕는 수업이 이루어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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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Ⅴ 특색 사업

1. 의생명과학과정 프로그램

2. 전공심화연구 프로그램

3. 창의･로봇 스쿨 운영 계획

4. 경희 인성교육 프로그램(J-ROTC)

5. 멘토링 프로그램

6. 외국어 인재 프로그램

7. IT 전문 과정 프로그램

8. 드론스쿨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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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생명과학과정 프로그램

1  의생명과학과정 프로그램의 개요

프로그램 운영 목적1

• 의생명과학 관련 장래 희망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체의 건강과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의생명과학 관련 직업에 대한 올바른 직업관을 가지게 하며, 의생명과학 관련 분야의 소질과 적성을 타진해 보는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프로그램 운영 대상2

1) 1학년 7,8반 의생명과학과정 학생

2) 2학년 중 의생명과학과정 선택 학생

프로그램 운영 방법3

1) 의생명과학과정 프로그램 교육과정 : 인성 교육, 진로 탐색 교육, 진로 체험 교육, 발표 대회 등 4개 부문에서 1, 2학년 

2년간 교육과정을 편성함.

2) 의생명과학과정 프로그램 이수 시 혜택

가) 의생명과학과 관련된 각종 외부 체험활동 신청 시 우선적으로 추천 가능.

나) 의생명과학과 관련된 대학 학과에 입학 서류 제출 시 우선적으로 추천 가능.

2  의생명과학과정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구분 인성 교육 진로 체험 교육 발표 대회

활동
봉사 활동

(수화 및 의과학 
관련 봉사 활동)

독서 활동
경희의료원 및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연계 프로그램

‘나도 의학자’
발표 대회

조건 10시간 이상 권장
의생명과학 관련 

도서 연간 10권 이상

120여 시간
프로그램 이수

(1학년 60 + 2학년 60)

2회 참가
또는

1회 수상

시기 2학년 2학기까지 2학년 2학기까지 2학년 2학기까지 2학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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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인으로 산다는 것은?

- A. Scweitzer의 생애와 

그의 생명경외 윤리를 중심으로

 알버트 슈바이쪄(A. Schweitzer)의 생애와 그의 

생명 경외 윤리를 중심으로 의료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기

3 경희대 인문학 연구원

3  의생명과학과정 프로그램별 세부사항

인성 교육 프로그램 - 봉사 활동1

1) 의생명과학 관련 개별 봉사 활동(병원, 요양원, 복지관 등에서의 봉사 활동) 실시

2) 실시 시기 : 1학년 1학기 ~ 2학년 2학기

3) 권장 사항 : 10시간 이상의 봉사 활동

‘나도 의학자’ 발표대회2

1) 발표 대회 방식 : 전교생 중 1학년, 2학년 신청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학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탐구 보고서를 

제출하고 발표 대회에 참가

2) 선정 주제 : 학생 주도적으로 질병의 원인 및 치료, 예방에 관련된 주제를 선정

3) 실시 시기 : 매 학년 2학기에 1회 실시 예정

4) 이수 조건 : 2학년까지 발표 대회 참가 2회 또는 대회 수상 1회

진로 체험 교육3

•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경희의료원, 경희대학교 인문학 연구원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

1) 프로그램 진행 기간 : 2개년 (1학년 ~ 2학년)

2) 진행일 : 토요일 및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1회당 3~4시간 진행

3) 총 이수 시간 : 총 120시간 내외 (1학년 60시간 + 2학년 60시간)

(※ 코로나19로 인해 시수가 변경될 수 있음)

4) 이수 조건 : 2년 과정인 프로그램 총 이수시간의 80% 이상 이수

5) 진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의 주제(안)

- 협력 기관 :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경희의료원, 경희대학교 인문학 연구원

- 아래 제시된 표의 진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은 본교 및 협력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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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NA와 인간유전체 계획
 1부. 세포의 구성과 세포내 소기관들
 2부. 생명현상의 진행-핵산, 전사, 번역, 전공학과

진단, DNAchip, 단백질chip, 유전자치료
3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생화학

3 DNA 검사와 정밀의료
  유전자 검사의 실제
  정밀의료의 도래
  유전자 검사 기반의 사회에 대한 논의

3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생화학

4 효소와 질병
  효소란 무엇인가?
  비타민과 효소
  질병에서 효소의 변화

3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생화학

5 수면의 뇌과학
 수면의 중요성
 뇌에 의한 수면의 조절
 좋은 수면을 위한 방법

3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생리학

6 순환기에 대한 이해
 심장 질환을 다루는 순환기 내과의 다양한 검사 및 

치료 과정 체험하기 
3

경희의료원
순환기내과

7 귀의 구조와 청각
 귀의 구조와 청력 이해하기
 고막 관찰을 통해 역할 이해하기
 중이염과 귓속뼈의 관계 알기

3
경희의료원
이비인후과

8 식중독과 손 씻기
 식중독 세균의 종류와 배양법
 세균 염색 및 현미경 관찰

3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미생물학

9
약물의 성질을 이용한 

아스피린 찾기

 약물의 성질 이해하기
 약물의 성질을 이용한 약 구별
 약물 오남용 이해하기

3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약리학

10 혈액의 구성과 하는 일
 혈액의 구성 이해
 혈액표본제작 및 관찰

3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생리학

11 현미경 작동법과 표본 관찰
 현미경 역사, 원리, 작동법 익히기
 현미경 표본제작, 관찰 및 그리기

3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병리학

12 남녀생식계통의 발달
 남녀 성장단계 이해하기
 성장별 생식계통의 발달과 구조 이해하기
 클레이를 이용한 생식기 만들기

3
경희의료원
비뇨기과

13 뇌의 구성 및 하는 일
 뇌의 부위별 명칭과 하는 일 알기
 뇌표본 관찰하고 모형 조립하기

3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해부학

14 신경에 대한 이해
 두뇌, 척수, 말초 신경 및 근육에 대한 각종 질환을 

다루는 신경과에서 MRI, CT 영상을 통한 진단 
과정 확인하기

3
경희의료원

신경과

15 뇌막, 뇌척수액, 뇌혈관
 뇌 주변의 막, 척수액, 혈관 관찰
 두부를 이용한 뇌혈관 질환 실습

3
경희의료원
신경외과

16 실험동물 독성실험
 약리학과 독성학 이해하기
 지표동물 지렁이 활용 독성 실험 

3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약리학

17 심장 박동과 혈압
 청진기와 혈압계 사용법 익히기
 맥박의 원리 이해하기
 심장 소리와 혈압을 이해하기

3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생리학

18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지
 심폐소생술의 원리 알기
 심폐소생술 실습
 부목 실습

3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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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DNA구조와 모형
 DNA 구조이해
 DNA 모형 만들기

3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생화학

20 응급상황에 대한 의학적인 대처
 의대입학부터 전문의까지의 과정
 응급의학과 소개
 생활속의 환경응급(외상, 저체온 등)

3
경희의료원
응급의학

21 장애란 무엇인가?
 장애 체험
 장애 이해하기

3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교육학

22 진로탐색 – 나의 꿈 나의미래
 의사가 되는 과정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의 차이
 의사로서 진출 분야

3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생리학

23 시신기증과 의학발전
 시신기증 절차 알기
 모의 시신기증서 및 유서 쓰기
 위령비, 납골당 및 해부실습실 견학

3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해부학

24 시체의 보존과 부패
 과거와 현재의 시체 보존방법 알기
 미라의 분류와 제작과정 알기
 물고기, 육고기를 이용한 미라 제작 

3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해부학

25 암 표본을 통한 암 이해하기
 암의 정의와 분류를 이해하기
 가상현미경을 이용한 암세포 관찰
 정상세포와 암세포 차이 알기

3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병리학

26 과학논문 작성하기
 연구 가설 세우기
 문헌 및 인터넷 자료 조사하기
 결과 정리 및 토의하기

3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생리학

27 과학지식과 연구윤리
 과학지식의 속성 이해하기
 변조, 날조, 표절에 대해 이해하기
 연구 윤리 어긴 사례 찾기

3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의학교육학

28 메디컬 일러스트레이션
 얼굴 사진 찍기
 얼굴의 뼈, 근육, 피부 그리기
 메디컬 일러스트레이션 이해하기

3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해부학

29 임신과 분만
 임신의 원리를 이해하기
 태아의 발달과정 이해하기
 분만 마네킹으로 분만실습하기

3
경희의료원
산부인과

30 호흡과 질병
 호흡의 원리와 폐활량 측정
 질병과 폐활량의 변화
 호흡기 질환 이해하기

3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생리학

31 DNA 추출과 친자확인
 자기 몸에서 DNA 채취하기
 DNA 검사를 통한 친자확인
 모형 조립을 통한 DNA 구조 알기 

3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생화학

32
인체 모형을 이용한 

의학술기 체험
 응급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1차 응급 처치 실습하기 3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교육학

33
몸과 마음의 치료, 

정신과학

 뇌에 대한 총체적인 학문인 정신과학의 
다양한 분야와 여러 치료법 이해하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환자에 대한 태도 

실습하기

3
경희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34
초음파 검사를 통한 

인체의 이해
 초음파 검사를 통해 인체 연부 조직의 해부학적 

구조물 상세 관찰하기
3

경희의료원
영상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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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질병진단의 종결자, 병리 진단
 질병 진단의 최종 판결, 병리 진단, 가염질환, 

악성 종양 등 질환에 따른 치료 방향 결정 
과정 체험하기

3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병리학

36
기초 의학의 꽃, 

해부학에 대한 이해
 해부학에 대해 이해하기
 샘플 관찰하기

3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해부학

37 내시경에 대한 이해
 수술 및 부검 없이 살펴볼 수 있는 내시경에 

대해 이해하기
 내시경 트레이닝 장비 체험하기

3
경희의료원
소화기내과

38 혈액의 구성과 하는 일
 혈액의 구성 이해
 혈액표본제작 및 관찰

3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생리학

39
살려야 한다는 것, 
살리고자 한다는 것
- 생명윤리에 대하여

 의료 윤리의 출발점이라고 할 법한 ‘생명’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기

3 경희대 인문학 연구원

4  평가지표

1) 학교 특색 교육 사업이 활발히 운영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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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공심화연구 프로그램

1  전공심화연구 프로그램의 개요

프로그램 운영 목적1

1) 자신의 관심 진로 분야를 미리 접해봄으로써 진로 역량 배양의 기회로 삼음.

2) 희망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활용해 능동적으로 탐구하는 경험을 통해 문제해결능력과 관심 분야에 

대한 포트폴리오 형성을 도움.

3) 정규 수업과 동아리･봉사활동, 특성화 프로그램 및 기타 자율활동에서 발생하는 높은 수준의 호기심을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하며, 본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활동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증진시키는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학습을 도모함.

프로그램 운영 방침2

1) 강좌 개설은 1학기 (1기), 여름방학(2기), 2학기(3기)로 1년에 3회 운영함. (학기 중에는 토요일에 강좌 개설, 방학 

기간은 평일에 강좌 개설함) (※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 개설 기수가 변경될 수 있음)

2) 강좌 수강 인원은 5명 이상 15명 이하 운영을 권장하며, 강좌당 진행 시간은 12시간을 기본으로 한 강좌 내용의 분량과 

수준을 고려해 18시간까지 확대 실시할 수 있음.

