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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역사

1959. 12. 12 학교법인 고황재단 이사장 조영식 박사에 의하여 경희대학교 병설 경희중ㆍ고등학교 설립

1960.  2.  9 문교부장관으로부터 경희중ㆍ고등학교 설립 인가. 중ㆍ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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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ㆍ녀 학교로 분리하여 남ㆍ녀 중학교는 5학급씩 전 15학급으로 증설 인가

1963.  1.  4 고등학교를 남ㆍ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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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11. 30 1층 피로티 부분 교실 증설 

2003.  9.  1 제8대 장종특 교장 취임

2007.  9.  1 제9대 홍익표 교장 취임

2008.  1.  4 청운재(공부방) 개관 

2008.  6. 27 잔디 운동장 준공식

2009.  7. 17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2010.  5. 15 경희고등학교 개교 50주년 기념행사

2015.  9.  1 제10대 이규섭 교장 취임

2017.  2.  9 제55회 졸업식(255명), 개교 이후 총  18,388명 졸업

1960~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1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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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교육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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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희 교육 방향

교  시

문 화 세 계 의  창 조

경 희 정 신 교   훈

창 의 적 인  노 력

진 취 적 인  기 상

건 설 적 인  협 동

학 원 의  민 주 화

사 상 의  민 주 화

생 활 의  민 주 화

밝은사회 운동 헌장

1. 우리는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인간 복권에 기여합니다.

2. 우리는 선의ㆍ협동ㆍ봉사-기여의 정신으로 아름답고 풍요하고 보람 있는 사회를 

이룩한다.

3. 우리는 인간가족의 정신으로 내 조국을 사랑하고 인류평화에 기여한다.

교  육  목  표

1. 창의적인 노력과 진취적인 기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태도를 기른다.

2. 밝은사회 운동을 생활화하고 선의⋅협동⋅봉사-기여의 정신을 기른다.

3. 미래를 개척하는 굳건한 의지와 강인한 체력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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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희 건학 정신, 운영 목표 및 역점 과제

1. 경희 건학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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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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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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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장 학교 경영관

학교 운영 목표 : 학교 구성원의 행복 실현

① 수업 부문 ② 진학 부문 ③ 인성 부문

1. 수업 부문

❶ 교사의 수업 연구 환경 조성 

➠ 교무행정전담팀 구성(교무행정실무사 4명으로 교무행정전담팀 구성)

➠ 행정부서 중심의 조직에서 교과별 조직으로 연차적인 조직 개편 완성

➠ 교직원 업무 공간 재배치를 통한 업무 환경 개선 및 업무 효율성 향상

❷ 학생 중심의 다양한 수업 방법 및 평가 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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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 방법 개선(논·구술 평가를 통한 사고력 향상 유도) 

❸ 교육계획서와 학교규정 내실화

➠ 민주적 절차를 바탕으로 실천 중심의 세부적 교육계획 수립

➠ 학교규정에 의거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학교 운영

2. 진학 부문

❶ 맞춤식 진학 시스템 운영

➠ 완벽한 학교생활기록부 관리(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 교내 대회 활성화) 

➠ 체계적인 논·구술 프로그램 운영

➠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독서 교육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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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❷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학습 환경 조성

➠ 교실과 독서실(학습실)을 활용한 자율학습 활성화(평일, 주말)

➠ 학습멘토링(평일, 주말) 프로그램 및 경희주말학교 활성화

❸ 다양한 외국어 교육 강화

➠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글로벌 리더 양성을 목표로 외국어 교육 강화

➠ 모의유엔총회(경황제), 해외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외국어 학습 연계 추진)

❹ 수능대비 생활화(주간 평가 실시)

3. 인성 부문

❶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봉사, 체험, 명사특강 등)

❷ 체력 강화를 위한 개인 운동 활성화

❸ 음악의 생활화(등교음악, 경희가족 작은음악회 등)

❹ 긍정적인 학교문화 조성(칭찬 운동, 장점 찾기 운동 전개)

➠ 학생, 교직원 포상제도로 확대 

❺ 경희가족 정신 함양

➠ 교사, 학생, 학부모가 서로 신뢰하고 소통하는 학교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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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장기 학교 발전 계획

영역 세부 추진 과제

연도별 추진 계획

2016년~2020년

(발전 단계)

2021년~2025년

(도약 단계)

전문화 

교육과정 

운영

• 교육과정 다양화 • 의학과정 내실화 
• 국·내외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과 교류 

확대

• 외국어 교육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교육 실시

• 러시아어, 인도어, 베트남어 등 다양한 

외국어교육 확대 실시

학력

신장

• 독서・토론・발표교육

• 독서퀴즈대회, 독후감경시대회, 독서토

론대회 운영

• 도서관 활용 수업 권장

• 개인연구 발표대회

• 도서관을 활용한 독서교육 전 교과 

확대 실시

• 교과별 경시대회

• 교과별 탐구대회

• 교과별 학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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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학중 

연계수업 추진

인성 

진로

지도

• 고급스포츠 교육
• 희망학생 대상 골프, 승마, 테니스 등 

교육실시

• 전 교생 대상 골프, 승마, 테니스 등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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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상담 강화 • 전문상담사 자격증 취득(50%) • 전 교사 전문상담사 자격증 취득

• 진로교육 활성화 • 다양한 검사 및 활용 • 지속적 추진

• 국제교류 확대 • 중국어, 동남아, 일본 등 • 해당국가 확대

• 대입 진학시스템 개발

•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체계 확립

• 개인별 맞춤식 입학지도

• D/B화 관리

• 과정별, 학과별 맞춤식 진학지도 체제 

구축

교육

환경

개선

• 교원업무 경감 • 행정전담시스템 구축 • 교과위주의 부서 조직 개편

• 학생기숙사 • 학생기숙사 추진위원회 구성 • 학생기숙사 신축

• 학교 시설 및 환경 정비
• 운동장 잔디 교체

• 학교 건물 앞 정원 정비 
• 강당, 체육관 건립 추진

학교

공동체

강화

• 학교홈페이지 활성화 • 홈페이지를 통한 소통 확대 • 과정별 홈페이지 운영 

• 학부모 학교 참여 • 학부모 학교 참여사업 개발
•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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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6 교원평가 학생 학부모 만족도조사 결과

평가 영역 평가 요소
동료교원 평가

(5.0 만점)

학생 만족도 조사

(5.0 만점)

학부모 만족도 조사

(5.0 만점)

평가 요소별 평균

(5.0 만점)

학습 지도

수업 준비 4.6 - - 4.58

수업 실행 4.58 4.34 4.58 4.50

평가 및 활용 4.59 4.34 4.57 4.50

생활 지도

상담 및 정보제공 4.57 4.32 4.55 4.48

문제행동예방 

및 지도
4.57 4.34 4.55 4.49

생활습관 및

인성지도
4.6 4.34 4.55 4.50

조사별 평균 4.59 4.34 4.56 4.51

전체 평균 4.50 / 5.0

7. 2016 학교평가를 위한 학교 만족도조사 결과

학교 만족도 조사 1 (교원) 학교 만족도 조사 2 (학생) 학교 만족도 조사 3 (학부모)

조사 부문
만족도 평균

(5.0 만점)
조사 부문

만족도 평균

(5.0 만점)
조사 부문

만족도 평균

(5.0 만점)

업무 경감 3.7 교육활동 3.9 자녀의 학교생활 4

조직 문화 3.5 학교생활 3.8 학교안전·의사소통 4

교육 활동 4.0 교육성과 3.7 교육성과 3.9

평균 3.73 평균 3.80 평균 3.97

조사 참여 교원 수 : 46명 조사 참여 학생 수 : 678명 조사 참여 학부모 수 : 6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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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개 학년 교육과정

I 2015년 입학생 3개 학년 교육과정

세   부

교과목

기준

단위

운영

단위

1학년 2학년 3학년

공통 인문과정 이공과정 인문과정 이공과정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국어Ⅰ 5 4 4 　 　 　 　 　 　 　 　 　

국어Ⅱ 5 4 　 4 　 　 　 　 　 　 　 　

화법과 작문 5 4 　 　 　 　 　 　 2 2 2 2

독서와 문법 5 8 　 　 　 　 　 　 4 4 4 4

문학 5 10 　 　 5 5 5 5 　 　 　 　

수학Ⅰ 5 5 5 　 　 　 　 　 　 　 　 　

수학Ⅱ 5 5 　 5 　 　 　 　 　 　 　 　

확률과통계(문과) 5 8 　 　 　 　 　 　 4 4 　 　

확률과통계(이과) 5 8 　 　 　 　 2 2 　 　 2 2

미적분Ⅰ(문과) 5 6 　 　 3 3 　 　 　 　 　 　

미적분Ⅰ(이과) 5 5 　 　 　 　 5 　 　 　 　 　

미적분Ⅱ 5 5 　 　 　 　 　 5 　 　 　 　

기하와벡터 5 6 　 　 　 　 　 　 　 　 4 2

영어Ⅰ 5 5 　 5 　 　 　 　 　 　 　 　

영어Ⅱ 5 6 　 　 　 6 　 6 　 　 　 　

실용영어Ⅱ 5 5 5 　 　 　 　 　 　 　 　 　

영어독해와작문 5 6 　 　 6 　 6 　 　 　 　 　

심화영어독해I 5 5 　 　 　 　 　 　 5 　 5 　

심화영어독해II 5 5 　 　 　 　 　 　 　 5 　 5

한국사 5 8/6 2 2 　 　 　 　 3 1 1 1

한국 지리 5 8 　 　 　 　 　 　 4 4 　 　

윤리와 사상 5 8 　 　 　 　 　 　 4 4 　 　

동아시아사 5 8 　 　 4 4 　 　 　 　 　 　

경제 5 8 　 　 4 4 　 　 　 　 　 　

법과정치 5 4 4 　 　 　 　 　 　 　 　 　

사회문화 5 4 　 4 　 　 　 　 　 　 　 　

국제관계와 국제기구 5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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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교과목

기준

단위

운영

단위

1학년 2학년 3학년

공통 인문과정 이공과정 인문과정 이공과정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과학 5 8 4 4 　 　 　 　 　 　 　 　

화학Ⅰ 5 2/4 　 　

택1

(4)

택1

(4)

　 4 2 　 　 　

생명과학Ⅰ 5 4 　 　 4 　 　 　 　 　

물리 I 5 4 　 　 4 　 　 　 　 　

지구과학 I 5 4 　 　 　 4 　 　 　 　

화학II 5 4 　 　 　 　 　 　 　 　

택2

(8)

택2

(8)

생명과학II 5 4 　 　 　 　 　 　 　 　

물리II 5 4 　 　 　 　 　 　 　 　

지구과학II 5 4 　 　 　 　 　 　 　 　

스포츠 문화 5 4 2 2 　 　 　 　 　 　 　 　

운동과 건강 생활 5 4 　 　 2 2 2 2 　 　 　 　

스포츠 과학 5 4 　 　 　 　 　 　 2 2 2 2

음악과 생활 5 4 2 2 　 　 　 　 　 　 　 　

미술창작 5 4 2 2 　 　 　 　 　 　 　 　

기술･가정 5 3 3 　 　 　 　 　 　 　 　 　

정보 5 4 　 　 2 2 2 2 　 　 　 　

일본어 I 5 4 　 　 택1

(2)

택1

(2)

택1

(2)

택1

(2)

　 　 　 　

중국어 I 5 4 　 　 　 　 　 　

한문 I 5 3 　 3 　 　 　 　 　 　 　 　

철학 5 4 　 　 　 4 　 　 　 　 　 　

실용경제 5 4 　 　 4 　 　 　 　 　 　 　

논리학 5 2 　 　 　 　 　 　 2 　 　 　

환경과녹색성장 　 　 　 　 　 　 　 　 　 　 택1

(2)

　

프로그래밍 5 2 　 　 　 　 　 　 　 　 　

이수단위 소계 　 　 13 13 32 32 32 32 30 2 30 26

창의적 체험활동 　 　 3 3 5 5 5 5 5 5 5 5

학기별 총 이수 단위 　 　 35(+1) 35(+1) 35(+2) 35(+2) 35(+2) 35(+2) 35 31 35 31

학년별 총 이수단위 　 　 72 74 74 66 66

* 인문과정) 2학년 1학기 '과학 I'과 '실용 경제' 중 택1, 2학기는 '과학 I'과 '철학' 중 택1

* 인문과정) 2학년 때 '과학 I' 과목을 선택한 경우는 3학년에서 '국제 관계와 국제 기구'와 '논리학' 중  택1

* 인문과정) 2학년 때 '철학'과 '실용경제'를 선택한 경우는 3학년 때 '화학I'을 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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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016~17년 입학생 3개 학년 교육과정

세   부

교과목

1학년 2학년 3학년

공통 인문과정 의학과정 이공과정 인문과정 의학과정 이공과정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국어Ⅰ 4 　 　 　 　 　 　 　 　 　 　 　 　 　

국어Ⅱ 　 4 　 　 　 　 　 　 　 　 　 　 　 　

화법과 작문 　 　 　 　 　 　 　 　 2 2 2 2 2 2

독서와 문법 　 　 　 　 　 　 　 　 3 3 3 3 3 3

문학 　 　 택1

(4)

택1

(4)

택1

(4)

택1

(4)

택1

(4)

택1

(4)

　 　 　 　 　 　

고전 　 　 　 　 　 　 　 　

수학Ⅰ 5 　 　 　 　 　 　 　 　 　 　 　 　

수학Ⅱ 　 5 　 　 　 　 　 　 　 　 　 　 　 　

확률과통계(문과) 　 　 　 2 　 　 　 　 4 2 　 　 　 　

확률과통계(이과) 　 　 　 　 2 2 2 2 　 　 　 　 　 　

미적분Ⅰ(문과) 　 　 3 3 　 　 　 　 　 　 　 　 　 　

미적분Ⅰ(이과) 　 　 　 　 4 　 4 　 　 　 　 　 　 　

미적분Ⅱ 　 　 　 　 　 4 　 4 　 　 　 　 　 　

기하와벡터 　 　 　 　 　 2 　 2 　 　 4 2 4 2

실용영어 I 5 　 　 　 　 　 　 　 　 　 　 　 　 　

영어Ⅰ 　 5 　 　 　 　 　 　 　 　 　 　 　 　

실용영어Ⅱ 　 　 6 　 6 　 6 　 　 　 　 　 　 　

실용 영어 회화 　 　 　 택1

(6)

　 택1

(6)

　 택1

(6)

　 　 　 　 　 　

실용영어독해와 작문 　 　 　 　 　 　 　 　 　 　 　

영어독해와작문 　 　 　 　 　 　 　 　 5 　 5 　 5 　

영어Ⅱ 　 　 　 　 　 　 　 　 　 택1

(5)

　 택1

(5)

　 택1

(5)심화영어독해I 　 　 　 　 　 　 　 　 　 　 　

한국사 2 2 　 　 　 　 　 　 1 1 1 1 1 1

한국 지리 　 　 　 　 　 　 　 　 4 4 　 　 　 　

윤리와 사상 　 　 　 　 　 　 　 　 4 4 　 　 　 　

동아시아사 　 　 4 4 　 　 　 　 　 　 　 　 　 　

경제 　 　 4 4 　 　 　 　 　 　 　 　 　 　

법과정치 　 4 　 　 　 　 　 　 　 　 　 　 　 　

사회문화 4 　 　 　 　 　 　 　 　 　 　 　 　 　

국제경제 　 　 　 　 　 　 　 　 1 1 　 　 　 　

국제관계와 국제기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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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교과목

1학년 2학년 3학년

공통 인문과정 의학과정 이공과정 인문과정 의학과정 이공과정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화학Ⅰ 2 2 　 　 　 　 　 　 　 　 　 　 　 　

생명과학Ⅰ 2 2 　 　 　 　 　 　 　 　 　 　 　 　

물리I 　 　 2 　 2 2 2 2 　 　 　 　 　 　

지구과학I 　 　 　 　 　 　 2 2 　 　 　 　 　 　

물리 II 　 　 　 　 　 　 　 　 　 　

택1

(4)

택1

(4)

4 4

화학 II 　 　 　 　 택1

(3)

택1

(3)

택1

(3)

택1

(3)

　 　

택1

(4)

택1

(4)
생명과학 II 　 　 　 　 　 　

지구과학 II 　 　 　 　 　 　 　 　 　 　 　 　

화학실험(심) 　 　 　 　 택1

(2)
　

　 　 　 　 택1

(1)

택1

(1)

　 　

생명 과학 실험(심) 　 　 　 　 　 　 　 　 　 　

고급 화학(심) 　 　 　 　 　 　 　 　 　 　 택1

(3)

택1

(3)

　 　

고급 생명 과학(심) 　 　 　 　 　 　 　 　 　 　 　 　

스포츠 문화 2 2 　 　 　 　 　 　 　 　 　 　 　 　

운동과 건강 생활 　 　 2 2 2 2 2 2 　 　 　 　 　 　

스포츠 과학 　 　 　 　 　 　 　 　 2 2 2 2 2 2

음악과 생활 2 2 　 　 　 　 　 　 　 　 　 　 　 　

미술창작 2 2 　 　 　 　 　 　 　 　 　 　 　 　

기술․가정 　 　 2 2 2 2 2 2 　 　 　 　 　 　

일본어 I 택1

(2) 

택1

(2) 

　 　 　 　 　 　 　 　 　 　 　 　

중국어 I 　 　 　 　 　 　 　 　 　 　 　 　

프랑스어 I 　 　 택1

(2) 

택1

(2) 

　 　 　 　 　 　 　 　 　 　

스페인어 I 　 　 　 　 　 　 　 　 　 　 　 　

한문 I 　 　 2 2 2 2 2 2 　 　 　 　 　 　

철학 　 　 　 　 　 　 　 　 1 1 　 　 　 　

논술 　 　 　 　 　 　 2 　 2 2 3 3 3 3

심리학 　 　 　 　 2 2 　 　 　 　 　 　 　 　

교육학 　 　 　 　 　 　 　 　 2 　 2 　 택1

(2)

　

프로그래밍 　 　 　 　 　 　 　 　 　 　 　 　 　

이수단위소계 32 32 31 31 31 31 31 31 30 26 30 26 30 26

창의적 체험활동 4 4 4 4 4 4 4 4 4 4 4 4 4 4

학기별 총 이수 단위 36 36 35 35 35 35 35 35 34 30 34 30 34 30

학년별 총 이수단위 72 70 70 70 64 64 64

* 3학년 의학과정,이공과정의 과학II선택과목은 2학년 때 선택한 II과목을 다시 선택할 수 없음.

* 3학년 인문과정 '국제경제'와 '철학' 중 택1

* 3학년 인문과정 '국제관계와 국제기구'와 '교육학'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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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의적 체험활동 연간 계획

학

기
월 주 주간

영역별 운영 계획

비고
1학년 2학년 3학년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자율
자율

(합창)
동아리 봉사 진로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1

3

1 3/ 2 ∼ 3/3 1 1 1 1 입학식/개학식

2 3/6~ 3/10 1 1 1 1 1 1 2 1 학력평가(1,2,3년)

3 3/13 ~ 3/17 1 1 1 1 1 1 2 1

4 3/20 ~ 3/24 1 1 1 1 1 1 2 1

5 3/ 27 ~ 3/31 1 1 1 1 1 1 2 1 체력평가(3년)

4

6 4/ 3 ~ 4/7 7 1 1 7 1 1 7 1 2 1 체력평가(2년),소풍

7 4/10 ~ 4/14 1 1 1 1 1 2 1 체력평가(1년)학력평가(3년)

8 4/17 ~ 4/21 1 1 1 1 1 1 2 1

9 4/24 ~ 4/ 28 1 중간고사

5

10 5/1 ~ 5/5 봄단기방학

11 5/8 ~ 5/12 1 1 1 1 1 2 1 체육대회

12 5/15 ~ 5/19 1 1 1 1 2 1 과학의날,개교기념일

13 5/22 ~ 5/26 1 1 1 1 1 1 2 1

6

14 5/29 ~ 6/2 1 1 1 1 1 1 2 1 수능모의(3년)

15 6/5 ~ 6/9 1 1 1 1 1 1 2 1 현충일

16 6/12 ~ 6/16 1 1 1 1 1 1 2 1

17 6/19 ~ 6/23 1 1 1 1 1 1 2 1 학업성취도(2년)

18 6/26 ~ 6/30 1 1 1 1 1 1 2 1

7

19 7/3 ∼ 7/7 1 1 1 1 1 1 1 기말고사

20 7/10 ~ 7/14 1 8 1 7 1 8
기말고사,학력평가(3년)/

진로전일(1,2,3년)

21 7/17 ~ 7/21 1 7 1 1 1 7 1 1 9 1 봉사 전일(1,2,3년)

22 7/24 ~ 7/26 1 1 1 1 방학식

2

8
1 8/14 ~ 8/18 1 1 1 1 1 1 1 1 개학식,광복절

2 8/21 ~ 8/25 1 1 1 1 1 1 2 1

9

3 8/28 ~ 9/1 1 1 1 1 1 1 2 1

4 9/4 ~ 9/8 1 1 2 1 수능모의평가(3)/학력평가(1,2)

5 9/11 ~ 9/15 1 1 1 1 1 1 2 1

6 9/18 ~ 9/22 1 1 1 1 1 1 2 1

7 9/25 ∼ 9/29 중간고사(1,2,3학년)

10

8 10/2 ~ 10/6 단기방학

9 10/9 ~ 10/13 1 1 1 1 1 1 2 1 한글날

10 10/16 ~ 10/20 21 28 1 2 1 학력평가(3년)수련/수학여행

11 10/23 ~ 10/27 8 1 8 1 1 2 1 경희월드컵대회(1,2)

11

12 10/30 ~ 11/3 1 1 1 1 1 1 2 1

13 11/6 ~ 11/10 1 1 1 1 1 1 2 1

14 11/13 ~ 11/17 1 1 1 1 1 2 1 수능시험

15 11/20 ~ 11/24 1 1 졸업고사/학력평가(1,2년)

12

16 11/27 ~ 12/1 1 1 1 1 1 2 15 3학년진로전일

17 12/4 ~ 12/8 1 2 1 기말고사(1,2년)3일

18 12/11 ~ 12/15 1 1 1 1 1 1 2 1 기말고사(1,2년)1일

19 12/18 ~ 12/22 8 8 7 1 8 7 8 2 1 1,2년 전일진로,경황제

20 12/25 ~ 12/29 1 1 1 1 7 1 2 1
1학년봉사전일,

1,2학년성탄절,방학식

2 21 2/5 ~ 2/9 1 1 1 1 1 개학식/졸업식 /종업식

계 47 27 28 33 54 34 27 28 30 18 27 77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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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요일 지   도     계    획 

11월 16일 목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

11월 17일 금 수능 가채점 및 예상 점수 산출 / 대학별고사(논술,인적성,면접) 대비 특강반 편성

11월 20일 월 2학기 기말고사(졸업고사) 1일차

대학별고사 특강

(논술, 면접, 인적성)

11월 21일 화 2학기 기말고사(졸업고사) 2일차

11월 22일 수 2학기 기말고사(졸업고사) 3일차

11월 23일 목 2학기 기말고사(졸업고사) 4일차

11월 24일 금 2학기 기말고사(졸업고사) 5일차

11월 27일 월 2학기 기말고사(졸업고사) 6일차

11월 28일 화 <꿈끼탐색주간> 진로 관련 독서 토론

11월 29일 수 <꿈끼탐색주간> 전일제 진로 활동

11월 30일 목 <꿈끼탐색주간> 전일제 진로 활동

12월 01일 금 <꿈끼탐색주간> 현장체험학습

12월 02일 월 <꿈끼탐색주간> 진로 관련 독서 토론

12월 05일 화 <꿈끼탐색주간> 진로 관련 독서 토론

12월 06일 수 <꿈끼탐색주간> 진로 관련 독서 토론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통지

12월 07일 목 <꿈끼탐색주간> 진로 관련 독서 토론

대학별고사 특강

(논술, 면접, 인적성)

12월 08일 금 <꿈끼탐색주간> 진로 관련 독서 토론

12월 09일 월 대학 입시설명회

12월 12일 화 대학 입시설명회

3. 3학년 수능 이후 교육과정 운영 계획

1. 목적

가. 3학년 학사 운영의 내실화 및 취약시기 학생 관리 부실 방지

나.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학생들의 전인적인 발달 도모

다. 개인별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2. 운영 방침

가. 학생의 진로와 흥미를 고려하여 수업과 체험학습을 진행하며 출결관리 철저

나. 꿈끼탐색주간 운영으로 진로 관련 독서 토론 수업 및 전일제 진로 활동

다. 개인별 맞춤형 진학 상담과 수능 이후 대학별고사 대비 특강 프로그램 운영

라. 체험학습은 현지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마. 체험학습 경비는 수익자 부담이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교육과 현장지도 철저

3. 세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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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요일 지   도     계    획 

12월 13일 수 대학 입시설명회 수시모집 전형 마감

12월 14일 목 대학 입시설명회

12월 15일 금 대학 입시설명회 수시모집 최초합격자 발표 마감

12월 18일 월 정시모집 지원 계획표 개인별 작성

12월 19일 화 정시모집 지원 계획표 개인별 작성

12월 20일 수 정시모집 지원을 위한 개인별 상담

12월 21일 목 정시모집 지원을 위한 개인별 상담

12월 22일 금 정시모집 지원을 위한 개인별 상담

12월 25일 월 정시모집 지원을 위한 개인별 상담

12월 26일 화 정시모집 지원을 위한 개인별 상담

12월 27일 수 정시모집 지원을 위한 개인별 상담 수시모집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12월 28일 목 정시모집 지원을 위한 개인별 상담

12월 29일 금 겨울방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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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급편성 및 이동수업 운영 계획