3) 강좌는 강의식 수업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토론, 발표, 실험, 견학 등을 혼합한 형태로 진행함.

4) 강좌 종료 후에는 능동적 탐구를 통한 지속적 배움과 글쓰기를 활용한 표현능력 배양을 위해 강좌 이수자를 대상으로 

전공심화연구 보고서 대회를 개최하고 상위 20% 이내 우수자에 시상함.

프로그램 제반 사항3

1) 강좌의 80%를 출석한 학생에 한해 이수를 인정함.

2) 학생들이 수강 희망하는 주제를 공모･개설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학생 수요에 맞는 강좌 개설 및 동일 주제에 대한 

관심을 가진 학생 간의 지속적 협동을 유도함.

3) 전공심화연구 보고서 대회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통해 학생의 지적 호기심을 스스로 탐구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강좌별 담당 강사와 교사진의 다수 평가로 시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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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공심화연구 프로그램의 세부 추진 계획

추진 사항 세부 내용 추진 시기

학생 수요조사 실시(1차)
 관심 전공조사 수요 파악
 과년도 개설강좌 소개 및 수요 파악(개설이 어려운 강좌 제외)
 수요조사 결과는 게시하여 강좌 개설 공모 및 동아리･진로활동 유도

3월중

1기
(2,3학년)

학생 개설희망주제 접수
 관심 주제, 주제의 해당 전공, 구체적인 희망 내용을 명시하여 5인 이상  신청서 제출
 접수된 내용 중 최대 5개 강좌 선정 인근 대학에 개설 요청

3월

전공심화연구 프로그램 신청
 가정통신문 및 리로스쿨 활용 개설강좌 안내

(학생 신청주제 + 기존 인기 강좌 형태로 10개 내외)
 리로스쿨 활용 선착순 접수

4월중

전공심화연구 프로그램 운영
 각 연구주제에 따라 1기 전공심화연구 프로그램 강의 실시
 1기 전공심화연구 프로그램 만족도조사(강좌 종료 직후)

4월~6월

전공심화연구 보고서대회 
(1기)

 1기 전공심화연구 보고서대회 실시 7월초

학생 수요조사 실시(2차)
 관심 전공조사 수요 파악
 수요조사 결과 및 금년 개설강좌 만족도조사 게시하여 강좌 개설 공모 및 수강신청, 

동아리･진로활동에 활용 유도
5월중

2기
(1,2,3
학년)

학생 개설희망주제 접수
 관심 주제, 주제의 해당 전공, 구체적인 희망 내용을 명시하여 5인 이상 신청서 제출
 접수된 내용 중 최대 5개 강좌 선정 인근 대학에 개설 요청

5월중

전공심화연구 프로그램 신청
 가정통신문 및 리로스쿨 활용 개설강좌 안내

(학생 신청주제 + 기존 인기 강좌 형태로 10개 내외)
 리로스쿨 활용 선착순 접수

6월중

전공심화연구 프로그램 운영
 각 연구주제에 따라 2기 전공심화연구 프로그램 강의 실시
 2기 전공심화연구 프로그램 만족도조사(강좌 종료 직후)

7월~8월

전공심화연구 보고서대회 
(2기)

 2기 전공심화연구 보고서대회 실시 8월중

3기
(1,2학년)

학생 개설희망주제 접수
 관심 주제, 주제의 해당 전공, 구체적인 희망 내용을 명시하여 5인 이상 신청서 제출
 접수된 내용 중 최대 5개 강좌 선정 인근 대학에 개설 요청

7월~8월

전공심화연구 프로그램 신청
 가정통신문 및 리로스쿨 활용 개설강좌 안내

(학생 신청주제 + 기존 인기 강좌 형태로 10개 내외)
 리로스쿨 활용 선착순 접수

8월중

전공심화연구 프로그램 운영
 각 연구주제에 따라 3기 전공심화연구 프로그램 강의 실시
 3기 전공심화연구 프로그램 만족도조사(강좌 종료 직후)

9월∼11월

전공심화연구 보고서대회 
(3기)

 3기 전공심화연구 보고서대회 실시 11월

※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 추진 시기가 변경될 수 있음

3  평가지표

1) 학교 특색 교육 사업이 활발히 운영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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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의 로봇 스쿨 운영 계획

1  창의･로봇 스쿨 운영 방향

1) 창의성과 로봇관련 분야, 프로그래밍 등 다양한 영역의 학생 소질 계발 기회 제공

2) 지식재산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 조기 발굴 및 육성

3) 최첨단과학기술인 로봇과학에 기초 및 응용, 프로그래밍 능력 배양

4) 개방적인 사고와 의사소통능력 함양을 위한 인성 및 인문학 교육

5)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하여 사교육비 경감

2  창의･로봇 스쿨 운영 계획

1) 경희고등학교 1,2학년에 재학 중이며 창의력이 뛰어나고 로봇과 프로그래밍에 소질과 관심이 있는 학생을 3월 우선 

선발하여 심화된 동아리활동 형태로 20명 내외로 운영한다. 

2) 창의․로봇 분야뿐 아니라 응용과학 및 드론, 로봇 기초, 심화, 아두이노, 파이션 등 블록코딩 뿐만 아니라 Text 코딩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방과후학교 형태로 운영하되 정규 동아리활동과 연계하여 연간 80시간 

내외로 운영하도록 한다.

3) 창의․로봇 프로그래밍스쿨 대상자는 선발 이전의 교과 성적우수자가 아닌 과학 및 로봇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창의성과 

잠재 능력을 가진 발전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선발하는데 중점을 둔다.

4) 로봇관련 전문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개발한 자료를 참고로 입시 위주가 아닌 창의력 계발과 ㈜LEGO사에서 

개발한 LEGO EV3 로봇과 FTC(First Tech Challenge)대회에 사용되는 MATRIX FTC Competition Set, Robot 

Building Hardware인 goBilda Kit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로봇제작과 설계, 프로그래밍 과정에 중점을 둔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적용한다.

5) 자발적 참여와 동기부여를 위해 전시회(KES), 로봇올림피아드, 2021~2022 KRC, FLL, FTC 등과 같은 다양한 로봇 

관련 대회 및 행사에 참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6) 창의․로봇 프로그래밍 스쿨 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관련 연수 및 연구 개발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학교차원에서 적극 지원한다.

      

[로봇교육을 위한 로봇재료 및 구성 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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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의･로봇 스쿨의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1

구분 창의․로봇기본과정 창의․로봇집중 교육활동 특별활동

계
과목 로봇 기본설계 및 제작

창의․로봇 
집중과정

프로젝트
활동

과제 연구
로봇관련 전시회 및 

인성교육

시간 8 40 20 8 4 80

※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 시수가 변경될 수 있음

1) 기간 : 2022년 3월 ~ 2023년 2월 

2) 방학중 : 봉사활동, 전시회 참가, 과제연구 및 로봇집중 연구활동, 국내･외 로봇대회 준비

3) 학기 중 : 금요일(3시간) 16:00 ~ 20:30 /18:40 ~ 22:20

연간 수업 일정 및 운영 시간표2

시 기 추 진 항 목 세 부 추 진 내 용 대 상

2022년 2월 프로그램 계획 수립
 기초조사 분석 및 지도교사 선정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방침 수립
 프로그램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

프로그램
담당교사

2022년 3월
교육 

대상자 선발

 계획수립
 과학 및 로봇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창의성과 잠재 능력을 가진 

발전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선발
경희고등학교

2022년 3월~
2023년 2월

프로그램 운영

 창의･로봇 스쿨 개강(3월)
 교과활동 운영, 각종 외부 대회 참가
 과제연구, 봉사활동 운영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운영

창의･로봇 스쿨 
30명 내외

2023년 2월 프로그램 평가
 학생 평가 및 교육과정 평가 및 반성
 학생 생활기록부 작성 - 관련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 기록

창의･로봇 스쿨 
30명 내외

※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에 따라서 수업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연간 운용 내용 및 기간3

구 분 창의성 기초이론
창의･로봇 파이썬
프로그래밍과정

창의･로봇 피지컬 컴퓨팅 프로젝트과정 

교육내용
발명기초 이론과 아이디어 

창출법 이해 / 로봇기초 및 설계

LEGO사 EV3 로봇과 파이썬 
프로그램을 활용한 로봇 제어와 컨트롤 

알고리즘 설계 및 제작

LEGO사 EV3 로봇을 활용하여 
AI기반의 Smart City, Future City적용 

프로젝트, 실생활 아이디어에 기반한 
자기주도적 프로젝트 실행

일 정 2022학년도 1,2학기 2022학년도 1학기 2022학년도 2학기

시 간 22시간 10차시 40시간 10차시 40시간

비 고 동아리 시간 활용 40시간 수료증 발급 40시간 수료증 발급

※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에 따라서 수업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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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의･로봇 스쿨 세부 추진 계획

창의･로봇 스쿨 집중과정 세부 활동 내용1

운영내용 활동 내용 시기

창의성 개발을 
위한

이론과정

 발명기초 이론 및 발명기법 이해
 브레인스톰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 창출
 실생활에서 개선할 아이디어 도출

2022년
3~11월

창의･로봇 
파이썬

프로그래밍
과정

 로봇의 이해 및 LEGO EV3 소개
 LEGO EV3 프로그래밍 연습 – 자율 주행 및 각 종 센스 활용 프로그램
 파이썬 Python을 이용한 로봇 제어와 컨트롤 알고리즘 설계 및 다양한 응용 미션 수행
 각도센서 및 컨트롤러를 이용한 유선조정자동차프로그램
 아두이노, 파이션, C언어의 이해1,2

        

2022년
3~8월

창의･로봇 
피지컬 컴퓨팅 

프로젝트
과정 

 스크래치 3.0 프로그램 응용 및 알고리즘 이해
 AI 로봇에 대한 기본 이론 및 배경지식 이해
 AI기반의 Smart City, Future City적용 프로젝트 

- visual recognition 기반 프로젝트
- Life assistant 기반 프로젝트 
 직접 도출한 실생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자기주도적 프로젝트

    

2022년
8월
~

2023년
2월

평가
 미션 수행을 위한 가장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로봇모형 설계
 AI기반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창의적인 프로그래밍 설계

2022년
2월

5  창의･로봇 스쿨 중점 사업 및 행정사항

로봇 관련대회 적극 참가1

1) 2022년 8월에 열릴 예정인 2022 WRO(월드로봇올림피아드) 한국 예선전 참가, 2022년 임베디드 창의로봇경진대회 

참가, 2022-2023 KRC 코리아로봇챔피언십 대회 FTC 및 FLL 대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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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과 연계한 교육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2

1) [초등-고교 연계 프로그램] 2021 찾아가는 레고 로봇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체험 프로그램 운영

2) 창의･로봇 프로그래밍 스쿨 학생들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레고 EV3 로봇을 활용하여 

SW(소프트웨어)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코딩 교육 실시

진로활동과 연관된 다양한 과학 로봇 체험활동 운영3

1) 과학체험캠프를 통해서 과학과 로봇, 최첨단 기술의 다양한 연구소 및 산업 현장 견학

2) 2022 KES(한국전자전), 2022 RoboUniverse Seoul 등의 로봇 관련 다양한 전시회 참관

     심화된 동아리활동 형태로 창의･로봇 시스템설계과정과 창의･로봇 심화코딩과정으로 운영4

1) 1학기 창의･로봇 시스템 제어 및 제작과정(40시간)과 2학기 창의･로봇 프로젝트 및 심화코딩과정(40시간) 운영으로 
출석률이 80% 이상인 학생에 대하여 경희고등학교장 명의의 교육수료증 발급 

2) 교육 중에 필요한 실습교재 및 소모품, 강사료 등에 대해 학교예산과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

3) 보고서 대회를 1회 운영하며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통해 학생의 지적 호기심을 스스로 탐구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강좌별 담당 강사와 교사진의 다수 평가로 시상함.