1. 1학년 학급편성

1

학

년

학급 1 2 3 4 5 6 7 8 소계

재적수 32 31 40 39 34 34 28 34 272

중점학급 영어 영어 수학 수학 수학 수학 생화학 생화학

제2외국어 일본어 중국어 중국어 중국어 일본어 일본어 일본어 중국어

이동수업

① 주당 36단위 운영(전일제 2단위 포함) : 수요일 7교시(학급자치활동/동아리) 운영

② 수학 이동 수업(전체 5단위 중 4단위 수준별 이동수업) -1,2반 / 3,4반 / 5,6반 / 7,8반

③ 영어 이동 수업(전체 5단위 중 4단위 수준별 이동수업) -1,2반 / 3,4반 / 5,6반 / 7,8반

2. 2학년 학급편성

2

학

년

학급 1 2 3 소계 4 5 6 7 8 소계

과정 인문과정 의학과정 이공과정

재적수 32 32 31 95 26 27 39 37 38 167

영어회화(2학기) 23 19 22 64 10 5 12 13 14 54

영어독해(2학기) 13 16 14 43 16 22 27 25 25 115

화학2 8 13 20 24 28 93

생명과학2 18 14 19 14 11 76

화학실험(1학기) 6 6 12

생명실험(1학기) 20 23 43

프랑스어 5 5

스페인어 31 35 36 102

이동수업

① 주당 36단위 운영(전일제 2단위 포함) : 수요일 7교시(학급자치활동/동아리) 운영

② 수학 수준별 이동 수업 : 인문과정(미적분-1, 2, 3반 3단위), 

자연과정(미적분-4, 5반 4단위, 6, 7, 8반 4단위

확률통계-4, 5반 2단위, 6, 7, 8반 2단위)

③ 영어 수준별 이동 수업 : 1,2,3반 / 4,5반 / 6,7.8반 이동수업

④ 프랑스어/스페인어 이동수업 : 2-1반 프랑스어 5명 도서관 수업, 스페인어 해당 교실 수업 

⑤ 화학2/생명과학2 이동수업 : 4, 6반 이동 (화학 28명 4반교실 수업, 생명 39명 6반교실 수업)

5, 7, 8반 이동 (화학 8반 28명 5반교실, 5/7반 37명 7반교실

생명과학 5, 7, 8반 39명 8반교실 수업)

⑥ 화학실험/생명실험 이동수업 : 화학실험 12명 화학실험실, 생명과학실험 43명 생명실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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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학년 학급편성

3

학

년

학급 1 2 3 소계 학급 4 5 6 7 8 소계

과정 인문과정 과정 이공과정

재적수 39 39 39 117 재적수 29 29 29 29 29 145

논리학 2 4 물리2 18 29(고정) 47

화학1 32 31 39 화학2 29(고정) 5 28(고정) 14 76

국제관계국제기구 5 4 생명과학2 19 6 19 3 29 76

지구과학2 10 29(고정) 9 12 29(고정) 89

환경과 녹색 9 17 17 12 19 74

프로그래밍 20 12 11 17 10 70

이동수업

① 주당 36단위 운영(전일제 2단위 포함) : 수요일 7교시(학급자치활동/동아리) 운영

② 이공과정 과학과 이동수업 : 

물리2 : 5반 18명, 장소-3학년 5반 교실 

지구과학2 : 4반 10명, 6반 9명, 7반 12명 총 31명, 장소-3학년 6반 교실

화학2 : 5반 5명, 7반 14명 총 19명,  장소-3학년 7반 교실

생명과학2 : 생명과학A반-4반 19명, 6반 20명 총 39명, 장소-다산실,

생명과학B반-5반 5명, 7반 3명, 8반 29명, 총 37명, 장소-생명과학실험실

③ 인문과정 화학1/논리학/국제관계 및 국제기구 분반수업

논리학 : 1반 2명, 2반 4명, 총 6명, 장소-다산실

국제관계국제기구 : 1반 5명, 2반 4명, 총 9명, 장소-다산실

④ 환경/프로그래밍 이동수업 : 환경과녹색성장A-4반 9명, 7반 12명 총 21명 장소-3학년 4반 교실

프로그래밍A-4반 20명, 7반 17명 총 37명 장소-전산실 

환경과녹색성장B-5반 17명, 6반 17명, 총 34명 장소-다산실

환경과녹색성장C-8반 19명, 총 19명 장소-3학년 8반 교실

프로그래밍B-5반 11명, 6반 12명, 8반 10명 총 33명 장소-전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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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사일정

1. 연간 주요 학사일정

구분 일시 및 기간 비고

개 학 식

입 학 식

2017년 3월 2일(목) 08 : 00 강당

2017년 3월 2일(목) 11 : 00 강당

여름방학
2017년 7월 27일(목) ∼ 8월 13일(일)

※ 여름방학식 : 2017년 7월 26일(수)
18일간

개 학 식 2017년 8월 14일(월) 08:00 강당

겨울방학

2017년 12월 30일(토) ∼ 2018년 2월 4일(일) 

※ 겨울방학식 : 2017년 12월29일(금)

※ 개학식 : 2018년 2월  5일(월)

※ 종업식 : 2018년 2월 09일(금)

2018년  2월 10일(토)∼2018년 2월 28일(수) 

37일간

19일간

졸 업 식 2018년 2월 7일(수) 14 : 00 평화의 전당

개 학 식

입 학 식

2018년 3월 2일(금) 08 : 00 강당

2018년 3월 2일(금) 11 : 00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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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목) 서울시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영,수,사,과 3학년 4. 12(수) 경기도교육청

중간고사 전과목(일부과목제외) 전학년 4. 24(월) ∼ 4. 27(목) 4일간

수능모의평가(6월) 국,영,수,사,과 3학년 6. 1(목) 교육과정평가원

학업성취도평가 국, 영, 수 2학년 6. 20(화) 교육과정평가원

기말고사 전과목 전학년 7. 6(목) ∼ 7.11(화) 4일간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영,수,사,과 3학년 7. 12(수) 인천시교육청

2

학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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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영,수,사,과 1,2학년 9. 6(수) 인천시교육청

중간고사 전과목(일부과목제외) 전학년 9.26(화) ∼ 9.29금) 4일간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영,수,사,과 3학년 10. 17(화) 서울시교육청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영,수,사,과 3학년 11. 16(목) 교육과정평가원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영,수,사,과 1,2학년 11. 22(수) 경기도교육청

기말고사 전과목 3학년 11. 20(월) ∼ 11. 27(월) 6일간

기말고사 전과목 1,2학년 12. 6(수) ∼ 12. 11(월) 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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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간 수업일수 계획

1) 주당 시수 : 주당 35시간

2) 1~3학년 : 주5일 7교시 수업 (수요일 7교시 : 학급자치활동 또는 정규동아리 활동)

1학기 월 화 수 목 금 계

수업일수 20 19 19 19 20 98

실제

수업

일수

1학년 17 17 17 16 17 84

2학년 17 17 17 17 17 85

3학년 17 17 17 17 17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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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2 22 20 20 20 17 17 17 21 21 21 18 18 18 98 98 98

고사일수 1 1 1 4 4 5 1 1 4 4 5 9 10 12

행사일수 1 1 1 1 2 2 2 2 2 2 6 5 5

2학기 월 화 수 목 금 계

수업일수 18 19 19/20 19 20/19 95

실제

수업

일수

1학년 15 15 16 17 16 79

2학년 16 15 16 16 15 78

3학년 15 17 16 16 16 80

월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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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일수 13 13 13 21 21 21 16 16 16 21 21 22 20 20 20 4 4 3 95 95 95

고사일수 1 1 1 4 4 5 1 1 7 4 4 10 10 13

행사일수 4 5 2 3 3 1 1 7 8 4

학년말 총계 1학년 2학년 3학년

수업일수 195 195 195

고사일수 19 20 25

행사일수 13 1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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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서) 대회명(행사명) 참가 대상 대회(평가) 시기 시상 시기

수학과 수학 경시대회 전교생 3월10일 3월4주차

수학과 학업능력 경진대회(수학이해력부문) 전교생 3월17일 / 4월14일 6월1주차

국어과 학업능력 경진대회(국어독서부문) 전교생 3월24일 / 5월19일 6월1주차

영어과 학업능력 경진대회(영어어법부문) 전교생 3월31일 / 5월26일 6월1주차

학생지도부 제1회 전공심화연구보고서 대회 전교생 3월~7월 7월4주차

교무기획부 월별 모범학생상 전교생 4월~11월 학기당 3회

도서관 123 책읽기 대회 1,2학년 4월1주차 5월4주차

과학기술과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전교생 4월2주차 4월4주차

수학과 수학독서 발표대회 1,2학년 4월2주차 4월4주차

수학과 수학이론 탐구대회 3학년 4월3주차 4월4주차

영어과 영어 경시대회 전교생 4월3주차 4월4주차

사회과 정책 전문가 대회 1학년 4월3주차 4월4주차

예능과 미술작품 비평문 대회 1학년 4월 4월4주차

과학기술과 과학 경시대회
1학년 및 2,3학년

이공과정, 의학과정
5월17일 5월4주차

과학기술과 물로켓 발사 대회 전교생 5월17일 5월4주차

과학기술과 화학전자아이디어 대회 전교생 5월17일 5월4주차

과학기술과 반려동물연구 발표대회 전교생 5월17일 5월4주차

과학기술과 과학 퀴즈 대회 전교생 5월17일 5월4주차

과학기술과 글라이더 날리기 대회 전교생 5월17일 5월4주차

과학기술과 역학적에너지 구조물 발표대회 전교생 5월17일 5월4주차

과학기술과 안전구조물 만들기 대회 전교생 5월17일 5월4주차

과학기술과 과학 창업아이디어 대회 전교생 5월17일 5월4주차

예능과 컵타 만들기 대회 1학년 5월 5월4주차

예능과 금연 UCC 및 포스터 대회 1,2학년 5월 5월4주차

제2외국어과 동북아 문화 연구대회 1,2학년 5~6월 6월4주차

예능과 등굣길 음악회 경연대회 전교생 5,7,8,10월 각 달 4주차

수학과 수학 구술대회 3학년 5월2주차 5월4주차

사회과 경제사상 탐구대회 2학년 5월2주차 5월4주차

수학과 수학 논술대회 3학년 5월3주차 5월4주차

수학과 수학 소논문 발표대회 3학년 5월4주차 6월1주차

수학과 통계 활용 대회 1,2학년 5월4주차 6월2주차

6. 교내대회



2017학년도 학교교육계획

30  

교과(부서) 대회명(행사명) 참가 대상 대회(평가) 시기 시상 시기

수학과 수학 경시대회 전교생 6월2일 6월2주차

국어과 학업능력 경진대회(국어현대문학부문) 전교생 6월9일 / 6월30일 7월4주차

도서관 123 책읽기 대회 1,2학년 6월1주차 7월4주차

사회과 동아시아 문화사탐구 보고서 대회 2학년 6월2주차 6월4주차

사회과 지역답사 보고대회 3학년 6월4주차 7월1주차

과학기술과 과학 논문 연구대회 3학년 이공과정, 의학과정 6월13일 6월4주차

과학기술과 과학 독서 대회 1학년 6월13일 6월4주차

국어과 올해의 국어상(화법과 작문 부문) 3학년 1학기 7월4주차

국어과 올해의 국어상 (독서와 문법 부문) 3학년 1학기 7월4주차

영어과 학업능력 경진대회(영어어휘부문) 전교생 6월16일 / 7월14일 7월4주차

수학과 학업능력 경진대회(수학논리력부문) 전교생 6월23일 7월4주차

예능과 뮤지컬 만들기 대회 1학년 6월 6월4주차

국어과 독서 경진대회 전교생 7월 7월4주차

수학과 수학 독서 발표대회 3학년 7월3주차 7월4주차

수학과 수학 구술대회 전교생 7월3주차 7월4주차

수학과 수확 논술대회 1,2학년 7월21일 7월4주차

과학기술과 과학 논술대회
1학년 및 2,3학년

이공과정, 의학과정
7월3주차 7월4주차

영어과 영어 고전 감상문 대회 1,2학년 7월3주차 7월4주차

영어과 영미문학 감상문 대회 2학년 7월3주차 7월4주차

영어과 영어번역 경시대회 전교생 7월3주차 7월4주차

사회과 역사 논술대회 1,2학년 7월4주차 7월4주차

사회과 경제 논술대회 2학년 인문 7월4주차 7월4주차

사회과 바칼로레아 철학 논술대회 2학년 인문 7월4주차 7월4주차

교무기획부 교과우수상 각 학년, 과정별 1학기 7월4주차

교무기획부 성적우수상 각 학년, 과정별 1학기 7월4주차

교무기획부 청소년학자상 3학년 1학기 7월4주차

학생지도부 봉사상 전교생 1학기 7월4주차

학생지도부 봉사소감문대회 전교생 1학기 7월4주차

제2외국어과 제2외국어 경시대회 1,2학년 7,12월 해당 4주차

수학과 수학논문 탐구대회 전교생 8월3주차 8월4주차

수학과 수학 경시대회 1,2학년 8월18일 8월4주차

수학과 학업능력 경진대회(수학사고력부문) 1,2학년 8월25일 / 9월15일 9월4주차

학생지도부 제2회 전공심화연구보고서대회 전교생 8월~9월 9월4주차

의과학부
미래인재프로그램 보고서 대회

(외국어인재/소프트웨어인재 부문)
전교생 8월3주차 8월4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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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서) 대회명(행사명) 참가 대상 대회(평가) 시기 시상 시기