6  창의･로봇 스쿨 운영 예산

분야 항목 산출근거 금액(원)

운영수당

1) 일반강사 수당(외부강사) 90,000원(1시간)×50회 4,500,000

2) 일반강사 수당(외부강사) 90,000원(1시간)×50회 4,500,000

2) 일반강사 수당(공통 외부강사) 90,000원(1시간)×30회 2,700,000

3) 대학생 멘토수당 40,000원(1시간)×40회 1,600,000

소  계 13,300,000

교육
재료비

1) 로봇교재비 3,000,000원 3,000,000

소  계 3,000,000

체험활동
경비

1) 체험활동 활동비 15,000원×20명×4회 1,200,000

2) 교통비(45인승 버스 1대) 500,000원×2회×1대 1,000,000

3) 학생보험비 100,000원×2회 200,000

소  계 2,400,000

총   계 18,700,000

 ※ 학생 인원에 따라 예산이 변경될 수 있음.

7  평가지표

1) 학교 특색 교육 사업이 활발히 운영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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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기간
 JROTC 홍보, 설명회 및 모집
 홍보영상 제작 참여 및 학교 교지작업 참가

3월
신입생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 홍보

1. 질서의식
/준법정신

 제식 훈련

3월

월○회

 교칙준수를 위한 교내 캠페인 활동 월○회/등교시

 교칙준수를 위한 교내 학생자치회 참여
월○회
대위원회 협조

 점심시간 줄서기 도우미 활동 3인 1조

 교외 순찰활동(점심시간)

 학교 홍보활동 도우미

 경희대 인성교육 프로그램 실시 9회(1~2학년)

주○회

5인 1조

순찰루트 사전결정

2. 봉사정신
 심폐소생술 강연 및 실습(2주) 
 응급처지 강연 및 실습(2주)

연중
강연 및 실습
보건실 협조

4 경희 인성교육 프로그램(J-ROTC)

1  J-ROTC 목적

• 경희고등학교의 J-ROTC 프로그램은 동아리 활성화 목적의 일환으로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개발함과 동시에 

인성교육에 목적을 두며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미래를 선도해 갈 리더로서 리더십 함양에 목적을 둠으로써 학생의 

내면 성장을 목표로 한다.

2  J-ROTC 방침

본교의 J-ROTC 프로그램은 아래의 교육 방침을 근간으로 이루어진다. 

• J-ROTC 프로그램 참가 대상은 본교의 학생 중 자발적 신청자로 구성한다. 

• J-ROTC 프로그램은 민주 시민 교육 및 리더십 교육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 J-ROTC 프로그램 참여 학생은 본교가 마련한 강령과 운용 규정을 준수한다. 

• J-ROTC 프로그램 참여 학생은 주 1회 지정된 복장을 착용 교육과정에 참여한다.  

• J-ROTC 프로그램 참여 학생은 주 1회 연간 일정에 따른 교육을 받는다. 

• J-ROTC 프로그램 참여 학생은 학교 주관의 교내외 행사 및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3  J-ROTC 세부계획

※ 코로나19로 인해 추진 시기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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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구분 교육 활동 내용 월 비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봉사확인서발급

 서울 현충원 현충탑 청소 및 참배

 국가유공자 대상 위문봉사

 보훈요양원위문활동 및 수발봉사

 북부보훈지청 앞섬이 봉사활동 참여

- 보훈 선양 행사 및 위문 봉사

봉사확인서발급

 교내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봉사대 4인 1조

3. 의사소통 
능력

 주제토론활동(독도는 우리땅 발표대회)

6~10월

조별 활동

 논술(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제출) 주제토론활동을 바탕으로 글쓰기

 대중연설 (유치원, 초,중등학교 방문하여 강의실시) 프레젠테이션 대회

 명사초청 강연

(북부보훈지청 및 동대문 평화통일 자문위원회 협조)

애국심 고취 및 리더십 관련 분야 

명사 초청

 활동보고회(중대장 및 소대장 선발 투표 및 활동사항 보고)

그 달의 활동에 대해 JROTC 전원이 모여 

한 명씩 발표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의사

소통스킬 피드백 교환

4. 공동체의식
/배려

 교내 캠핑 참가

연중

교내 1박2일 캠프를 통해 함께하는 

공동체의식 배양

 주말을 이용한 함께하는 등산
주말을 이용하여 인천 및 인근지역 

등산/탐방

 군부대 체험 활동(예정)

 독도사랑 탐방활동  

혹서･한기로 인한 환경이 우려되는 경우 

창체휴업일을 낀 단기방학 중 실시

 ‘I'm all ears' 학교폭력 및 고충상담 창구 역할하기 담임교사･단장･생활지도부 연계

5. 리더십자질 
함양교육

 J-ROTC 활동을 통해 본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

상시

학년 초 설정 후 

학년 말 점검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참가

 현충일 중앙 추념식

 6.25전쟁 중앙행사

 6.25전쟁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

 순국선열의 날 행사

나라사랑 행사참여

 존경하는 리더상(像) 설정 상동

 희생하는 리더 : 고 윤영하 소령 추모식 참여

6. 솔선수범
하는 리더

 당당한 지도자 되기 -두려움 없애기

상시

정신적, 신체적으로 버거워 보일지라도 

극복해야 할 과제 학년 초 선정

학년 말 점검

 능력 있는 지도자 되기 (1인 1자격증 획득)
학년 초 설정 후

학년 말 점검

 자기 모습을 아는 지도자

(내가 보는 나의 모습 vs 남이 보는 나의 모습)
캠핑 시 실시

 천시(天時)를 읽는 지도자 (국제정세, 외교 강연 / 주제 연구) 조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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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구분 교육 활동 내용 월 비고

 지리(地利)에 밝은 지도자
(독도법(Map reading) 익히기 / 내 고장 지리 알기)

등산 및 지역사회 탐방 시 병행

 인화(人和)를 도모하는 지도자 
(내가 속한 조직의 구성원 알기 : 자기소개 의 시간 /
칭찬의 시간 갖기)

월별 활동보고회 시
이달의 대원 선정

 남을 위하는 지도자 (이기심 버리기 : 마니또(비밀친구))
월별 활동보고회 시
마니또 설정

7. 솔선수범
하는 지도자

 솔선수범하는 리더상 연구 주제토론 활동과 병행

 J-ROTC 자체 상벌위원회/법정 운영 월별 활동보고회 시 운영

 교내･외 환경 정화 활동 순찰, 야외활동 시 병행

8. 신체단련/
스포츠 활동

 주말을 이용한 함께하는 5대 명산 등산

전/후반기

소요시간 및 시작/종료 인증

 군부대 체험 활동(입소)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견학
사관학교 캠프 참가 및
해군 부대 탐방

 생존수영 및 하이다이빙(스노쿨링) 교육을 통한 안전 의식과 도전
정신 배양

 스포츠 인성교육프로그램 참가  예산 지원

 1인 1스포츠 활동(축구, 농구, 배드민턴, 탁구, 태권도, 유도 등)
 J-ROTC 학교간 스포츠 교류 활동

활동내용 개인기록

 약물 의존 없는 무결점 건강인 인증
(금연 서약/테스트, 카페인 Free 선언)

흡연 테스트 실시
카페인 및 음료･유해물질 멀리하기

 체력 측정: 학생건강체력평가 1등급 목표

윗몸일으키기50회(1분)
팔굽혀펴기 30회 (1분)
10미터왕복달리기2회(9초)
줄넘기 20분(pass/fail) 
종목 측정･기록

기타
 신입 부원 OT
 국제교류활동  

태권도, 고궁견학안내 등
한국 문화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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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J-ROTC 단체복장 안내

하절기 동절기

        

개별 구매 품목 : 검정색 구두, 베레모, 흰장갑, 넥타이, 벨트 등

5  J-ROTC 운영 예산
<단위：천원>

구분 사 업 명
집행시기

(월)
예산내역 및 산출기초

(단가 × 개)
예산요구액 비고

J-ROTC 경희대인성교육프로그램강사료 연중 1,250*1 1,250
동대문구청

지원비

J-ROTC J –ROTC 활동비 연중 2,000 *1 2,000 자체 예산

계  3,250

6  평가지표

1) 학교 특색 교육 사업인 J-ROTC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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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목적1

1) 상위권 학생의 명문대 진학을 위한 학습노하우 전수

2) 중하위권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배양 및 자신감 고취

3) 협력학습 및 모둠학습을 통해 교과에 대한 흥미 유발과 교과 성적을 향상한다.

4) 또래의 학습 방법을 공유하여 좋은 학습 방법을 찾아 발전적인 학습태도를 가진다.

운영 방향2

1) 멘토들은 자신이 배운 내용을 실제로 활용함으로서 개인의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2) 멘티들의 경험을 전수받고 학교에서의 자신의 상담자와 같은 후견인이 존재하여 즐겁고 재미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

3) 자신의 몸과 같이 남을 품어주고 자신의 것들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마인드를 형성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도움을 주고 살아가는, 진정한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한다.