과학기술과 의학체험 보고서 대회
1학년 생명과학 중점학급

2학년 의학과정
8월4주차 9월1주차

국어과 학업능력 경진대회(국어고전문학부문) 1,2학년 9월1일 / 10월20일 10월4주차

영어과 학업능력 경진대회(영어독해력부문) 1,2학년 9월8일 / 11월3일 11월4주차

학생지도부 진로 UCC 대회 전교생 9월 9월4주차

과학기술과 학생탐구발표대회 전교생 9월1주차 9월3주차

사회과 국제문제 분석대회 1학년 9월1주차 9월2주차

영어과 영어 청취 대회 1,2학년 9월3주차 9월4주차

도서관 123 책읽기 대회 1,2학년 9월3주차 10월4주차

학생지도부 K-MOOC 연구보고서 대회 전교생 9월4주차 10월4주차

예능과 캘라그라피 대회 1학년 10월 10월4주차

국어과 한글날 기념 발표대회 1,2학년 10월 10월4주차

국어과 고황문학상(운문부문) 1,2학년 10월 10월4주차

국어과 고황문학상(산문부문) 1,2학년 10월 10월4주차

국어과 고황문학상(평론부문) 1,2학년 10월 10월4주차

국어과 고황문학상(수필부문) 1,2학년 10월 10월4주차

사회과 역사 모의법정 대회 1학년 10월3주차 10월4주차

사회과 동아시아 전쟁사발표대회 2학년 10월3주차 10월4주차

사회과 경제정책 발표대회 2학년 10월3주차 10월4주차

체육예능부 경희 콩쿠르 대회 전교생 10월 10월4주차

제2외국어과 중국,일본 독서감상문 대회 1,2학년 10~11월 11월4주차

학생지도부 제3회 전공심화연구보고서대회 전교생 10월~12월 11월4주차

수학과 수학이론 탐구대회 1,2학년 10월3주차 10월4주차

체육과 경희 육상대회 전교생 10월27일

수학과 학업능력 경진대회(수학응용력부문) 전교생 11월10일 11월4주차

국어과 학업능력 경진대회(국어화작문부문) 1,2학년 11월17일 11월4주차

영어과 학업능력 경진대회(영어문맥부문) 1,2학년 11월24일 11월4주차

영어과 영어말하기 경시대회 1,2학년 11월1주차 11월4주차

도서관 123 책읽기 대회 1,2학년 11월1주차 12월4주차

과학기술과 나도의학자 발표대회
1학년 및 2학년 

이공과정, 의학과정
11월3주차 2월2주차

수학과 수학 소논문 발표대회 1,2학년 11월4주차 11월4주차

수학과 수학 경시대회 1,2학년 12월15일 12월4주차

예능과 합창대회 2학년 12월 12월4주차

예능과 미술작품 전시대회 전교생 12월 12월4주차

체육과 체육 특기대회 1,2학년 12월 12월3주차

영어과 영미문학 감상문대회 1학년 12월3주차 12월4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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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서) 대회명(행사명) 참가 대상 대회(평가) 시기 시상 시기

수학과 수학 논술대회 1,2학년 12월3주차 12월4주차

수학과 수학 구술대회 1,2학년 12월4주차 12월4주차

과학기술과 과학 경시대회
1학년 및 2학년 

이공과정, 의학과정
12월3주차 12월4주차

과학기술과 과학 논술대회
1학년 및 2학년 

이공과정, 의학과정
12월3주차 12월4주차

과학기술과 로봇 경진 대회 1,2학년 12월3주차 12월4주차

과학기술과 과학 논문연구 대회
1학년 및 2학년 

이공과정, 의학과정
12월3주차 12월4주차

학생지도부 진로동아리 발표대회 전교생 12월3주차 12월4주차

학생지도부 외국어동아리 발표대회 전교생 12월3주차 12월4주차

학생지도부 심폐소생술 대회 1,2학년 12월3주차 12월4주차

과학기술과 의학 토론대회 1학년 및 2학년 이공과정 12월4주차 2월2주차

의과학부
미래인재프로그램 보고서 대회

(외국어인재/소프트웨어인재 부문)
1,2학년 12월4주차 2월2주차

학생지도부 제4회 전공심화연구보고서대회 전교생 1~2월 2월2주차

국어과 올해의 국어상(국어부문) 1학년 연1회(학년말) 12월4주차

국어과 올해의 국어상(문학부문) 2학년 연1회(학년말) 12월4주차

국어과 경희학당 우등상 경희학당  참가자 연1회(학년말) 2월2주차

국어과 경희포럼 우등상 경희학당 참가자 연1회(학년말) 2월2주차

국어과 The Exellent Award Kyunghee L&C 참가자 연1회(학년말) 2월2주차

교무기획부 교과우수상 각 학년, 과정별 2학기 12월4주차

교무기획부 성적우수상 각 학년, 과정별 2학기 12월4주차

교무기획부 청소년학자상 1,2학년 연1회 12월4주차

교무기획부 1년우등상(졸업식) 3학년 연1회 2월2주차

교무기획부 3년개근상(졸업식) 3학년 연1회 2월2주차

교무기획부 3년우등상(졸업식) 3학년 연1회 2월2주차

교무기획부 3년정근상(졸업식) 3학년 연1회 2월2주차

교무기획부 공로상(졸업식) 3학년 연1회 2월2주차

교무기획부 학교장상(졸업식) 3학년 연1회 2월2주차

과학기술과 의학체험 보고서 대회
1학년 생명과학 중점학급

2학년 의학과정
2월2주차 2월2주차

학생지도부 K-MOOC 연구보고서 대회 1,2학년 2월2주차 2월2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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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어과 교육 계획

Ⅰ 국어과 교육 방향

1. 인류와 인류의 문화유산을 이해하는 능력 향상

2.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 향상 

3. 타인과 협업할 수 있는 인성 배양

4. 자기주도적 사고 및 표현

Ⅱ 국어과 수업 및 평가 계획

1. 수업 방식

수업방식

토론 발표 강의 과제중심

국어 ○ ◎ ○

문학 ○ ◎ ○

화법과 작문 ○ ○ ◎ ○

독서와 문법 ○ ◎ ○

◎주(主), ○부(附)

2. 수업 평가

학년 과목

주당 

수업 

시수

1학기 2학기

수행

평가

정기고사 

총점
수행

평가

정기고사 

총점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서․논술형 선택형 서․논술형 선택형 서․논술형 선택형 서․논술형 선택형

1학년
국어Ⅰ 4 20 12.5 27.5 12.5 27.5 100

국어Ⅱ 4 20 12.5 27.5 12.5 27.5 100

2학년
문학 4 25 10 27.5 10 27.5 100 25 10 27.5 10 27.5 100

한문 2 50 0 25 0 25 100 50 0 25 0 25 100

3학년
화법과 작문 2 60 0 20 0 20 100 60 0 20 0 20 100

독서와 문법 4 25 10 27.5 10 27.5 100 25 10 27.5 10 27.5 100

  



경희고등학교 www.kyungheeboy.hs.kr

  Ⅲ. 교과별 교육 계획  37

Ⅲ 국어과 연구 동아리(구수하당) - 국어과 수업 연구 학당

1. 목적

가. 변화하는 시대에 교수-학습 적응력 기르기

나. 맞춤식 수업 설계로 교육의 질적 향상

다. 국어교사 간의 생각 교류로 화합 도모

2. 운영 방침

가. 학기별 2회 정기 모임을 가짐. 

나. 공강 시간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의견 교환

3. 연구 과제

내  용 비  고

경희학당 경희학당 학기별 주제 선정 및 교육 설계 1학년 대상

경희포럼 주제 및 교재 선정, 효율적인 운영 방법 모색 2학년 대상

Kyunghee L&C 학기별 교육 설계 및 국가별 사례 수집, 연구 4학기 과정

Ⅳ 국어과 수업 콘텐츠 제작 계획

1. 목적

가. 학생들의 학업 수준 향상과 수학능력시험 대비

나. 학생 맞춤형 수업콘텐츠 제작으로 학생들의 학습 능력 배양

2. 운영 방침

가. 월 1회 공강 시간을 활용하여 회의를 가짐

나. 제작된 교재는 수업 시간 보조 교재로 활용하고 시험에 적극 반영

다. 교재비는 수요자가 부담하며, 전체 제본비를 1/N로 나눠서 책정

3. 제작 예정 교재

내  용 비  고

경희 고전 운문 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 시조, 가사 등 2016완성

경희 고전 산문 고전 산문의 특징, 설화, 가전체, 고전소설 2016완성

경희 현대 운문 시 이론 및 주요 작품 해설

경희 현대 산문 소설 이론 및 주요 작품과 주요 작가 설명

경희 국어 문법 음운론, 문장론, 맞춤법 및 외래어 규정 이론 및 기출

경희 국어 개념 수능 및 EBS 문제집에 나오는 개념 정리

※ 교재 제작은 다년간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임.

[경희 고전 운문]



2017학년도 학교교육계획

38  

Ⅴ 국수캠프(국어과)

1. 목적 

가. 문학교과서 작품 이해 및 감상 - 학생들의 문학 감상 역량을 신장

나. 나도 문학 평론가 : 현대소설, 현대시 읽기 및 평론 쓰기

- 태평천하 전문 읽기 및 문학교과서 수록 현대시 읽기 및 평론 쓰기

다. 함께 하는 사고력의 힘

- 모둠별 과제 활동 및 서․논술형 답안 작성의 핵심

2. 교육 시간 계획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교육 내용 강의 모둠별 복습

학생활동

(나도 평론가 /

사고력의 힘)

쪽지 시험

3. 추가 교육활동

가. 교육활동 시간 외 질문/ 답변

- 카톡 활용(개인 및 단체) 또는 밴드 만들기 : 학생들과 협의 후 결정

- 오전 오후 수업 1시간 전후 질문 및 답변 시간 활용

나. 자체 교재 활용

- 문학 교과서 모든 국문 작품 수록

- 기존 교재 내용 조합

① 경희고전운문   ② 경희고전산문   ③ 현대시 스무 고개   ④ 경희현대소설

4. 기대효과

가. 2018학년도 2학년 문학 내신 대비

- 문학 교과서 모든 국문 문학작품을 접함

- 문학 내신 공부 활용시간 단축 및 학습 효율성 증진

- 매교시 배운 내용을 쪽지시험으로 점검

나. 작품 감상능력 향상

- 학력평가 및 수능 문학 대비 기초 역량 향상

- 타작품 이해력 향상

다. 학생부 종합 대비

- ‘나도 평론가’ 및 ‘사고력의 힘’ 시간에 학생들 자발적 활동 유도

- 학생활동기록 → 생기부에 의미 있는 기록 남기기

※ 국수 캠프 국어과 교육계획은 당해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 수요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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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국어과 교내 대회

1. 목적 

가. 학력 향상 : 학생들의 글쓰기 및 말하기 능력을 향상 ⇒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힘

나. 인성 함양 : 자신의 삶을 성찰 ⇒ 타인의 삶을 배려 ⇒ 더불어 사는 인성 함양

다. 대학 진학 : 면접･논술에 대비 ⇒ 입학사정관제도에 따른 포트폴리오 작성 효과

라. 교양 함양 : 기초 소양 및 지식 습득 ⇒ 폭넓은 사고력을 지닌 학생 육성 

2. 운영 방침

가. 학년별 및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나. 글쓰기는 정규 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지도

다. 심사는 국어과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엄정하게 시행

3. 세부 계획

대회 내용 시기 비고

공통
독서경시대회 문학작품 감상 후 자신의 생각을 기술 7월 중 전교생

학업능력경진대회 국어 학업 능력 평가 연구부 내용 참조 전교생

국어 올해의 국어상(국어부문)

시험성적에 상관없이 학습 활동(수행

평가 등) 및 수업 태도 등에서 훌륭한 

모습을 보인 학생

학년말 1학년

문학 올해의 국어상(문학부문) 학년말 2학년

독서와 문법 올해의 국어상(독서와 문법 부문) 1학기말
3학년

화법과 작문 올해의 국어상(화법과 작문 부문) 1학기말

경희학당 경희학당 우등상 경희학당 우수 수료자 학년말 참가자

경희포럼 경희포럼 우등상 경희포럼 우수 수료자 학년말 참가자

Kyunghee L&C The Excellence Award Kyunghee L&C 우수 수료자 학년말(2018년 예정) 참가자

한글 창제 

기념의 날

한글날 기념 발표대회 한글과 한국어를 주제로 발표

10월 중 1,2학년

고황문학상(운문부문) 시 쓰기

고황문학상(산문부문) 소설 등과 같은 산문 글쓰기

고황문학상(평론부문) 문학작품을 읽고 평론 쓰기

고황문학상(수필부문)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글쓰기

4. 대회별 시상 계획

독서경시대회

학업능력경진대회
올해의 국어상

경희학당 우등상

경희포럼 우등상
한글날 기념 발표대회 고황문학상

취지
독서 감상/

학업 능력 평가

국어 활동 종합적 평가

(성적 무관)
활동 종합적 평가

연구 및 프레젠테이션 

능력 평가
문학 창작 능력 평가

기준
우수 답안 작성자 / 

2회 시험 점수 합계

1년 간 수업태도 및 

수행평가 우수자
학당/포럼 활동 우수자

연구 완성도 및 

프레젠테이션 우수자
우수 창작 작품

방법
논술형 문제 출제 /

객관식 문제 출제
교사 추천 및 국어과 심의

연구 보고서 제출 및 

발표

제시된 주제에 맞는 

작품 창작

인원 참가자 중 20%이내 학년 당 4명 참가자 중 2명 참가자 중 2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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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학당 주요 활동(2016)]

Ⅶ 국어과 역점 사업 1 - 경희학당

1. 목적

가. 스마트형 인재 교육 : 폭넓은 시야와 각 분야를 이해할 수 있는 전문성, 

풍부한 감성을 기름.

나. 사고력 향상 : 기초 소양 및 지식 습득으로 폭넓은 사고력을 지닌 인재 

양성

다. 국어능력 향상 :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 향상

2. 운영 방침

가. 방과후학교의 형태로 주 1회 2시간 수업 

※반은 24명 이내로 구성. 수요가 많을 경우 두 개 반으로 운영.

나. 선생님과 도움꾼(교직 이수 대학생)이 함께 지도

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활동 위주의 수업 진행

※수업 후의 과제보다는 수업 내에서의 활동 지향

라. 학습 주제를 학생들이 결정하고 이에 맞게 세부 커리큘럼 구성

마. 밴드를 활용하여 학습 내용을 학생, 학부모, 교사, 도움꾼과 공유

3. 세부 계획

①

개

강

⇨

② 팀 구성 

및 탐구 주제 

선정

⇨

③ 읽기

⇨

④ 말하기

⇨

⑤ 쓰기

⇨

⑥ 학당지

⇨

⑦

수

료
독서의 기술, 

관련 서적 독서

토론개요서, 

토론, 모의재판, 

프레젠테이션

논문 작성법,  

소논문 작성

고쳐쓰기, 

편집의 기술

↑ ↑ ↑

특강(인문학, 마인드맵, 토론의 전사, 논문작성법 등), 견학(법원 등)

내용 비고

① 개강 학당 운영 계획 설명 및 특강

②팀 구성 및 탐구 주제 

선정

팀 구성 : 학생 4명, 도움꾼 1~2명, 교사 1명

주제 : 학생, 교사 추천 후 다수결로 선정

③ 읽기
강의 어떻게 읽을 것인가? 등

마인드맵
활동 관련 서적 독서(한글, 한문, 영문 등)

④ 말하기
강의 

어떻게 말할 것인가? 4단 논법과 6단 논법, 파워포인트 만들기, 

토론 개요서 작성 등 토론의 전사

재판 및 법정용어
활동 프레젠테이션, 원탁토론, CEDA 토론, 모의재판

⑤ 쓰기
강의 어떻게 쓸 것인가? 문장쓰기, 내용 구성하기

논문작성법
활동 소논문쓰기

⑥ 학당지 발간 강의 : 고쳐쓰기, 편집의 기술(한글 사용법-중급)

⑦ 수료 수료증 증정 및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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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7학년도 주제

1학기 2학기

큰 주제 그와 그녀의 대화 문명과 수학

작은 주제 진화심리, 양성평등 수와 이집트

Ⅷ 국어과 역점 사업 2 - 경희포럼

1. 목적

가. 독서능력향상 : 고전맛보기와 고전읽기로 글을 읽고 이해하고 구조화하는 능력 향상

나. 사고력 향상 : 교양 및 지식 습득으로 폭넓은 사고력을 지닌 인재 양성

다. 적용능력 향상 : 고전의 내용을 현실에 적용하여 해석하는 능력 향상

2. 운영 방침

가. 방과후학교의 형태로 주 1회 2시간 수업 

※반은 20명 이내로 구성. 수요가 많을 경우 두 개 반으로 운영.

나. 고전맛보기 수업에서 본인이 읽을 고전 선정 및 독서

다. 고전맛보기 수업 후 그룹별 활동 지향

라. Google을 활용하여 수업 시간 외 그룹별 토론

마. 2학기 말 학생이 연구한 분야에 대해 심포지엄(Symposium) 실시

3. 세부 계획

①

개강
⇨

②고전

맛보기
⇨

③고전선정

⇨

④그룹활동1

⇨

⑤그룹활동2

⇨

⑥프레젠테이션

⇨
심포

지엄
고전맛보기에서 

다룬 고전에서 

선정

그룹별 고전 

읽기

고전의 현실 

적용

프레젠테이션 

구성과 말하기

↑ ↑ ↑

2017학년도 주제 : 현 인류의 과제

내용 비고

①개강 포럼 운영 계획 설명 

②고전 맛보기 영역별 고전 발췌독 및 해설 열정적 고전읽기(교재)

③고전선정
학생이 원하는 영역과 해당 영역 고전을 선정함

※필요할 경우 쉽게 풀어선 부교재 활용

④그룹활동1

영역별로 모인 학생들 중심으로 자율동아리 편성

자율동아리 활동 계획서 학생 작성 및 지도교사 배정

선정 고전 완독을 목표로 함

⑤그룹활동2 완독한 고전을 바탕으로 현 인류의 과제에 적용 및 연구

⑥프레젠테이션
그룹별 활동한 내용을 15분 이내 발표.

※TED/세바시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될 예정
PPT 활용법

⑦수료식 수료증 증정 및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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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국어과 역점 사업 3 – Kyunghee L&C (language and communication)

1. 목적

가. 국제표준 언어과정 수립 : 국제 바칼로레아(IB : International Baccalaureate) 등 다수의 국가들

에서 시행하는 언어교육을 연구하고 이를 우리나라, 우리학교에 맞게 적용(국어과 교사연구동아

리와 연계) 

나. 국어능력 향상 : 학생들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 향상

다. 사고력 향상 : 다양한 매체를 주체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기름

2. 운영 방침

가. 방과후학교의 형태로 주(또는 격주) 1회 2시간 수업

나.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활동 위주의 수업 진행

다. 4학기를 모두 이수한 학생에게 수료증 수여

3. 세부 계획

학기 과목 내용 교재

1학기 Rhetoric(수사학) 설득을 위한 문장 표현과 내용 구성 방법 강태완, ‘설득의 원리’

2학기
Sociolinguistics

(사회언어학)
사회 속에서 언어가 어떤 양상을 띠는가를 연구 이익섭 ‘사회언어학’

3학기
Literary & Movie criticism

(문학 & 영화 비평)

문학과 영화의 형식 비평 및 작가, 사회 등과 

연관시키는 외재적 비평

이명재, 문학비평의 이해와 

활용

4학기
Media criticism

(미디어 비평)

미디어를 주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해석 

능력 기르기

허문영, ‘세속적 영화, 세속적 

비평’

※ 상기 프로그램은 국어과 연구동아리에서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연구 탐색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교재는 보통의 고등학생 수준보다는 높기 때문에 강의하시는 선생님께서 쉽게 풀어서 활용할 계획임.

※ 3학기 literary & movie criticism은 학교 교류 프로그램(Kyunghee L&C Conference)으로 활용할 계획임.

4. 1기 과정(Rhetoric)

수업 교재

차시 내용 차시 내용

1
오리엔테이션

01장 : 아리스토텔레스와 설득의 9가지 원리
7

[발표1]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철학

[발표2] 미움 받을 용기:말하는이와 듣는이/심리학

2
02장 : 믿을 만한 사람이 설득력 있는 사람이다

03장 : 상대방을 가슴 두근거리게 하라
8

[발표3] 비극은 그의 혀끝에서 시작됐다/언어학

[발표4] 스피치와 프레임전쟁/정치학

3
04장 :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이게 만들라

05장 : 정치적인 설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9

[발표5]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경영학

[발표6] 소비자는 속고 있다/행동경제학

4
06장 : 사법적인 설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07장 : 대중설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0

[발표7] 언론과 뉴스/언론정보학

[발표8] 광고와 홍보/광고홍보학

5
08장 : 설득을 위한 아이디어 착상법

09장 : 메시지를 표현하는 전략
11

[발표9] 비폭력대화/교육학

[토론1] 토론주제선정하기

6
10장 : 메시지를 배열하는 전략

11장 : 아리스토텔레스를 넘어서
12 [토론2] 토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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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교재]

철학 소크라테스의 변명 경제학 꿀잼 경제학, 행동경제학

심리학 미움 받을 용기 언론학 뉴스의 시대, 뉴스를 말하다

언어학 비극은 그의 혀끝에서 시작됐다 광고학 프로파간다, 인문학으로 광고하다

정치학 대통령의 글쓰기, 이기는 프레임 교육학 비폭력대화, 교사와 학생 사이

경영학 협상의 신, 어떻게 원하는 것을  읽는가

Ⅹ 국어과 역점 사업 4 - 한글 창제 기념의 날 행사

1. 목적

가. 한글 창제의 참뜻을 알게 하고 한글의 소중함을 되새김

나. 한글을 주제로 세대 간 소통의 공간 마련

2. 운영 방침

가. 한글날(10월 9일) 전일 오후 시간을 활용함.

※ 한글날이 일요일이나 월요일일 경우 전 주 금요일을 활용

(또는) 학교 일정에 맞춰 다소 변경 가능 

나.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 마련

라. 1,2학년 학생만 참가 대상으로 하고 3학년은 수능 준비 관계로 제외함

마. 활동 장소는 본교뿐만 아니라 인근대학 및 세종대왕기념관 적극 활용

바. 학생이 중심이 되고 교사가 고문으로 구성된 한글창제기념사업준비위원회에서 행사 준비 및 진행

  

[제1회 경희고 한글창제기념의 날(2016)]

[신문보도-헤럴드경제]

    

[행사포스터]

    

[계획서(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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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계획

원하는 프로그램 신청 ⇨ 프로그램 인원에 따라 배분 ⇨ 프로그램 진행

프

로

그

램

내용 비고

한글 서체 한글 서체의 미학 및 실습 강의

훈민정음 강독 15C 소리로 훈민정음 읽기 강의

잃어버린 한글을 찾아서 본교 및 인근 대학에서 한글을 주제로 런닝맨 런닝맨

우리말 퀴즈 대회 우리말을 주제로 한 퀴즈 대회 퀴즈

한글날 기념 음악회 오케스트라, 중창반, 통기타, 풍물패 등의 공연 공연

학술대회 한글과 한국어를 주제로 한 조사 발표 학술

한글날 기념 특강 한글을 주제로 한 외부 인사 강연 강의

한글날 기념 백일장 산문 및 운문 쓰기 글쓰기

만화 그리기 한글을 주제로 만화 그리기 그리기

또 다른 언어, 수화 수화 배우기 강의

또 다른 문자, 점자 점자의 원리와 활용 강의

세계의 문자 세계의 문자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특징이 있는가 강의

※ 행사 준비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Ⅺ 국어과 역점 사업 5 – 풀무질(독서프로그램)

1. 목적

가. 통합 사고: 흩어진 지식을 독서와 토론을 통해 통합해 보는 기회 제공

나. 인성 교육: 독서와 토론으로 사고력을 키우고 배려와 협력의 인성을 기름.

다. 논술 대비: 논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익힘.

2. 운영 방침

가. 방과후학교의 형태로 주 1회 2시간 수업

※ 반은 15명 이내로 구성, 수요가 많을 경우 두 개 반으로 운영

나. 교사는 ‘돌봄(curation)’의 역할을 살려 학생의 자기주도력을 키움.

다. 국어과 교사들이 각자의 특성을 살려 팀 티칭 방식으로 지도함.

라. 주제 선정, 발제, 토론 등의 과정을 학생 주도로 진행함.

3. 세부 계획

구분 내용 교재 시기

1기
․ ‘옳음’의 상대성과 논리적 주장의 조건

․ 주체적 욕망 실현을 통한 자아의 성장

․ 누구를 구할 것인가

․ 열일곱살의 욕망 연습
1학년 1학기

2기
․ 동양적 사고의 뿌리와 그 의미

․ 서양 철학의 역사적 배경과 그 의미

․ 동양철학 에세이

․ 철학, 역사를 만나다
1학년 2학기

3기
․ 경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과 의미

․ 법과 개인의 관계, 법의 정신

․ 경제학자들은 왜 싸우는가

․ 판결을 말하다
1학년 겨울방학

4기 ․ 신화를 통해 인간 존재의 의미를 탐구
․ 인문학의 뿌리를 읽다

․ 살아있는 우리 신화
2학년 1학기

※ 상기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참여도에 따라 내용이 추가되거나 생략될 수 있음.

※ 교재의 내용을 읽고, 발제하고, 토론하고, 종합하는 순서로 학생 활동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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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학과 교육 계획

Ⅰ 수학과 교육 방향

1.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

- 학생들의 수학 교과역량을 신장

2.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배우는 수학

- 수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정의(情意)적 특성을 함양

3. 더불어 함께하는 수학

- 소통과 나눔으로 창의, 인성 함양

Ⅱ 수학과 수업 계획

1. 수준별 수업 실시

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의 차이를 고려하여 정규 수업 시에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함

나. 실시 학년 : 1, 2학년

다. 분반 계획

⦁ 1학년 : 1, 2반, 3, 4반, 5, 6반, 7, 8반 (2개 반 → 2개 수준별 반)

⦁ 2학년 인문과정 : 1, 2, 3반 (3개 반 → 3개 수준별 반)

⦁ 2학년 자연과정 : 4, 5반 (2개 반 → 2개 수준별 반), 

6, 7, 8반 (3개 반 → 3개 수준별 반)

라. 수준별 수업 지도 계획

교과서를 중심으로 수업을 하되, 각 수준별 반에 따라 수학의 정석에서 수준별 자료를 발췌하여 

학생들에게 적절하게 제시함.