프로그램 안내3

1) 대학생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동대문구 지원사업)

2) 수익자 부담 대학생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 

3) 학급내 멘토링 프로그램

1  대학생 학습멘토링 프로그램(동대문구 지원사업)

운영 개요1

1) 학습 멘토링 대상자 : 고1, 2, 3 재학생

2) 일시 : 평일[16:00~22:00], 주말[08:00~18:00]

3) 학습멘토 개설 과목 : 국어, 영어, 수학, 과탐, 사탐 등 

4) 멘티 구성 : 신청 학생의 수준에 따라 5명 이내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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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 내용2

추진 사항 세부내용 추진 시기

홍보 및 대학생 멘토 모집 및 교육
 서울대,고려대,경희대,한양대,한국외대 등 홍보 및 선발
 학습멘토의 학생교육방법 연수(과제,학습,평가계획포함) 

연중(필요시)

학습멘토링 프로그램 신청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멘토링 프로그램 공지
 가정통신문 발송 ⇒ 신청자 접수

2월초

대학생 학습멘토링 운영  과목, 수준별 학습멘토를 개별적,팀별 매칭 운영(총16회운영) 3월 ~ 12월초

학습멘토링 평가회
 멘토링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설문 실시
 멘토회의개최 - 피드백 및 보완적 학습방안 연수

12월말

기대 효과3

1) 학습멘토링 프로그램 참가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 형성

2) 학습멘토링을 통해 조별 스터디 학습 방향 제시

3) 학습플래너를 작성하여 평소에도 학습 습관이 형성되도록 지도

4) 지역인재와 협력하여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

2  수익자 부담 대학생 학습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개요1

1) 학습 멘토링 대상자 : 고1, 2, 3 재학생

2) 일시 : 평일[16:00~22:00], 주말[08:00~18:00]

3) 학습멘토 개설 과목 : 국어, 영어, 수학, 과탐, 사탐 등 

4) 멘티 구성 : 신청 학생의 희망에 따라 1∼3명 이내로 구성 

세부 추진 내용2

추진 사항 세부내용 추진 시기

홍보 및 대학생 멘토 모집 및 교육
 지역 내 명문대를 진학한 경희고 졸업생
 학습멘토의 학생교육방법 연수(과제,학습,평가계획포함) 

연중(필요시)

학습멘토링 프로그램 신청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멘토링 프로그램 공지
 가정통신문 발송 ⇒ 신청자 접수

3월초

대학생 학습멘토링 운영
 과목, 수준별 학습멘토를 개별적,팀별 매칭 운영(총 20차시, 

40시간운영)
3월 ~ 12월초

학습멘토링 평가회
 멘토링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설문 실시
 멘토회의개최 - 피드백 및 보완적 학습방안 연수

12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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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3

1) 학습멘토링 프로그램 참가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 형성

2) 학습멘토링을 통해 조별 스터디 학습 방향 제시

3) 학습플래너를 작성하여 평소에도 학습 습관이 형성되도록 지도

4) 명문대학을 진학한  본교 졸업생들로 이루어진 멘토단과의 멘토링을 통해 학업 상담 및 학업능력을 향상

3  학급 내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개요1

1) 운영 시간 : 야간 자율학습시간(수시 진행)

2) 운영 기간 : 2022. 4. ∼ 2023. 2(방학 포함,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

운영 기간 및 회수가 변경될 수 있음)

3) 인원 구성 : 학급 내에서 멘토 1인과 멘티로 구성

4) 멘토링 내용 : 또래 교과 학습 지도 및 질문 답변

세부 추진 내용2

추진 사항 세부내용 추진 시기

1학기 학급 내 멘토링 모집  학급 내 멘토링 추진 계획 설립 3월 말

1학기 학급 내 멘토링 신청  학급 담임의 상담을 통한 ⇒ 신청자 접수 4월

1학기 학급 내 멘토링 운영  멘토와 멘티 매칭 후 진행 (학급 담임 관리) 4월 말~7월

1학기 학급 내 멘토링 평가
 멘토링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데이터 수집
 멘토회의개최(학년별) - 피드백 및 보완적 학습방안 

8월

2학기 학급 내 멘토링 모집  학급 내 멘토링 추진 계획 설립 8월 말

2학기 학급내 멘토링 신청  학급 담임의 상담을 통한 ⇒ 신청자 접수 9월 초

2학기 학급내 멘토링 운영  멘토와 멘티 매칭 후 진행 (학급 담임 관리) 9월~2월

2학기 학급내 멘토링 평가
 멘토링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데이터 수집
 멘토회의개최(학년별) - 피드백 및 보완적 학습방안 

2월

※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 추진 시기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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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3

1) 각 교과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성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2) 또래 학습 멘토링 문화를 활성화시켜 협동 학습의 분위기를 정착시킬 수 있다.

3) 또래 학생들로 구성된 멘토링 활동을 통해서 구성원 간의 협동심을 기르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4  평가지표

1) 학교 특색 교육 사업이 활발히 운영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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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어 인재 프로그램

1  외국어 인재 프로그램 운영 목적

•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창의･진취･건설적인 외국어 인재 양성

• 다양한 외국 문화 및 언어에 관심을 가진 지역 전문가 육성

2  외국어 인재 프로그램 운영 개요

1) 대상 : 1, 2학년 (1·2학기), 3학년 (1학기)

2) 실시 시기 : 1·2학기 금요일 8, 9교시

3) 실시 시간 : 1학기 10회(20시간), 2학기 10회(20시간)

(※ 코로나-19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4) 장소 : 경희고 교실

5) 강사 : 한국외대 대학원생 및 대학생 

6) 외국어 인재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1·2학년을 대상으로 연말에 학술보고서 대회를 실시하며, 학생들이 수강하는 언어 

및 문화와 관련한 탐구 주제를 선정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예정

※ 3학년은 학술보고서를 1학기 말까지 제출하며, 제출한 학술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활동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함.

※ 학술보고서 작성을 위해 수업 중 강사의 지도가 있음.

7) 학술보고서 대회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보고서를 작성한 학생들은 별도의 교육을 받은 후 발표회에서 발표 

3  외국어 인재 프로그램 개설 가능 언어

영어(회화)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
스칸디

나비아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아랍어 태국어 베트남어

터키･
아제르바이잔어

이란어 몽골어 폴란드어 루마니아어
체코･슬로
바키아어

헝가리어
세르비아･

크로아티아어
우크라이나어

그리스어 불가리아어 카자흐어 우즈베크어 아프리카어 러시아어

4  평가지표

1) 학교 특색 교육 사업이 활발히 운영되었는가?



2022학년도 학교교육계획

166    미래형교육을 선도하는 명문사학 경희고등학교

7 IT 전문 과정 프로그램수정

1  IT 전문 과정 프로그램 도입 배경

• 4차 산업혁명이란 AI, 로봇기술, 생명과학 그리고 빅테이터가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의미한다. 그만큼 

교육 현장에서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동력이 될 뿐 아니라 미래 판도를 바꿔놓을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본 프로그램은 심화된 SW 교육 활동을 위하여 ‘해킹보안’, 

‘웹프로그래밍’, ‘앱프로그래밍’ 분야의 전문가와 협력하여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 향후 전문 분야 및 

전공 학과 선택에 기초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2  IT 전문 과정 프로그램 운영 목적

1) 4차 산업혁명의 의미를 파악하고 주도해 나갈 인재를 양성한다.

2)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해킹보안’, ‘웹프로그래밍’, ‘앱프로그래밍’ 분야의 전문적인 심화 SW 교육 

활동을 제공한다.

3) ‘해킹보안’, ‘웹프로그래밍’, ‘앱프로그래밍’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부터 점진적으로 심화된 지식을 습득뿐만 

아니라, 이론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실기 능력을 함께 배양한다.

3  IT 전문 과정 프로그램 운영 개요

1) 대상 : 1, 2학년 학생 중 신청자

2) 실시 시기 (주당 6시간 운영) : 매주 평일 야간 강의 3시간, 멘토링 3시간

3) 실시 시간 : 강의 및 멘토링 실습 20회(120시간)

수강시간(주당)
강의(월요일 방과후)

-1학년 월, 수요일 야간
-2학년 수요일 야간

멘토링
-1, 2학년 토요일 오전

6 3 3

※ 코로나19로 인한 협력 기관의 사정에 따라 시수가 변경될 수 있음

4) 반 구성

가) 1년차 코어교과과정 4개반, 2년차 심화교과과정 트랙별 1개반 운영 예정

나) 신청 학생수를 고려하여 1반 당 20명 내외로 구성

다) 학생들의 신청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PART

Ⅴ.

특

색

사

업

PART Ⅴ. 특 색 사 업

    167

4  IT 전문 과정 프로그램 교육 내용

•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교육을 위해 기본이 되는 코어교과과정(1년차 과정)을 기반으로 심화교과과정 

(2년차 과정)으로 연계

5  IT 캠프 운영

1) 피지컬 컴퓨팅을 통해 다양한 센서와 하드웨어의 구조 및 구동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실생활에 적용가능한 

응용 IoT 디바이스를 창의적으로 설계 및 구현함으로써 소프트웨어적 사고력을 향상

2) 여름 방학 중 신청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코로나19로 인한 학사 일정 변경으로 실시 시기가 겨울방학으로 변경될 수 있음)

3) 경희대학교 SW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운영

6  평가지표

1) 학교 특색 교육 사업이 활발히 운영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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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드론스쿨 운영 계획

1  드론스쿨 운영 목표

1) 드론의 원리 및 이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드론을 조작할 수 있으며, 오늘날 드론 관련 법규와 연관하여 드론의 

활용 방안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학생을 양성한다.

2) 4차 산업혁명 시기의 도래와 맞물려 강조되는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코딩(파이썬) 

수업을 실시, 코딩에 대한 흥미와 심화 이해를 추구한다.

3) 소모임 형태의 하드웨어 조작, 코딩 미션, 드론 촬영 등의 활동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자발적인 프로젝트 활동을 

독려하고 고등학생 수준에 맞는 도전적･현실적 문제해결능력 및 협동심을 배양케 한다.

4) 학기별 2회 동아리 또는 방과후 활동 시간을 통해 소모임 간 발표 또는 활동 공유를 진행하여 습득한 지식을 공유하고, 

종합된 아이디어를 활용해 인근 초등학교 멘토링 봉사활동(전일제 봉사일 활용)을 실시해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한다.

5) 타 동아리(정규 및 자율), 교내 프로그램, 교외 진로체험 활동 등과 필요시 연계를 지원하여 장기적으로는 드론을 

넘어선 자발적 이해를 도모한다. 

2  드론스쿨 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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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드론스쿨의 세부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1

구 분 3월 4,5월 6,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동아리활동
(금 5,6교시)

부원편성
및 

소모임 
구성

소모임 활동(하드웨어/소프트웨어/촬영)

활동나눔
활동나눔
봉사활동

활동나눔
활동나눔
경황제

봉사활동

방과후활동

드론 기초 이론 및 조종술
(8회 회당 2시간)

또는 
소모임 활동(시간대 자율 / 동일 시간)

파이썬 입문
(희망자)

드론 코딩 시뮬레이션
(8~10회 회당 2시간)

또는 
소모임 활동(시간대 자율 / 동일 시간)

※ 코로나19로 인해 추진 시기 및 시수가 변경될 수 있음

1) 현재 1∼2학년 재학생 드론스쿨 신청자 중 테스트를 통해 선발함.(학년별 12명 이내)

2) 정규동아리 형태로 관리하며, 동아리 시간 외 평일 방과 후를 활용한(회당 2시간) 교육으로 심화된 과정을 운영한다.

3) 동아리활동은 학생 주도의 소모임 단위 활동 위주로 운영하며, 하드웨어, 코딩, 촬영 3개 모임을 둔다.(추후 학생 

운영에 따라 폐지/변동/신설 가능)

가) 하드웨어 모임은 드론 레이싱, FPV, 창작･조립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나) 소프트웨어 모임은 방과후 활동 외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싶은 코딩미션이나, 드론 분야에서 활용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탐구를 진행한다.

다) 촬영 모임은 드론을 활용한 야외 촬영이나 교내 행사 촬영 및 영상 편집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라) 각 모임은 주기적으로 자발적인 목표를 설정해 운영하며, 5･7･10･12월에는 활동나눔 시간을 통해 모임별 

활동성과를 공유한다.

마) 7월과 12월에는 종합된 활동성과를 통해 전일제 봉사일에 인근 초등학교 멘토링과 연계하며, 12월 경황제에 부스 

운영이나 공연 등에도 활용한다.

4) 동아리활동은 관련이 있는 동아리(3D 프린터, 로봇, 방송) 등과 연계하거나, 필요시 교내 특성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참여･활동지원을 도모해 드론에 대한 다각적 이해를 추구한다.

5) 방과후활동은 내부 강사 및 서울시교육청 지원강사, 인근 대학 내 전문가를 활용하여 드론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추구한다.

가) 1학기 활동은 드론의 원리와 이론에 대한 기초 이해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드론을 다룰 수 있는 학생을 양성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나) 2학기 활동은 드론을 통해 파이썬 코딩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시뮬레이션 코딩을 통해 코딩한 결과값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코딩에 대한 흥미도와 이해도를 심화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

다) 1학기 과정과 2학기 과정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여름방학 중 교내 방과후학교 형태로 파이썬 입문･기초 과정을 

운영하여 토대를 형성한다.(선택/수익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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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조건 및 행정사항2

1) 방과후 프로그램은 구청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받는 활동이므로 가급적 참여를 독려한다.

가) 신규 1학년 및 2학년은 가급적 방과후 활동에 참여 가능한 학생으로 선발한다.

나) 기존 2학년 학생의 경우 1, 2학기 중 최소 1학기의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다.

다) 1), 2)의 기준에 따라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전체 수업 중 80% 이상을 출석한 학생에게는 상찬의 의미로 

경희고등학교장 명의의 이수증을 발급(연 1회)한다.

2) 낙오를 방지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탐구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가.’의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동아리 내 소모임 활동을 

진행한다.

가) 방과후 프로그램 시간 또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시간에 소모임 활동을 진행하게 하고, 필요시 교사가 지도 

또는 활동 지원을 실시한다.

나) 활동시 자율동아리 활동 보고서와 유사한 형태의 조별 활동 기록을 활동일시, 장소, 활동 최종 목표, 해당 시간 

목표, 활동내용(성과), 개인별 소감, 추후 활동 계획 등의 형태로 작성케 하고 활동 기록을 모아 제출케 한다.

다) 활동성과는 동아리 활동 중 ‘활동나눔’을 통해 지속 공유하게 하고, 처음의 활동 목표와 비교하여 성실한 활동이 

이뤄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3)’과 동등하게 취급해 경희고등학교장 명의의 이수증을 발급(연 1회)한다.

3) 교육 중에 필요한 체험용 장비 및 지정된 과제용 소모품, 승인된 소모임 프로젝트에 필요한 물품 등은 학교에서 준비하며, 

그 외 개인용 실습 교재 및 소모품 등은 개인별로 준비하여 수업 진행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4) 드론 관련 각종 외부 대회 및 활동에 참가하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학교 지원사항 이외의 참가 경비에 

대해서는 개인별 부담한다.

4  드론스쿨 운영 예산

분야 항목 산출근거 금액(원)

운영수당

1) 일반강사 수당(외부강사) 75,000원×2시간×20회 3,000,000

2) 동아리 활동비(프로젝트 운영) 소모임별 40만원 내외 1,280,000

3) 대외참가비(외부대회･활동 참가) 차량대절비(왕복/2회분) 720,000

4) 비품구입비(코딩용 태블릿, 시뮬레이션 장비 등) 추후 편성 추후 편성

총  계 5,000,000

※ 추가로 편성되는 동대문구청 지원금에 따라 동아리 활동비 및 비품 구입비 변경될 수 있음

5  평가지표

1) 학교 특색 교육 사업이 활발히 운영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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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직원 명부

연번 직 위 성 명 과목 담임 비고 연번 직 위 성 명 과목 담임 비고

1 교장 이정규       41 교사 조수아 생명과학 3-4

2 교감 김남중     42 교사 신중현 미술 1-1

3 교무기획부장 강민철 국어     43 교사 이소라 수학 2-4

4 대외협력부장 김동현 영어     44 교사 홍선국 사회

5 교육연구부장 황승근 지리     45 교사 황윤서 화학 2-8

6 학생부장 최우석 역사     46 교사 최현용 체육   

7 창의체험부장 손희영 음악     47 교사 천기훈 역사 1-3

8 체육부장 이진오 체육     48 교사 민동훈 사회

9 3학년부장 안충모 국어 진학   49 교사 양성재 윤리 2-3

10 2학년부장 진대영 영어 2-1   50 교사 정주희 수학

11 1학년부장 구본찬 화학 1-8   51 교사 황창수 영어 1-2

12 교사 김동만 화학     52 교사 서영채 정보

13 교사 김효준 수학   53 교사 최영아 수학

14 교사 김무정 국어  1-6   54 교사 한혜성 역사

15 교사 오만근 국어     55 교사 최은정 진로

16 교사 김기권 지구과학   56 교사 주훈재 국어

17 교사 육정우 체육   57 교사 이은규 중국어

18 교사 박현묘 생명과학   58 교사 박예림 일본어

19 교사 김미향 보건   59 교사 김세빈 과학탐구실험

20 교사 장정오 수학   휴직 60 교사 박승민 통합과학

21 교사 남현진 사회 1-5 61 전문상담사 소상은

22 교사 장준혁 국어 휴직 62 교무행정사 노승민

23 교사 최현희 영어 2-2   63 교무행정사 김혜정

24 교사 정   움 사서 64 교무행정사 손민호

25 교사 유정화 국어 3-1 65 축구부감독 변윤철

26 교사 이아랑 영어 1-4 66 축구부코치 정담현

27 교사 박보령 일어/중어 휴직

28 교사 손효정 생명과학 휴직       

29 교사 유현승 수학 휴직 행정실 / 관리실
30 교사 박정아 영어 3-3 연번 직 위 성 명 담당업무 소속 비고

31 교사 정재웅 수학 1-7 1 행정실장 엄   황 총괄 고

32 교사 허승환 물리 3-8 2 주무관 김민주 시설 계약 고

33 교사 백승훈 수학 3-7 3 주무관 박재만 인사 회계 고

34 교사 배   준 수학 3-5 4 주무관 최아름 수납 고

35 교사 송요한 역사 3-6 5 주무관 이상걸 인쇄 문서 고

36 교사 유혜원 물리 2-7 6 주무관 박덕수 관리 고

37 교사 문수련 정보 2-5 7

38 교사 지영우 국어 2-6   8

39 교사 안가은 사회 3-2 9

40 교사 김원중 수학 10

(2022년 3월 2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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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구성원 부서 업무

교무기획부

강민철
학사일정 / 나이스(권한 관리) / 행사 진행 / 학부모회 관리 / 교사 채용 / 정기고사 관리 /교육과정위원회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김효준 정기고사 시간표 작성 / 정기고사 감독표 작성 / 고사 관리 및 업무 지원 / 결석계(나이스)

김기권
나이스(성적)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간사 / 학업성적관리규정 정정 / 성적처리 관련 연수(신임 대상) / 

답안지 관리 / 성적 관련 서류 관리 / 정보공시 / 기초학력 / 고사 업무 지원

이소라 수업시간표 / 장학금(총동창회, 학교장)

박현묘
나이스(교육과정) / 교육과정위원회 간사 / 반 편성(선택과목 조사) / 교육과정 연수(학생, 학부모) / 결보강 

/ 고사 업무 지원

노승민
(실무사)

나이스(학적) / 나이스 인증서 신청 / 전편입 / 결석계 정리 / 학부모 업무 지원 / 학부모 시험감독표 

/ 외부장학금 / 포상 / 수당(강사, 초과수업수당) / 상장 출력 / 외부상 입력 및 출력  / 쿨메신저 / 월중행사계

획표 / 고사업무 지원 / 세미나실 예약 / 신입생 등록 / 나이스 졸업 및 진급 처리 / 각종 물품관리 및 

주문 / 각종 공문 및 정보 공시 / 강사, 기간제, 정교사 채용 준비 및 정리 / 각종 서류 문서 이관 업무 

/  신입학 지원서 받기 / 교직원회의 출석 관리 / 시험범위표 수합 및 안내 /졸업장 출력 / 학생부 출력 

/ 경시대회 및 학력평가 시간표(감독표) / 교직원명부 작성 / 자리배치도 / 학생명렬표 / 환경봉사대 관리(제

1교무실) / 강사 및 기간제 채용 지원 / 학교 행사 보조 / 학교 홍보 보조 / 신입학 서류 받기 / 학부모회의, 

학년부 입시설명회 행사 준비 및 정리 / 교무실 전화안내 / 고입석차백분률정리 및 입력

대외협력부

김동현
홍보 업무 총괄 / 신,전,편입학 상담 / 홍보물 제작 / 사회통합전형 프로그램 / 1학년 학습코칭 / 1학년 

대학생 멘토링 / 3학년 입시코칭

황창수 신입학 상담 / 학교 홍보 / 학교 홍보 SNS 관리 / 셀 멘토링 / 홍보 물품 구매

실무팀 신입학 업무 보조

교육연구부

황승근 총괄 / 교육계획서 및 학교컨설팅

오만근 문서(기획) / 교원평가 및 학교평가 관리 업무 / 정보공시 / 공모사업 / 밝은사회 업무

서영채
교내 컴퓨터 및 정보 업무 관리 /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운영 / 밝은사회 업무 / 장학 

관리(연구수업&공개수업) / 교과진도표 / 방과후학교(학운위, 통계작성) / 교원학습공동체

김동만 교생 업무

정움
학교도서관 운영 및 관리 / 교지(신문편집) / 학부모 도서관 동아리  / 학교 안 교원학습공동체 업무 및 

지원 / 도서관 관리

손민호
(실무사)

동대문 구청사업 관리(학력신장 외 여러가지 구청사업 예산과 사업비 신청 및 정산, 보고서 제출) /  자유수강권 

/ 홈페이지(웹, 모바일)관리 /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조사 / 방송실 관리(방송장비 구매 및 관리) 

2 부서별 업무

교장 이 정 규

교감 김 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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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구성원 부서 업무

/ 방송 담당(행사시 타종, 영상 송출 관리) / 공개·연구수업 촬영 / 사진촬영 및 관리(학교 행사사진) / 

교육계획서 지원 / 교무실 조직도, 명패 / 컴퓨터 및 소모품 관리 / 전산 공문 처리 / 팀즈 및 G-SUITE 

계정 관리 / 학생 WIFI 등록 / 컴퓨터 수리 접수 / 노트북 대여 / 취약계층 스마트기기 대여 / IP 관리 

/ 무선망 계정 관리 / 소프트웨어 갱신 및 설치/플로터 관리 / 무인 복사기 관리 / 토너 관리 / 프린터 

및 복사기 수리 접수 / 연수 안내 및 연수 대장 관리 / 교내 연수 지원 / 강사 및 기간제 채용 지원 / 

학교 행사 보조 / 학교 홍보 보조 / 신입학 서류 받기 / 학부모회의, 학년부 입시설명회 행사 준비 및 

정리 / 교무실 전화안내 / 고입석차백분률정리 및 입력

김혜정
(실무사)