1) 수준별 부교재 사용 계획

⦁ 피타고라스반(상 수준) : 수학의 정석(실력편) 연습문제

⦁ 가우스반(중 수준), 디오판토스반(하 수준) : 수학의 정석(기본편) 연습문제

마. 각 반 학생들의 수준은 학기별로 파악하여 조정함

수준별 반의 이름은 명칭에서 수준이 드러나지 않도록 피타고라스반, (가우스반), 디오판토스반

으로 함

바. 수준별 이동수업의 평가는 수준별 분반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시행함

사. 수준별 수업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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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타고라스반(상 수준)

⦁ 실제적인 문제와 맥락을 통해 개념을 통합적으로 정리

⦁ 문제를 유형별로 접하면서 개념이 응용되는 수학적 사고의 신장

⦁ [교과서 및 필수 부교재Ⅰ]의 연습문제를 각 단원별로 노트에 풀어오도록 과제 제시 이후 

과제 확인과 더불어 질의응답 활동을 통해 실전 감각과 문제 해결 전략 완성

⦁ 설명식 강의 보다는 학생 각각의 문제 해결 과정을 표현하는 토의식 수업 위주의 학생 중심

수업 구성

2) 가우스반(중 수준), 디오판토스반(하 수준)

⦁ 기본 개념의 다양한 예제를 통하여 학습하면서 기본기 다지기

⦁ 개념의 구조화 유도하기 위하여 전시 학습 내용도 꾸준히 반복 학습

⦁ [교과서 및 필수 부교재Ⅱ]의 연습문제를 각 단원별로 노트에 풀어오도록 과제 제시

⦁ 설명식 강의와 더불어 학생들의 발표를 장려하여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수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수업 구성

Ⅲ 수학과 평가 계획

학년 과목

주당 

수업 

시수

1학기 2학기

수행

평가

정기고사 

총점
수행

평가

정기고사 

총점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서․논

술형
선택형

서․논

술형
선택형

서․논

술형

선택

형

서․논

술형

선택

형

1학년
수학Ⅰ 5 10 20 25 20 25 100

수학Ⅱ 5 10 20 25 20 25 100

2학년

인문과정
미적분Ⅰ 3 10 20 25 20 25 100 10 20 25 20 25 100

확률과 통계 2 10 20 25 20 25 100

의학과정

이공과정

미적분Ⅰ 4 10 20 25 20 25 100

미적분Ⅱ 4 10 20 25 20 25 100

확률과 통계 2 10 20 25 20 25 100 10 20 25 20 25 100

기하와 벡터 2 10 20 25 20 25 100

3학년

인문과정 확률과 통계 4 10 20 25 20 25 100 10 20 25 20 25 100

이공과정

기하와 벡터 4 10 20 25 20 25 100

기하와 벡터 2 10 20 25 20 25 100

확률과 통계 2 10 20 25 20 25 100 10 20 25 20 2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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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수학과 교내 대회 및 행사

1, 2학년

월 대회명 주요내용 대상
시행

시기

실시방식 / 

수행평가 연계여부

3월 수학경시대회 수학 교과 내용에 대한 심화 문제해결능력 평가(1차) 전교생 3월 10일 경시대회

4월

학업능력경진대회
매주 금요일에 보는 교과시험에 대해서 매달 평가

(수학심화이해력부문(1학년), 수학이해력부문)
전교생

3월 17일

4월 14일
경시대회

수학독서발표대회 수학 관련 서적에 대한 독서 후 감상문을 제출 및 발표함 1, 2학년 4월 2주
과제물 제출 / 발표

/ 수행평가 연계

5월 통계활용대회 통계적 문제해결 절차를 거쳐 통계포스터를 제작 1, 2학년 5월 4주
과제물 제출

/ 발표

6월

수학경시대회 수학 교과 내용에 대한 심화 문제해결능력 평가(2차) 전교생 6월 2일 경시대회

학업능력경진대회
매주 금요일에 보는 교과시험에 대해서 매달 평가

(수학심화논리력부문(1학년), 수학논리력부문)
전교생 6월23일 경시대회

7월

수학구술대회 수학적 문제해결 내용을 발표형식으로 참여(1차) 전교생 7월 3주 경시대회

수학논술대회
수학 교과 내용과 관련된 제시문과 논제에 대한 서술을 

통해 수학적 문제해결 과정을 평가(1차)
전교생 7월 21일 경시대회

8월

수학경시대회 수학 교과 내용에 대한 심화 문제해결능력 평가(3차) 1, 2학년 8월 18일 경시대회

수학논문 탐구대회
수학 논문 탐색 및 요약하여 보고서로 작성하는 능력을 

평가
1,2학년 8월 3주

보고서 제출

/ 발표

9월 학업능력경진대회
매주 금요일에 보는 교과시험에 대해서 매달 평가

(수학심화사고력부문(1학년), 수학사고력부문)
1, 2학년

8월25일

9월15일
경시대회

10월 수학이론 탐구대회
수학 이론에 관한 서적을 탐독하고, 수학 이론과 그 이론

을 주장한 수학자에 대한 비평문을 작성하여 제출
1, 2학년 10월 3주

과제물 제출 / 발표

/ 수행평가 연계

11월

학업능력경진대회
매주 금요일에 보는 교과시험에 대해서 매달 평가

(수학심화응용력부문(1학년), 수학응용력부문)
전교생 11월10일 경시대회

수학 소논문 

발표대회

수학과 관련된 주제를 정하여 탐구한 결과를 소논문으

로 작성하여 제출, 발표함
1, 2학년 11월 4주

과제물 제출 / 발표

/ 수행평가 연계

12월

수학경시대회 수학 교과 내용에 대한 심화 문제해결능력 평가(4차) 1, 2학년 12월 15일 경시대회

수학논술대회
수학 교과 내용과 관련된 제시문과 논제에 대한 서술을 

통해 수학적 문제해결 과정을 평가(2차)
1, 2학년 12월 3주 경시대회

수학구술대회 수학적 문제해결 내용을 발표형식으로 참여(2차) 1, 2학년 12월 4주 경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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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학년

월 대회명 주요내용 대상
시행

시기
실시방식

3월 수학경시대회 수학 교과 내용에 대한 심화 문제해결능력 평가(1차) 전교생 3월 10일 경시대회

4월

학업능력경진대회
매주 금요일에 보는 교과시험에 대해서 매달 평가

(수학심화이해력부문(1학년), 수학이해력부문)
전교생

3월 17일

4월 14일
경시대회

수학이론 탐구대회
수학 이론에 관한 서적을 탐독하고, 수학 이론과 그 이

론을 주장한 수학자에 대한 비평문을 작성하여 제출
3학년 4월 3주

과제물 제출 / 발표

/ 수행평가 연계

5월

수학구술대회 수학적 문제해결 내용을 발표형식으로 참여(1차) 3학년 5월 2주 경시대회

수학논술대회
수학 교과 내용과 관련된 제시문과 논제에 대한 서술을 

통해 수학적 문제해결 과정을 평가(1차)
3학년 5월 3주 경시대회

수학 소논문 발표대회
수학과 관련된 주제를 정하여 탐구한 결과를 소논문으

로 작성하여 제출, 발표함
3학년 5월 4주 과제물 제출/발표

6월

수학경시대회 수학 교과 내용에 대한 심화 문제해결능력 평가(2차) 전교생 6월 2일 경시대회

학업능력경진대회
매주 금요일에 보는 교과시험에 대해서 매달 평가

(수학심화논리력부문(1학년), 수학논리력부문)
전교생 6월23일 경시대회

7월

수학독서발표대회 수학 관련 서적에 대한 독서 후 감상문을 제출 및 발표함 3학년 7월 3주
과제물 제출

/수행평가 연계

수학구술대회 수학적 문제해결 내용을 발표형식으로 참여(2차) 전교생 7월 3주
수업 중 발표

/수행평가 연계

수학논술대회
수학 교과 내용과 관련된 제시문과 논제에 대한 서술을 

통해 수학적 문제해결 과정을 평가(2차)
전교생 7월 21일 경시대회

8월 수학논문 탐구대회
수학 논문 탐색 및 요약하여 보고서로 작성하는 능력을 

평가
전교생 8월 3주

보고서 제출

/ 발표

※ 각 대회에서 전체 참여 인원의 20%를 시상함(학년별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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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회 운영계획

가. 수학논문 탐구대회

1) 교육과정 범위내의 수학 또는 수학을 기반으로 하는 공학, 통계학 등에 대한 학술논문을 검색하

고, 분석, 요약 후 탐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 후 시상

2) 주제 : 수학의 오개념, 공학과 수학, 통계학과 수학 등 제한 없는 주제를 활용

3) 실시 학년 및 일정 : 전학년, 8월 셋째 주

나. 수학 소논문 발표대회

1) 수학과 관련된 주제를 정하여 탐구한 결과를 소논문으로 작성하여 제출, 발표함

2) 개인 또는 모둠으로 참가 가능하고 소논문을 제작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과정중심평가로 평가함

3) 실시 학년 및 일정 : 1, 2학년 – 11월 넷째 주, 3학년 – 5월 넷째 주

다. 수학 구술대회

1) 수학적 지식의 획득에 이르기 되는 문제 해결 능력과 그 능력의 사용 과정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의 수학 능력을 발휘하는 대회

2) 1차 : 예선(서류평가), 2차 : 본선 1차(구술형 지필평가), 3차 : 본선 2차(면접형 구술평가)

※ 서류평가시 정기고사 성적 및 학력평가 성적을 바탕으로 선발

3) 실시 학년 및 일정 : 1, 2학년 – 7월 셋째 주, 12월 넷째 주

3학년 – 5월 둘째 주, 7월 셋째 주

라. 수학 논술대회

1) 수학 교과 내용과 관련된 제시문과 논제에 대한 서술을 통해 수학적 문제해결 과정을 평가

2) 1, 2학년 : 총2회 진행 – 1차(7월 21일), 2차(12월 셋째 주)

3학년(이과) : 총2회 진행 – 1차(5월 셋째 주), 2차(7월 넷째 주)

3) 범위는 시험 전에 따로 공지함

마. 통계활용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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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통계포스터 : 어떤 주제를 정해 탐구한 후,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정리한 결과를 한 장의 커

다란 종이에 보여주는 것. 이때 표나 그래프 등을 사용하여 정리한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

록 시각적으로 표현함

3) 개인 또는 모둠으로 참가 가능하고, 통계포스터를 제작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과정중심평가로 평

가함

4) 실시 학년 및 일정 : 1, 2학년, 5월 넷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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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수학과 독서 지도 계획

1. 수학 독서 대회를 통한 독서 지도

가. 수학독서발표대회 : 수학 관련 서적에 대한 독서 후 감상문을 제출 및 발표함

나. 수학 이론 탐구 대회 : 수학자 관련 서적을 탐독하고, 수학자의 인생, 업적, 시대적 배경 등의 항

목에 따른 비평문을 작성하여 제출

- 1, 2학년 : 수학독서발표대회(3월 둘째 주), 수학 이론 탐구 대회(10월 셋째 주)

3학년 : 수학 이론 탐구 대회(4월 셋째 주), 수학독서발표대회(7월 셋째 주)

다. 수학 독서 대회를 통해 제출한 독서 감상 내용은 학생부의 독서이력에 기재함.

라. 수학 관련 교사 추천 도서목록

과목 제목 저자 출판사

수학Ⅰ

수학Ⅱ

허수 배리마주르저   방병철 역 도서출판승산

열세 살 딸에게 가르치는 갈루아이론 김중명 저 도서출판승산

스토리텔링수학 토마스리싱거저   전대호 역 해나무

세상을 바꾼 방정식 이야기 오채환, 이상욱, 이장주역 사람의 무늬

박사가사랑한수식 오가와 요코 이레

미적분Ⅰ

미적분Ⅱ

우리 역사 속 수학 이야기 이장주 저 사람의 무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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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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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해결로살펴본수학사해설 남호영, 장영호 경문사

달콤한수학사(1~5) 마이클J.브래들리저   오혜정 외 역 일출봉

수학자들의 전쟁 이광연 저 프로네시스

암호 수학 쟈넷베시너,베라플리스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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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옌스위르겐코르프저   강희진 역 작은책방

기하와 

벡터

수학의 역사(상) 칼B.보이어 지음, 양영오 옮김 경문사

수학의 역사(하) 칼B.보이어 지음, 양영오 옮김 경문사

수학의 천재들 윌리엄 던햄 지음, 조정수 옮김 경문사

수학의 위대한 순간들 HOWARD EVES 경문사

기하학의 역사적 배경과 발달 이종우 지음 경문사

학문의 즐거움 히로나카 헤이스케 지음, 박승양 옮김 김영사

튜링(이미테이션 게임, Alan Turing) 앤드루호지스저   박정일 역 해나무

수학사 HOWARD EVES 경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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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수학과 역점 사업

1. 수능100회 프로젝트

가. 최근 5개년간 EBS. 수능 및 학력평가 기출 연계 모의고사 형태로 경희고등학교 수학과에서 자체

적으로 제작한 모의고사 100회 문제지 풀이반 운영

나. 배경 : EBS 연계유형으로 구성된 수능 경향 분석 및 해설이 없는 심화문제 풀이반 운영의 필요

다. 대상 : 2, 3학년 전체 학생

라. 내용 : 2, 3학년 방과후학교 및 정규수업 부교재로 활용

마. 교재구성 : 수능 100회 가형-1권(자연계열 1회∼50회)

수능 100회 가형-2권(자연계열 51회∼100회)

수능 100회 나형-1권(인문계열 1회∼50회)

수능 100회 나형-1권(인문계열 51회∼100회). 총4권으로 구성.

2. 학업능력 경진대회

가. 배경 : 학습의 성취는 단기간의 반짝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노력

으로 이루어짐

나. 목적 : 학생들의 수학 학습을 꾸준히 지속시키고, 그 과정을 평가하기 위함

다 일정 : 매주 금요일 7교시(예정)

(수학, 국어, 영어 순으로 순차적인 평가. 교내 행사시 차주에 시행함)

라. 시상 : 과목별 2회 시험의 점수 합계로 순위를 정하고, 전체 참여 인원의 20%를 시상함

(각 과목별/회차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한 표준점수의 합산점수 기준)  

마. 결과 활용 : 시험 결과 학부모 문자 공지, 수준별 반 편성 시 고려, 학생 상담 시 활용 

3. 수학 중점 학급

가. 학급 목표 : 수학교육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며, 과학기술의 발달

과 더불어 수학을 필요로 하는 과학이나 다른 학문 분야를 장차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있다. 

아이들은 수학을 배움으로써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 추상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비판

적 능력, 기호화 하고 형식화 하는 능력, 단순화 하고 종합화 하는 능력 등과 같은 정신능력을 신

장시킬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기반으로 수학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배양시키기 위한 학급을 구

성하여, 교육하는데 수학중점학급의 목표를 둔다

나. 학급 특성화 프로그램

활동명 활동 내용

월간 경희 수학

- 정규교과 및 방과후학교 프로젝트형 수업 진행. 프로젝트 과제 보고서 작성

  (주말반 방과후학교 집중 활용)

- 프로젝트 과제 보고서 중 우수작을 선정. 월간 수학 잡지의 형태로 발간

- 발간의 형태는 E-Book 형태로 발간하여 전교생 및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배포함

- 월간 경희 홈페이지 제작  

- 고3 대입에서 최상위권 대학의 우수성 입증자료로 활용함

수학동아리 활동 - 교과 전문 동아리, 월간 경희 수학 발간 전문적인 수학 보고서 작성 활동, 월간 경희 홈페이지 관리

수학 논문 탐구 대회 - 월간 경희 수학에 채택된 우수작을 순위별로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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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체험, 진로 및 독서 활동 계획

활동 분야 활동명 활동 내용

체험 및 

진로 탐색

활동

전문가 특강 - 분기별 1회씩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강 수강 및 소감문 작성

수학 체험 시설 견학 - 학기별 1회씩 수학 체험 시설 견학 및 소감문

수학 재능 기부 봉사
- 아동복지시설, 다문화 가정 등의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학 멘토링

- 학기별 1회씩 수학 재능 기부 시설 방문 및 소감문 작성

수학 보고서 발표회 - 월간 경희 수학에 채택된 우수작을 발표함

수학・공학 전문가 인터뷰
- 자신의 진로별 모둠 구성

- 진로 모둠별 전문가 섭외 및 인터뷰

4. 수학 경시대회

가. 수학 교과 내용에 대한 심화 문제해결능력 평가

나. 1, 2학년 : 총4회 진행 – 1차(3월 10일), 2차(6월 2일), 3차(8월 18일), 4차(12월 15일)

3학년 : 총2회 진행 – 1차(3월 10일), 2차(6월 5일)

다. 수학경시대회 시험범위

1차 2차 3차 4차

1학년 중학교 전범위

6월수준에맞추어출제

[수학Ⅰ]Ⅱ.방정식과부등식

까지

9월수준에맞추어출제

[수학Ⅰ]전범위,

[수학II]Ⅰ.집합과명제까지 

11월수준에맞추어출제

[수학Ⅰ]전범위,

[수학II]Ⅲ.수열까지 

2학년

문과 [수학I],  [수학II] 전범위

[수학Ⅱ]전범위

[미적분Ⅰ]Ⅱ.함수의극한과

연속까지

[수학Ⅱ]전범위

[미적분Ⅰ]Ⅲ.미분법2.도

함수까지

[수학Ⅱ]전범위

[미적분Ⅰ]  Ⅳ. 적분법 

1. 부정적분까지

이과 [수학I],  [수학II] 전범위

[수학II]전범위

[미적분Ⅰ]Ⅱ.함수의극한과

연속까지

[수학II]전범위

[미적분Ⅰ]전범위

[미적분Ⅰ]전범위

[미적분Ⅱ]Ⅱ.삼각함수까지

3학년

문과

[수학Ⅱ]전범위

[미적분Ⅰ]Ⅰ.수열의극한

[확률과통계]  출제않음

[수학Ⅱ]전범위

[미적분Ⅰ]Ⅱ.함수의극한과

연속

[확률과통계]Ⅰ.순열과조합

[수학Ⅱ]전범위

[미적분Ⅰ]Ⅲ.다항함수의

미분법

[확률과통계]Ⅱ.확률

[수학Ⅱ]전범위

[미적분Ⅰ]전범위

[확률과통계]Ⅲ.통계.

1.확률분포

이과

[미적분Ⅱ]  전범위

[확률과통계]  Ⅰ. 확률과 

조합

[기하와벡터]출제않음

[미적분Ⅱ]전범위

[확률과통계]Ⅱ.확률

[기하와벡터]Ⅰ.평면곡선

[미적분Ⅱ]전범위

[확률과통계]Ⅱ.확률

[기하와벡터]Ⅱ.평면벡터

[미적분Ⅱ]전범위

[확률과통계]Ⅲ.통계.

1.확률분포

[기하와벡터]Ⅲ.공간도

형.2.공간좌표

5. 국수캠프

가. 교육방향

1)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

- 학생들의 수학 교과역량을 신장 : 미적분Ⅰ, 확률과통계 선행 마스터

2)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배우는 수학

- 수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정의(情意)적 특성을 함양 : 의사소통, 협력학습, 모둠학습

3) 더불어 함께하는 수학

- 정보 처리, 보고서 작성, 프로젝트 수행, 모둠 활동을 통한 소통, 대입 전략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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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 시간 계획

차시 과목 1일차 3일차 5일차 7일차 9일차 11일차 13일차 15일차

1

미적분Ⅰ

개념강의 및 기

본문제 풀이 / 

수능기출문제

풀이

(모둠별 협력

학습)

개념강의 및 기

본문제 풀이 / 

수능기출문제

풀이

(모둠별 협력

학습)

개념강의 및 기

본문제 풀이 / 

수능기출문제

풀이

(모둠별 협력

학습)

개념강의 및 기

본문제 풀이 / 

수능기출문제

풀이

(Project 학습)

개념강의 및 기

본문제 풀이 / 

수능기출문제

풀이

(Project 학습)

개념강의 및 기

본문제 풀이 / 

수능기출문제

풀이

(모둠별 협력

학습)

개념강의 및 기

본문제 풀이 / 

수능기출문제

풀이

(모둠별 협력

학습)

개념강의 및 기

본문제 풀이 / 

수능기출문제

풀이

(모둠별 협력

학습)

2

3

4

차시 과목 2일차 4일차 6일차 8일차 10일차 12일차 14일차

1

확률과통계

개념강의 및 기

본문제 풀이 / 

수능기출문제

풀이

(모둠별 협력

학습)

개념강의 및 기

본문제 풀이 / 

수능기출문제

풀이

(모둠별 협력

학습)

개념강의 및 기

본문제 풀이 / 

수능기출문제

풀이

(Project 학습)

개념강의 및 기

본문제 풀이 / 

수능기출문제

풀이

(Project 학습)

개념강의 및 기

본문제 풀이 / 

수능기출문제

풀이

(모둠별 협력

학습)

개념강의 및 기

본문제 풀이 / 

수능기출문제

풀이

(모둠별 협력

학습)

개념강의 및 기

본문제 풀이 / 

수능기출문제

풀이

(모둠별 협력

학습)

2

3

4

다. 교육내용

1) 수업의 흐름

-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2과목)을 본 교재 1권씩 마스터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 : 블랙라벨(진학사))

- 수업은 과목당 각 4차시 중 2차시는 개념 및 기본문제 풀이, 1차시는 수능기출문제 풀이, 1차시

는 프로젝트 보고서 발표로 진행

- 과목당 부교재를 제작하여 자기주도 학습과제 부여

- 과목당 본 차시 내용을 프로젝트 보고서 작성과제 부여

2) 모둠별 협력 학습(강의식 수업 + 자기주도학습 과제 + 프로젝트 과제) 학습 진행

- 강의식 수업, 자기주도학습 과제 수행은 개별학습으로 진행

- 모둠편성은 개인의 학습성취를 고려하여 고르게 편성함

- 모둠별 협력 학습 과제 발표는 총 28회 차로 매시간 랜덤으로 모둠을 선정하여 발표 진행

※ 어떤 모둠이 발표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발표 준비는 모든 모둠이 해야 함

먼저 발표한 사람은 다음 발표에서 제외(모든 학생에게 1번씩 발표기회 부여함)

- 프로젝트 준비는 모든 프로그램 종료 후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정보 처리실에서 진행함

※ 모둠별 노트북 2대, 프린터기, 인터넷망 제공

- 자기주도 학습과제는 단원별 핵심 수능기출문제를 회차별로 부여함

3) 대입 전략 분석 상담

- 대입 전략 상담 팀장 : ○○○선생님

- 본인의 성적에 대한 이해(현재 점수는 어느 대학 수준)

-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자신의 진로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 선택 방법)

- 대학별 입시 전략에 대한 이해(대학별 상황에 맞는 2,3학년 생활기록부 관리 방법)

-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고민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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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과목 교육내용 자기주도 학습 과제 발표 과제

1차시

미적분Ⅰ

수열의 극한

- 수열의 수렴, 발산

- 수열의 극한에 관한 기본 성질, 등비수열의 극한값

수능 기출문제 프린트-

수열의극한(1)

모둠별 협력학습

과제 발표

확률과통계

순열과 조합

-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순열의 뜻, 조합의 뜻

-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수능 기출문제 프린트-

순열과조합(1)

모둠별 협력학습

과제 발표

2차시

미적분Ⅰ

수열의 극한

- 급수의 수렴, 발산, 등비급수

- 등비급수를 활용

수능 기출문제 프린트-

수열의극한(2)

모둠별 협력학습

과제 발표

확률과통계

순열과 조합

- 중복조합, 이항정리 

-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 확률의 기본 성질, 확률의 

덧셈정리, 여사건의 확률

수능 기출문제 프린트-

순열과조합(2)

모둠별 협력학습

과제 발표

3차시

미적분Ⅰ

함수의 극한과 연속

- 함수의 극한의 뜻,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수능 기출문제 프린트-

함수의 극한과 연속(1)

모둠별 협력학습

과제 발표

확률과통계

확률

- 조건부확률의 뜻

- 사건의 독립과 종속, 확률의 곱셈정리

수능 기출문제 프린트-

확률(1)

모둠별 협력학습

과제 발표

(Project 학습)

4차시

미적분Ⅰ

함수의 극한과 연속

- 함수의 연속의 뜻, 연속함수의 성질

-미분계수의 뜻,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 미분가능성과 

연속성의 관계

수능 기출문제 프린트-

함수의 극한과 연속(2), 

다항함수의 미분법(1)

모둠별 협력학습

과제 발표

(Project 학습)

확률과통계

통계

- 확률변수와 확률분포의 뜻

-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평균)과 표준편차

수능 기출문제 프린트-

통계(1)

모둠별 협력학습

과제 발표

(Project 학습)

5차시

미적분Ⅰ

다항함수의 미분법

- 함수   (은 양의 정수)의 도함수, 함수의 실수배, 

합, 차, 곱의 미분법, 다항함수의 도함수

- 접선의 방정식, 함수에 대한 평균값 정리, 함수의 증가, 

감소, 극대와 극소

수능 기출문제 프린트-

다항함수의 미분법(2)

모둠별 협력학습

과제 발표

(Project 학습)

확률과통계

통계

- 이항분포의 뜻, 평균과 표준편차

- 정규분포의 뜻, 표준정규분포

수능 기출문제 프린트-

통계(2)

모둠별 협력학습

과제 발표

6차시 미적분Ⅰ

다항함수의 미분법

-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방정식과 부등식에 활용,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문제에 활용

- 부정적분의 뜻, 함수의 실수배, 합, 차의 부정적분, 다항함

수의 부정적분

수능 기출문제 프린트-

다항함수의 미분법(3)

모둠별 협력학습

과제 발표

4) 생활기록부 관리

- 매시간 진행되는 모둠별 협력 학습의 결과물을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함

- 소수 정예 수업이 진행되므로 개별 관찰평가가 가능하며, 보다 세부적이고 양질의 내용으로 입

력함 

- 자신의 진로 선택과 부합되는 내용으로, 진로방향성을 담은 내용으로 입력함 

라. 교육 세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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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과통계

통계

- 모집단과 표본의 뜻, 표본평균과 모평균의 관계

- 표본평균과 모평균의 관계

수능 기출문제 프린트-

통계(3)