교과서(주문, 배부, 정산, 외부교재, EBS교재 지원) / 인터넷 통신비 지원 / 희망교실 관리 /  교육 종단 

업무 / 리로스쿨 관리 

학생부

최우석 총괄 / 방역 /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 / 흡연예방 / 장애이해교육 / 학생증 / 교복 / 미세먼지 

김원중 문서 / 학교폭력 / 선도 / 학생안전 / 교권보호위원회

홍선국 학생자치활동 / 자치법정 / 민주시민교육 / 소풍 / 학생인권교육 / 리더십 캠프 운영

양성재 학년 선도, 학년 자율·적응활동 자료 제작 및 교육

천기훈 학년 선도, 학년 자율·적응활동 자료 제작 및 교육

소상은 정서행동 특성검사 / 심리검사 / 학업중단숙려제 / 생명존중교육 /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김미향 보건 / 성폭력 / 응급처치 / 방역

창의체험부

손희영 총괄 / 우리마을 교육멘토 / 동대문구 학교선택제 문화예술사업 / 음대 진학지도 프로그램

문수련 외국어 인재 프로그램 

민동훈 IT전문과정 / IT캠프

신중현 동아리(정규,자율) / 진로 / 경황제 / 미대 진학지도 프로그램

최현용 1학년 의생명과학과정 / 대학생 멘토링

황윤서 2학년 의생명과학과정

정주희 전공심화

김혜정
(실무사)

봉사(환경봉사, 멀티미디어, 봉사상, 환경봉사상, 또래 멘토링) / 창체부 프로그램 진행 지원 / 방과 후 

유휴교실 취합 / 환경봉사대 관리(교사휴게실) / 인쇄용지 관리/ 사진촬영 및 관리(학교 행사사진) / 교무실 

대표번호 안내 / 우편물, 택배 관리 / 물품구매(교무실 사무용품, 행사용품) / 게시판(포스터) 관리/ 교사휴게

실 관리 / 강사 및 기간제 채용 지원 / 학교 행사 보조 / 학교 홍보 보조 / 신입학 서류 받기 / 학부모회의, 

학년부 입시설명회 행사 준비 및 정리 / 교무실 전화안내 / 고입석차백분률정리 및 입력

체육부
이진오

총괄 / 학생건강 체력검사 / 건강체력교실 / 학교스포츠클럽 / 신나는 생활체육학교 / 방과후학교 /체대진학

지도 프로그램(동대문구청지원사업)

육정우 축구부 관리 교사 / 최저학력제 지도 / 체육행사 / 계절스포츠 진행

1학년부 구본찬 총괄 / 학부모 밴드 운영 / 학술제 / 학력평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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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웅 기획 / 자율학습 / 진로 체험

김무정 수련활동(경희인 캠프) / 학년 봉사활동

남현진 학력평가 

이아랑 방과후학교 / 동대문구청 사업 운영

2학년부

진대영 총괄 / 학부모 밴드 운영 / 학년 진로 체험 / 학년 봉사활동 / 학술제 / 학부모 간담회

유혜원 방과후학교(1학기, 2학기, 써머스쿨, 윈터스쿨) / 동대문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 운영

지영우 자율학습 / 학력평가 운영 및 분석

최현희 수학여행 / 학년협의회

3학년부

안충모 1,2,3학년 진학

 유정화 졸업 앨범 / 학부모 밴드 운영

박정아 자율학습

안가은 학력평가

허승환  진학부 기획 / 24~25학년도 진학 자료 분석 및 생산 / 1~2학년 담임 진학 워크숍

송요한  학술제 / 수능 후 체험활동

백승훈  3학년 기획 / 진학프로그램 관리 / 23학년도 진학 자료 분석 및 생산 / 3학년 담임 진학 워크숍

배준  방과후학교 / 동대문구청 사업

조수아 면접 및 논구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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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무실 좌석배치도

1층

도서관

사서 : 정움
(759)

   

보건실

보건 : 김미향
(779)

   

체육부

부장 : 이진오
(761)

(763)
김동만
(762)

육정우
(764)

축구부
코치

   

창의체험부

부장 : 손희영
(781)

정주희(782) 민동훈 (783)

최영아 (784) 최현용 (785)

2층

교감실

교감 : 김남중
(703)

     

교무행정팀

손민호
(786)

박승민
(787)

노승민
(704)

김혜정
(705)      

교무기획부

부장 : 강민철
(741)

김효준
(742)

주훈재
(743)

김기권
(744)

박현묘
(745)

     

교육연구부

부장 : 황승근
(751)

서영채
(752)

오만근
(753)

최은정
(754)

김세빈
(755)

2층

  

부장 :
안충모
(739)

백승훈⑦
(735)

유정화①
(733) 진학

상담실조수아④
(737)

안가은②
(736)

            3학년 교무실 (2층)

허승환⑧
(731)

박정아③
(732)

배준⑤
(734)

송요한⑥
(738)

        

행정실

행정실장 : 엄 황 (791)

이상걸(794) 박재만 (792)

김민주 (793)

최아름 (795)

3층~
4층

교장실(3층)

교장 : 이정규
(701~702)

대외협력부(3층)

부장: 김동현
(706)

소상은
(707)

상담실
(708)

2학년 교무실(4층)

부장 : 진대영②
(721)

문수련⑤
(728)

유혜원⑦
(724)

이소라④
(725)

황윤서⑧
(723)

최현희①
(726)

지영우⑥
(722)

양성재③
(727)

5층

남현진⑤ 
(712)

이아랑④
(714)

황창수②
(715)

부장 : 구본찬⑧
(711)

천기훈③
(716)

1학년 교무실
정재웅⑦

(713)

신중현①
(717)

김무정⑥
(718)

  

힉생부

부장 : 최우석
(771)

홍선국
(772)

김원중
(773)

이은규
(774)

박예림
(775)

한혜성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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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원회별 조직표

순 위원회명 정원 위원장
주무위원
(간사)

위원 위원회 기능

1
교무

위원회
11 교장

교무기획
부장

교감, 교육과정 담당교사,
각 교과부장 7명

학업성적 관리(성적관리 소위원회), 
교육기자재 선정, 장학생 선정 및 학생포상

2
학교운영
위원회

11
위원 중
선출

(행정실장)
학부모위원 5명,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자문

3
교원인사
위원회

7 교감
인사위원 
중 임명

교원전체회의에서 민주적 
투표로 6인 선출

교원의 보직, 임용, 연수, 포상, 징계, 신규교사 
공개 채용 등

4
입학전형
위원회

7 교장
대외협력

부장

교감, 교무기획부장,
교육연구부장, 입학당담교사, 

외부위원

입학전형요강 관련업무, 
지원자격규정 업무, 전형방법규정 업무, 
사정기준규정 업무

5
추천심의
위원회

6 교감
교무기획

부장
교육연구부장, 학생부장, 

해당학년부장, 업무담당교사
대입 추천 입학 관련 학생 추천 및 
그 규정에 관한 사항

6
생활교육
위원회

6 교감 학생부장
교무기획부장, 각 학년부장, 

학생지도담당교사, 
상담교사(전문상담사)

학생 지도 관련 업무, 
선도, 학생 징계 심의

7
교권보호
위원회

7 교장 학생부장
교감, 학부모회장, 스쿨폴리스 등 

3~8인으로 구성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과 관련된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

8
성고충

심의위원회
6 교감 보건교사

교감 외 5명(외부전문가 2명 포
함), 간사 1명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조사 및 처리 등의 업무 

9
예/결산
소위원회

15 교장 행정실장
교감, 행정부장 7명, 학년부장 3명,

학운위 정/부위원장
학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체육특기자 
관리위원회

6 교감 체육부장
운동부관리교사, 학부모 1명, 

 교사 2명
상급학교 진학 및 취업, 일반학생 특기자로 
전입요청, 학생선 발굴･육성 등의 업무

11
학교체육
소위원회

6 교감 체육부장
운동부 관리교사, 학운위 
학부모위원1명, 교사2명

체육교육과정 운영, 학생건강체력평가, 
학교스포츠 클럽, 학교운동부, 체육대회, 
체육관련 직무연수 등의 업무

12
학생선수보호

소위원회
7

학부모
위원 중

체육부장
교감, 교무기획부장, 학생부장,
운동부 관리교사, 학부모2명

선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

13
학생봉사활동추

진위원회
6 교감

창의체험
부장

교감, 창의체험부장, 
봉사업무담당, 1학년부장, 

2학년부장, 3학년부장
학생 봉사활동의 내실화 및 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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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생 출결 관리(근태 사항)

 

1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경연대회･현장실습･훈련 참가, 교환･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단, 교환학습‧체험학습 규정에 따라야 함)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피해학생의 보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석으로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기간

5)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719호 별지 5호를 근거로 함)

6)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7)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8) 경찰청 소년업무규칙 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9)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2  각종 결석 및 지각, 조퇴, 결과

1) 질병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서(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담임교사 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미인정결석 : 고의 또는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결석 :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 : 정해진 등교 시간 이후에 출석했을 경우는 지각으로, 교과 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는 결과로, 정해진 수업 시간이 끝나기 전에 하교한 경우는 조퇴로 구분하여 출석부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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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내용 비고

출석 
인정

천재지변, 공무, 학교대표, 징계 기간 등 세부 내용은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름

경조사 아래 <경조사 일수> 참고

체험학습 아래 <체험학습> 참고

결석

질병 결석 질병으로 결석한 경우 5일 이내 결석계(의사 진단서 등 첨부) 제출

미인정 결석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 질병 결석, 기타 결석이 아닌 모든 결석

기타 결석 학교장이 인정하는 개인 사정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등

지각
결과
조퇴

지각 정해진 등교 시간 이후 출석  질병, 무단, 기타 사유로 구분함
 동일 날짜로 지각, 결과, 조퇴가 발생된 경우 

한 가지 경우만 적용 처리함
결과 교과 시간에 출석하지 않음

조퇴 정해진 수업 종료 이전 하교

3  경조사 일수

구분 대상 일수 비고

결혼 부, 모, 형제, 자매 1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원격지일 경우 왕복 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입양 제외) 
 교원의 경조사일수 : 본인 결혼(5일), 

배우자 출산(5일) 추가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4  체험학습

1) 기간 : 교육과정 정상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30일 이내

가) 학기초, 학기말, 고사 기간 전후는 가능한 피해서 실시하고 지필고사 기간은 실시하지 않는다.

나) 국내 체험학습 기간은 회당 연속 5일 이내로 하되 휴무일은 제외하며, 국외체험학습 기간은 연속 10일 이내로 

하되 휴무일은 제외한다. 

다) 체험학습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하여 출석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석으로 처리

2) 내용 : 현장 체험학습, 가족 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직업체험 등

3) 진행 절차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신청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학생→담임)/2일전 양식은 홈페이지(양식 자료실) 참조

사전 승인 학교장 심사 ‧ 결재 후 승인 통보 실시 2일 전까지 신청해야 승인 가능함

실시 체험학습 실시 신청 기간 동안 실시(국외는 5일 이내 실시)

사후 확인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학생→담임) 및 확인/7일이내 양식은 홈페이지(양식 자료실) 참조

결과 처리 출석 인정 확인 후 인정기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함

※ 개인별 체험학습 내용은 생활기록부에 입력하지 않으며 학생 개인이 에듀팟 등을 활용하여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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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과서명 출판사명 교육과정차수 가격 

검정 문학(15개정) (주)지학사 2015개정 8,370 

검정 수학Ⅰ(15개정) (주)교학사 2015개정 5,380 

검정 수학Ⅱ(15개정) 동아출판(주) 2015개정 5,260 

검정 확률과 통계(15개정) (주)좋은책신사고 2015개정 7,000 

검정 기하 (주)좋은책신사고 2015개정 8,700 

검정 영어Ⅰ(15개정) (주)엔이능률 2015개정 5,880 

검정 영어Ⅱ(15개정) (주)엔이능률 2015개정 5,610 

검정 세계사(15개정) (주)미래엔 2015개정 7,330 

검정 경제(15개정) (주)비상교육 2015개정 8,700 

검정 사회·문화(15개정) (주)천재교육 2015개정 7,370 

검정 생활과 윤리(15개정) (주)지학사 2015개정 7,440 

검정 물리학Ⅰ (주)미래엔 2015개정 8,750 

검정 화학Ⅰ(15개정) (주)비상교육 2015개정 8,670 

6 교과서 안내

1  1학년 교과서

구분 교과서명 출판사명 교육과정차수 가격

검정 과학탐구실험 (주)비상교육 2015개정 3,430 

검정 국어 (주)미래엔 2015개정 7,940 

인정 미술 미진사 2015개정 7,500 

검정 수학 동아출판(주) 2015개정 6,920 

검정 역사부도(15개정 수정본) (주)비상교육 2015개정 10,310 

검정 영어 (주)엔이능률 2015개정 4,480 

인정 음악 (주)천재교과서 2015개정 6,800 

인정 일본어Ⅰ(15개정) ㈜도서출판길벗 2015개정 8,850 

인정 중국어Ⅰ(15개정) (주)미래엔 2015개정 9,500 

인정 진로와 직업(15개정) (주)지학사 2015개정 9,760 

인정 체육 (주)체육과건강 2015개정 8,200 

검정 통합과학 (주)비상교육 2015개정 6,200 

검정 통합사회 (주)비상교육 2015개정 5,720 

검정 한국사(15개정) (주)미래엔 2015개정 9,740

2  2학년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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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과서명 출판사명 교육과정차수 가격 

검정 생명과학Ⅰ(15개정) (주)미래엔 2015개정 8,870 

검정 지구과학Ⅰ(15개정) (주)비상교육 2015개정 9,100 

인정 영어권 문화 (주)엔이능률 2015개정 10,000 

인정 사회문제 탐구 (사)한국검인정(전북교육청) 2015개정 5,880 

인정 운동과 건강 (주)체육과건강 2015개정 8,000 

인정 정보(15개정) (주)비상교육 2015개정 8,820 

인정 생태와 환경(15개정) (사)한국검인정(대전교육청) 2015개정 7,890 

3  3학년 교과서

구분 교과서명 출판사명 교육과정차수 가격 

검정 화법과 작문(15개정) (주)창비 2015개정 7,730 

검정 언어와 매체 (주)천재교육 2015개정 7,750 

검정 미적분(15개정) (주)좋은책신사고 2015개정 8,700 

검정 영어 독해와 작문(15개정) (주)엔이능률 2015개정 5,970 

검정 한국지리(15개정) (주)천재교과서 2015개정 8,080 

검정 동아시아사(15개정) (주)금성출판사 2015개정 7,570 

검정 윤리와 사상(15개정) (주)미래엔 2015개정 8,700 

검정 물리학Ⅱ (주)미래엔 2015개정 8,760 

검정 화학Ⅱ(15개정) (주)비상교육 2015개정 8,450 

검정 생명과학Ⅱ(15개정) (주)비상교육 2015개정 9,080 

검정 지구과학Ⅱ(15개정) (주)비상교육 2015개정 9,080 

인정 진로 영어 (주)와이비엠 2015개정 10,900 

인정 스포츠 생활 (주)체육과건강 2015개정 8,000 

인정 일본어Ⅱ(15개정) (주)시사북스 2015개정 8,900 

인정 고급 물리학 (사)한국검인정(대전교육청) 2015개정 9,520 

인정 고급 화학 (사)한국검인정(세종교육청) 2015개정 7,280 

인정 고급 생명과학 (사)한국검인정(대구교육청) 2015개정 8,000 

인정 국제 경제 (사)한국검인정(부산교육청) 2015개정 5,760 

인정 국제 관계와 국제기구 (사)한국검인정(세종교육청) 2015개정 6,380 

인정 현대 세계의 변화 (사)한국검인정(서울교육청) 2015개정 6,440 

인정 프로그래밍 씨마스 2015개정 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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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생 생활평점 제도

1) ‘생활지도 점수제’를 시행하고, 학생 선도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2) 시스템을 활용하여 벌점 또는 상점카드를 발급하면 학부모에게 실시간 통보되도록 한다.

3) 월 벌점이 10점을 초과한 학생에게는 매월 첫 번째 토요일에 벌점초과자교육을 실시한다.

4) 한 학기 벌점이 20점을 초과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한다.

5) 상점으로 벌점을 상쇄할 수 있다.

6) 상점카드 및 벌점카드 발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상점 발급 기준 점수 벌점 발급 기준 점수

솔선하여 휴지를 줍는 행위 (월 1회 인정) 1점  용의복장 규정 위반 1점

용모와 복장 단정, 예절바른 인사 (월 1회 인정) 1점  교복 미착용 3점

분실된 교구나 분실물을 습득함 2점  교복변형 및 불량한 복장 2점

솔선하여 청소, 복도나 교실 주변의 껌을 제거함 2점  중식외 교내 음식물 반입 및 취식 행위 1점

학교, 학급 활동에 모범이 되어 추천을 받음 3점  쓰레기 무단 투기(껌, 가래침 포함) 1점

수업교재, 교구, 기자재 안전관리에 모범이 됨 3점  복도 통행시 문란 행위 (교실내 고성방가 포함) 1점

형편과 처지가 어려운 급우를 위해 도와줌 3점  거친 장난 또는 심한 욕설 1점

학습 준비물을 수업 보조도구로 활용되도록 함 3점  오토바이 등교 적발 5점

방과후 업무 보조 및 환경정화활동을 함 3점  청소 및 주번활동시 담당교사지도 불응 3점

학교의 명예를 높임 (심사 후 상점 부여) 3~5점  조회 및 교내외 행사 무단 불참 3점

공인된 외부기관에서 모범표창을 받음
(단, 학교추천 수상자는 제외함)

5점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 2점

 무단외출 3점

기
타

항
목

학교 전체를 위하여 열심히 일함

심사
후

상점
부여

 무단결석 3점

급우들에게 도움을 줌  수업준비 미비 및 수업태도 불량 2점

귀중품(고가품)을 습득, 신고함  면학분위기 저해 2점

학급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도서실 이용수칙 위반 3점

수업 태도가 적극적이고 모범적임  교사의 제반 경고 및 정당한 지시 불이행 1회 3점

정의로운 행동으로 타의 모범이 됨  교사의 제반 경고 및 정당한 지시 불이행 2회 6점

기타 타인의 귀감이 되는 모범적 행동을 함  교사의 제반 경고 및 정당한 지시 불이행 3회 9점

 타인 이름 도용 및 도주 3점

 흡연(담배 및 라이타 소지자 포함) 5점

 학교명예실추(경찰연행) 5점

 허가없이 타인의 기물 사용 3점

 학교기물 훼손 및 파괴 5점

 폭력, 금품갈취, 도벽행위 5점

 음주 및 주류 소지 5점

 외설물 소지 5점

 공공문서 위조 및 변조 5점

 전자기기 사용위반 3점

 핸드폰 규정 위반 3점

 교사에 대한 불손한 언행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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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사업명 집행시기
소요예산

금액 산출내역

교
무
기
획
부

학교장장학금 12월 100,000,000 50,000,000원*2회

출석부 2월 360,000 15,000원*24부

상장케이스 연중 594,000 1,320원*450부

정기고사답안지 3월 880,000 220,000원*4회

답안지봉투 3월 112,000 112,000원*1회

입학식행사비 3월 70,000 70,000원*1회

졸업식행사비 2월 3,000,000 3,000,000원*1회

졸업상품비 2월 1,000,000 1,000,000원*1회

전산용품비 수시 5,200,000 5,200,000원*1년

인쇄용품비 수시 5,200,000 5,200,000원*1년

사무용품비 수시 3,500,000 3,500,000원*1년

소계 119,916,000

대
외
협
력
부

홍보인쇄물제작 5월 13,500,000 2,700원*5,000부

홍보자료 업그레이드 4월 3,000,000 3,000,000원*1회

입학홍보물품구입비 6월 15,000,000 15,000,000원*1회

소계 31,500,000

교
육
연
구
부

교원 직무 연수 연중 3,000,000 100,000원*30명

교직원 자체 연수 연중 5,000,000 5,000,000원*1회

교직원워크숍 연중 5,000,000 5,000,000원*1회

교사용교과서(지도서)구입 3월 10,000,000 10,000,000원*1회

교원학습공동체운영비 연중 4,000,000 4,000,000원*1회

밝은사회삼위일체봉사활동지원비 연중 1,500,000 1,500,000원*1회

홈페이지유지보수비 수시 3,500,000 3,500,000원*1회

교육 계획서 발간 4월 3,000,000 3,000,000원*1회

교지 발간 12월 6,500,000 6,500원*1,000부

소계 41,500,000

8 부서별/교과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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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사업명 집행시기
소요예산

금액 산출내역

학
생
부

학생회운영비 연중 1,000,000 1,000,000원*1회

학생회행사지원비및평가회비 연중 300,000 300,000원*1회

리더쉽함양을위한임원수련회비 연중 3,000,000 3,000,000원*1회

수능응원격려물품 11월 400,000 400,000원*1회

학급환경미화 3월 720,000 30,000원*24학급

상담실운영비 연중 1,000,000 1,000,000원*1회

학생인권관련교육 연중 600,000 600,000원*1회

학교폭력예방교육 연중 600,000 600,000원*1회

소계 7,620,000

창
의
체
험
부

경황제 행사 경비 12월 5,000,000 5,000,000원*1년

동아리 활성화 지원비 연중 5,000,000 5,000,000원*1년

J-ROTC 운영비 연중 2,000,000 2,000,000원*1년

창의 로봇반 운영 연중 5,000,000 5,000,000원*1년

드론반 운영 연중 4,000,000 4,000,000원*1년

기악반 운영 연중 3,000,000 3,000,000원*1년

미살반 운영 연중 1,000,000 1,000,000*1년

영자신문반 운영 연중 360,000 360,000*1년

봉사활동물품구입비 연중 200,000 100,000원*2회

진로,인성학습검사비 연중 5,500,000 5,500,000원*1년

진로체험활동운영비 연중 1,200,000 1,200,000원*1년

외국어인재프로그램책자발간 연중 1,000,000 1,000,000원*1년

의생명과학프로그램운영비 연중 100,000 100,000원*1년

IT전문과정프로그램 연중 300,000 300,000원*1년

전공심화연구프로그램 연중 300,000 300,000원*1년

소계 33,9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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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사업명 집행시기
소요예산

금액 산출내역

체

육

부

축구부 장학금 연중 127,848,000 1,598,100원*20명*4회

경희 올림픽 운영비 5월 3,800,000 3,800,000원*1회

경희 월드컵 운영비 10월 3,800,000 3,800,000원*1회

스포츠위원회 운영비 연중 1,000,000 1,000,000원*1회

체육종목별대회 운영비 연중 1,000,000 1,000,000원*1회

건강체력 교실 강사료 연중 2,000,000 1,000,000원*2개

학생건강체력평가 운영비 연중 1,000,000 1,000,000원*1회

학교스포츠 클럽 운영비 연중 2,000,000 2,000,000원*1년

축구부 운영비 연중 29,000,000 29,000,000원*1년

소계 171,448,000

1
학
년
부

1학년 학급 운영비 연중 1,600,000 100,000원*8학급*2회

1학년 경희학술제운영비 연중 1,200,000 1,200,000원*1회

1학년부 진학지도연구자료구입 연중 500,000 500,000원*1회

소계 3,300,000

2
학
년
부

2학년 학급 운영비 연중 1,600,000 100,000원*8학급*2회

2학년 학년 운영비 연중 500,000 500,000원*1회

2학년부 진학지도연구자료구입 연중 500,000 500,000원*1회

소계 2,600,000

3
학
년
부

3학년 학급 운영비 연중 1,600,000 100,000원*8학급*2회

3학년 진학 관련 자료 구입 연중 500,000 500,000원*1회 

3학년 진학 정보프로그램 연중 500,000 500,000원*1회 

3학년 진학 설명회 연수비 연중 400,000 400,000원*1회 

소계 3,000,000

보

건

실

1학년학생건강검진 4월 14,000,000 14,000,000원*1회

2,3학년학생소변검사비 4월 700,000 350,000원*2학년

2,3학년결핵검사비 4월 1,600,000 800,000원*2학년

의약품구입비 연중 3,000,000 3,000,000원*1회

침구류세탁비 연중 600,000 300,000원*2회

보건관련교육비 연중 400,000 400,000원*1회

학교방역용역비 연중 1,500,000 1,500,000원*1회

학교방역물품구입비 연중 1,000,000 1,000,000원*1회

소계 22,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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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사업명 집행시기
소요예산

금액 산출내역

도
서
실

도서구입 수시 15,000,000 15,000,000원*1회

도서관운영비 수시 2,000,000 2,000,000원*1회

논문검색서비스 수시 1,500,000 1,500,000원*1회

소계 18,500,000

과
학
기
술
과

과학과교구,실험실습 연중 12,000,000 12,000,000원*1년

과학 교육 활성화 지원 연중 2,000,000 2,000,000원*1년

정보실습비 연중 4,000,000 4,000,000원*1년

소계 18,000,000

미
술
과

미술과 교구 연중 5,000,000 5,000,000원*1년

미술과 교내외 행사비 지원 연중 200,000 200,000원*1년

소계 5,200,000

사
회
과

사회과 교재제작 연중 600,000 600,000원*1회

소계 600,000

수
학
과

수학저널학생결과물 인쇄비 7월 1,800,000 15,000원*120부

학술발표회 행사비 7월 500,000 500,000원*1회

수학멘토링 강사료 7월 600,000 20,000원*30회

수학교재제작비 연중 900,000 5,000원*180부

수학교수학습자료및기자재 연중 3,500,000 500,000원*7회

소계 7,300,000

음
악
과

음악과교구 연중 2,000,000 2,000,000원*1년

피아노조율 연중 360,000 180,000원*2회

1인1악기대회심사비 연중 300,000 300,000원*1년

소계 2,660,000

외
국
어
과

교사연구용영어서적구입 3월 300,000 300,000원*1회

영자신문발행비 12월 3,500,000 7,000원*500부

제2외국어교구구입 9월 200,000 200,000원*1년

소계 4,000,000

체
육
과

체육과교구확충 연중 8,000,000 8,000,000원*1년

소계 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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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 총액 : 4,932,000,000원

1  세 입 (단위 : 천원)

과   목
(관)

2022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

비율
(%)

비     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0 343,866 △343,866 0

교 육 비
특별회계
이전수입

0 1,163,491 △1,163,491 0

사학법인
이전수입

323,628 416,796 △93,168 6.6 1. 법인법정부담금 323,628

기타이전
수    입

0 295,224 △295,224 0

학 부 모
부담수입

4,588,604 4,235,583 353,021 93.0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50,000
3,431,004
1,107,600

소계   4,588,604

행정활동
수    입

19,768 28,462 △8,694 0.4

1. 사용료 수입
2. 수수료 수입

3. 이자 수입
4. 기타잡수입

500
1,010

15,308
2,950

소계   19,768

이 월 금 0 546,012 △546,012 0

소 계 4,932,000 7,029,434 △2,097,434 100

수 익 자
부담경비

0 1,021,566 △1,021,566

합 계 4,932,000 8,051,000 △3,11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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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 출 (단위 : 천원)

과   목
(관)

2022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

비율
(%)

비     고

교직원보수 3,782,303 3,985,460 △203,157 76.7
1. 교원 50명(전년도 정년퇴직 2명, 명예퇴직 1명)

2. 일반직 5명

교직원복지 및 
역량강화

78,500 73,638 4,862 1.6
1. 교직원 연수

2. 교직원 맞춤형복지
13,500
65,000

소계   78,500

학생복지 및
교육격차해소

280,212 1,595,851 △1,315,639 5.7

1. 학교급식운영
2. 학생및교직원보건관리

3. 학교환경위생관리
4. 학생장학금

12,000
28,800
6,564

232,848
소계   280,212

기 본 적
교육활동

127,800 188,712 △60,912 2.6
1. 교과활동

2. 창의적 체험활동
67,520
60,280

소계   127,800

선 택 적
교육활동

89,200 441,638 △352,438 1.8

1. 방과후학교운영
2. 독서활동

3. 축구부운영
4. 기타선택적교육활동

1,700
18,500
29,000
40,000

소계   89,200

교육활동
지      원

183,712 309,119 △125,407 3.7

1. 교무업무운영
2. 생활지도운영

3. 학습지원실운영
4. 교육환경개선

123,976
40,956
8,780

10,000
소계   183,712

학       교
일반운영

370,273 333,975 36,298 7.5

1. 부서기본운영
2. 행정지원인력운용

3. 시설장비유지

148,192
75,855

146,226
소계   370,273

학교시설확충 20,000 101,041 △81,041 0.4 1. 교육환경시설개선 20,000

소 계 4,932,000 7,029,434 △2,097,434 100

수 익 자
부담경비

0 1,021,566 △1,021,566

합 계 4,932,000 8,051,000 △3,11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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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학교 시설 현황

1  학교 시설 면적

• 교 지 : 12,008㎡       운동장 : 8,146㎡       교사 : 11,010㎡       강당 : 625㎡

2  학교 시설 일람표 및 관리책임자

구분 용 도(층) 실수 관리책임자 구분 용 도(층) 실수 관리책임자

학생
활동
관련
시설

일반교실(2~5) 24 각 담임

행정
업무
관련
시설

교장실(3) 1 행정실장

다산실험실(1) 1 교과부장 제1교무실(2) 1 교무기획부장

화학실험실(1) 1 교과부장 학년별교무실(5/4/2) 3 각 학년부장

생물실험실(1) 1 교과부장 체육부실(1) 1 체육부장

학생부실(5) 1 학생부장
대외협력부(3) 1 대외협력부장

시청각실(별관) 1 행정실장
창체부(1) 1 창체부장

미술실(별관) 1 교과담당교사
행정실(2) 1 행정실장

음악실(1) 1 교과담당교사
방송실(2) 1 교육연구부장

컴퓨터실(5) 1 교과담당교사
전산실(2) 1 교무기획부장

제1청운재 공부방(3) 1 학년부장

인쇄실(1) 1 행정실장
제2청운재 공부방(1) 1 학년부장

복지
관련
시설

서고(1) 1 행정실장
제3청운재 공부방(5) 1 학년부장

교사휴게실(2) 1 교감
세미나실(3) 1 행정실장

여교사휴게실(1) 1 교감
학생회실(4층) 1 2학년부장

보건실(1) 1 보건교사
강당(4) 1 행정실장

화장실(1~5) 7 행정실장도서관(1) 1 사서 교사

수도실(2~4) 3 행정실장운동장 1 교과부장

운동부 생활관 1 수석코치옥외게시대 2 행정실장

학생식당(운동장 지하) 1 행정실장학생회실(1) 1 학생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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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실 배치도

5

층
강당 상부

계단 계단 1-4 1-5 1-6 컴퓨터실

5층 복도 화
장
실

학생부
1학년
교무실

1-8 1-7 제3청운재

4

층
강당

계단
학생
회실

2-4 2-3 2-2 2-1 수도실

4층 복도

2학년
교무실

계단 1-1 1-2 1-3 화장실

3

층

제1청운재(공부방) 3-7 3-8 2-1
여

교직원
화장실

수
도
실

3층 복도

대외
협력부

세미
나실

교장실 계단 2-8 2-7 2-6 화장실

2

층

중앙현관 행정실
전산실

방송실
3학년
교무실

3-1 3-2 3-3 수도실
교사휴게실

2층 복도

중앙계단
제1교무실
교육연구부
교무기획부

교감실 계단 3-6 3-5 3-4 화장실

1

층

생명과학
실험실

(중)
아이스
하키부

음
악
실

(중)
음악실

(중)
영어
전용
교실

(중)
여교사
휴게

창의
적체
험활
동부

화학
실험실

서
고

1층 복도

화
장
실

제2청운재
(공부방)

(중)
체
육
부

(중)
보
건
실

도서관
인
쇄
실

1
층
입
구

보
건
실

교직원
화장실
(여)

다산
실험실
(물리,
지구
과학)

계
단

체
육
부
실

관
리
실

학
생
회
실

여
교
사
휴
게
실

준
비
실

창
고교직원

화장실
(남)

별
관

시청각실
미술실

매점 현관   

운동장 건물
지하층

학생식당 식당조리실

복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