모둠별 협력학습

과제 발표

7차시

미적분Ⅰ

다항함수의 적분법

- 구분구적법, 정적분의 뜻,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관계

-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수능 기출문제 프린트-

다항함수의 적분법(1)

모둠별 협력학습

과제 발표

확률과통계

통계

- 모평균을 추정 및 결과해석

- 표본비율과 모비율의 관계, 모비율의  추정 및 결과해석

수능 기출문제 프린트-

통계(4)

모둠별 협력학습

과제 발표

8차시 미적분Ⅰ
다항함수의 적분법

- 정적분의 활용

수능 기출문제 프린트-

다항함수의 적분법(2)

모둠별 협력학습

과제 발표

Ⅶ 수학과 연구 동아리(Sherpa)

1. 명칭

히말라야 고산등반에서 안내인 역할을 하는 셰르파처럼 학생들의 수학 학습을 돕는 것을 연구하는 

모임

2. 목적 : 경희고 수학문화 개선 프로젝트

가. 경희고 수학과 교육 방향에 맞도록 수업 개선, 수학 관련 문화 행사 개선, 수학 교사의 소통 개선

의 노력

나. 교내대회, 수행평가와 연계하여 학생들의 행사 참여도를 높이면서 수학에 대한 태도 개선

3. 운영방침 

가. 수학 교사들 간의 소통을 위해 매주 1시간 정기 모임을 가짐

나. 수학과의 다양한 행사에 대한 내용을 기획, 실행, 평가

Ⅷ 수학과 교과 교육 예산

순 사 업 명
집행

시기(월)

예산내역 및 산출기초

(단가 × 개)

예  산

요구액

1 통계활용대회 5
통계특강 강사료  300,000원

실물포스터 제작비 20,000원×15개
600,000

2 수학 소논물 발표대회 11 학생 결과물 제작비(자료집) 800,000원 800,000

3 융합체험전 9

체험 재료비(문구류, 교구구입 등) 1,000,000원

전시 재료 구입비 200,000원

학생 결과물 제작비(자료집) 800,000원

팜플렛, 포스터 제작비 1,000,000원

3,000,000

4 파이데이페스티벌 3 초코파이(24입) 10,000원×40개 400,000

5 수능100회 3
디지털초시계 15,000원×8개 120,000

자료집 제작 관련 7,000,000

계 11,9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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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어과 교육 계획

Ⅰ 영어과 교육 방향

1. Reading과 Listening능력을 길러 영어 이해 및 수용 능력을 향상시킨다.

2. Speaking과 Writing능력을 길러 영어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3. 영어로 쓰인 서적과 자료학습을 통해 여러나라의 문화를 이해한다.

Ⅱ 영어과 수업 계획

1. 실용영어 역량 강화 교육

가. 교과서의 다양한 activity를 활용한 group working 과 speaking 능력 향상

나. 교과서 주제에 관한 영어 글쓰기를 통한 writing 실력 향상

다. 영어 청취 연습 및 대회를 통한 listening 실력 향상

2. 수준별 수업 – 1,2학년에서 실시

가. 1학년

1) 진행방식 : 1,2반 / 3,4반 / 5,6반 / 7,8반 (2개 학급씩 묶어 A반/B반으로 나누어 편성)

2) 수준별 부교재 선정 및 수업방식

A반 B반

교재

개념원리 VOCA 수능필수편

자이스토리 전국연합 고1 영어 

능률기본영어

수업방식
-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기반으로 토론 및 발표식 수업

- 고난도 지문 관련 강의

- 기초 어후 및 문법과 관련된 강의

- 교과서 지문 및 쉬운 난이도의 지문을 분석하는 능력

을 키우는 수업

나. 2학년

1) 진행방식

가) 인문계열(1~3반) : 1,2,3반을 묶어 A반/B1반/B2반으로 나누어 편성

나) 자연계열(4~8반) : 4,5,6반을 묶어 A반/B1반/B2반으로 나누어 편성

7,8반을 묶어 A반/B반으로 나누어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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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준별 부교재 선정 및 수업방식

A반 B반

교재

능률 VOCA 고교필수편

마더텅 학평기출문제집[고2 영어독해] 

능률 기본영어

수업방식
-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기반으로 토론 및 발표식 수업

- 유형별로 정답률이 낮은 고난도 지문 관련 강의

- 기초 어휘 및 문법과 관련된 강의

- 교과서 지문 및 쉬운 난이도의 지문을 분석하는 능력

을 키우는 수업

3. 대입 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대비 – 3학년

가. 수능 EBS연계 문제를 대비하여 EBS 교재를 부교재로 활용

나. 수능 지문을 분석하고 직접 연계문제를 만들고 강의하는 수행평가 실시

다. 학습 지문과 같은 주제를 가진 외부지문을 직접 찾아 분석/학습함으로써 영어실력 뿐만 아니라 

배경지식을 확장

1학기 2학기

부교재
EBS 수능특강 영어

EBS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EBS 수능완성 영어

수업방식

- 유형별 지문 풀이 강의 및 고난도 구문 분석 연습

TED강연문을 영어로 듣고 이해하며 본인의 관심분야

에 대한 이해 증대

- 유형별 지문 풀이 강의 및 고난도 구문 분석 연습

- Extensive Reading Material을 이용한 다양한 배경

지식을 쌓는 독해활동

Ⅲ 영어과 평가 계획

학년 과목

주당 

수업 

시수

1학기 2학기

수행

평가

정기고사 

총점
수행

평가

정기고사 

총점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서․논

술형
선택형

서․논

술형
선택형

서․논

술형
선택형

서․논

술형
선택형

1학년
실용영어 I 5 45 55 100

영어 I 5 45 55 100

2학년

실용영어 II 6 45 55 100

실용영어회화 6 45 55 100

실용 영어독해와 

작문
6 45 55 100

3학년

영어독해와 작문 5 45 55 100

영어 II 5 45 55 100

심화영어독해 I 5 45 5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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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명 대회개요 대상
시행

시기

수행평가

연계여부
실시방식 담당자

영어경시대회 수능형 지문 이해 능력 평가 1학년 4월4주차 경시대회
1학년 

영어담당

영어경시대회 수능형 지문 이해 능력 평가 2학년 4월4주차 경시대회
2학년

영어담당

영어경시대회 수능형 지문 이해 능력 평가 3학년 4월4주차 경시대회
3학년

영어담당

영어번역 경시대회 영어 지문을 한글로 번역하기 1학년 6월4주차 경시대회
1학년

영어담당

영어번역 경시대회
한글 지문을 영어로 /

영어 지문을 한글로 번역하기
2학년 6월4주차 경시대회

2학년

영어담당

영어번역 경시대회
한글 지문을 영어로 /

영어 지문을 한글로 번역하기
3학년 6월4주차 경시대회

3학년

영어담당

영어

에세이쓰기 대회

교과서 단락에 주어진 주제를 이용한 

에세이 작성
1학년

1학기

중간수행
O

수업 중

작성/발표

1학년

영어담당

영어

에세이쓰기 대회

교과서 단락에 주어진 주제를 이용한 

에세이 작성
2학년

1학기

중간수행
O

수업 중

작성/발표

2학년

영어담당

영어

에세이발표 대회

본인이 작성한 에세이를 외워서 영어로 

발표
1학년

1학기

기말수행
O

수업 중 

작성

1학년

영어담당

영어

에세이발표 대회

본인이 작성한 에세이를 외워서 영어로 

발표
2학년

1학기

기말수행
O

수업 중 

작성

2학년

영어담당

영어 문화 탐구 보고서

쓰기 대회

소개하고 싶은 문화를 정해 영어로 

보고서를 작성
1학년

2학기

중간수행
O

수업 중

작성/발표

1학년

영어담당

영어 문화 탐구 보고서

쓰기 대회

소개하고 싶은 문화를 정해 영어로 

보고서를 작성
2학년

2학기

중간수행
O

수업 중

작성/발표

2학년

영어담당

영어 문화 탐구 보고서

발표 대회
본인이 작성한 보고서를 영어로 발표 1학년

2학기

기말수행
O

수업 중 

작성

1학년

영어담당

영어 문화 탐구 보고서

발표 대회
본인이 작성한 보고서를 영어로 발표 2학년

2학기

기말수행
O

수업 중 

작성

2학년

영어담당

영어 고전 

감상문 대회

유명한 고전을 영어원서로 읽고 독서 

감상문 제출
1학년

7월3주차

마감
O

감상문

제출

1학년

영어담당

영어 고전 

감상문 대회

유명한 고전을 영어원서로 읽고 독서 

감상문 제출
2학년

7월3주차

마감
O

감상문

제출

2학년

영어담당

영미 문학 

감상문 대회

영미문학 작품을 영어원서로 읽고 독서 

감상문 제출
1학년

12월3주차

마감
O

감상문

제출

1학년

영어담당

영미 문학 

감상문 대회

영미문학 작품을 영어원서로 읽고 독사

감상문 제출
2학년

12월3주차

마감
O

감상문

제출

2학년

영어담당

Ⅳ 영어과 교내 대회(세부 계획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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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명 대회개요 대상
시행

시기

수행평가

연계여부
실시방식 담당자

영어

청취 대회

영어 방송 및 대화를 듣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
1,2학년 9월3주차 경시대회

영어과

부장

영어 말하기 경시대회
최근 시사 관련 주제로 발표문을 

작성하여 영어로 발표
1,2학년 11월2주차 경시대회

영어과

부장

학업능력경진대회

(영어어법부문)

영어어법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인지

능력 평가

1학년
3월 31일

5월 26일
경시대회

1학년 영어

담당

학업능력경진대회

(영어어법부문)

영어어법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인지능력 평가
2학년

3월 31일

5월 26일
경시대회

2학년 영어

담당

학업능력경진대회

(영어어법부문)

영어어법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인지능력 평가
3학년

3월 31일

5월 26일
경시대회

3학년

영어담당

학업능력경진대회

(영어어휘부문)
영어어휘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 평가 1학년

6월 16일

7월 14일
경시대회

1학년 영어

담당

학업능력경진대회

(영어어휘부문)
영어어휘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 평가 2학년

6월 16일

7월 14일
경시대회

2학년 영어

담당

학업능력경진대회

(영어어휘부문)
영어어휘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 평가 3학년

6월 16일

7월 14일
경시대회

3학년

영어담당

학업능력경진대회

(영어독해력부문)

영어지문의 중심내용을 파악해내는 

능력 평가
1학년

9월 8일

11월 3일
경시대회

1학년 영어

담당

학업능력경진대회

(영어독해력부문)

영어지문의 중심내용을 파악해내는 

능력 평가
2학년

9월 8일

11월 3일
경시대회

2학년 영어

담당

학업능력경진대회

(영어문맥부문)

영어지문의 문맥과 흐름을 파악해내는 

능력 평가
1학년 11월 24일 경시대회

1학년 영어

담당

학업능력경진대회

(영어문맥부문)

영어지문의 문맥과 흐름을 파악해내는 

능력 평가
2학년 11월 24일 경시대회

2학년 영어

담당

영어 독서 우수상
양질의 영어원서 독서를 충실하게 이행한 

학생들에게 수여
1학년

7월4주차

시상
O

1학년

영어담당

영어 독서 우수상
양질의 영어원서 독서를 충실하게 이행한 

학생들에게 수여
2학년

7월4주차

시상
O

2학년

영어담당

영어 독서 우수상
양질의 영어원서 독서를 충실하게 이행한 

학생들에게 수여
3학년

7월4주차

시상
O

3학년

영어담당

원서 독서 우수상
양질의 영어원서 독서를 충실하게 이행한 

학생들에게 수여
1학년

12월4주차

시상
O

1학년

영어담당

원서 독서 우수상
양질의 영어원서 독서를 충실하게 이행한 

학생들에게 수여
2학년

12월4주차

시상
O

2학년

영어담당

국제화 인재상
국제화 인재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수행하

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에게 수여
1학년

12월 4주차 

시상

1학년

영어담당

국제화 인재상
국제화 인재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수행하

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에게 수여
2학년

12월 4주차 

시상

2학년

영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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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영어과 행사 계획

1. 외국어 캠프

가. 대상 및 시기 : 1학년 겨울방학

나. 경희고 국어/수학 캠프기간과 동시에 진행

다. 경희대 국제 교육원에서 파견되는 다양한 언어를 쓰는 원어민들과의 수업

라. 외국어를 써야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언어 몰입교육 효과 기대

Ⅵ 영어과 독서 지도 계획

1. Read A Book A Semester(한 학기 한권 이상 영어원서 읽기 활동)

가. 진로 희망 전공분야의 원서 독서 장려

1) 철학, 역사, 문화 뿐 아니라 물리, 생명 등 과학 분야에 관한 원서 독서 장려   

2) 선생님들께서 추천해주신 각 교과별 추천 원서 목록을 통해 독서 가이드 라인 제시

3) 영문학부터 전공도서까지 폭 넓은 독서를 통한 인문학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양성

나. 원서 다독자에게 영어 독서 우수상(2학기 원서 독서 우수상) 수여

1) 매학기말 영어독서를 가장 많이 한 학생에게 수여

2) 감상문의 내용 및 충실도를 평가하여 수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에게만 시상

3) 평가기준

총점 독서 횟수(읽은 권수) 내용의 충실도

100% 80% 20%

다. 영어고전 감상문 대회

1) 널리 읽히는 유명한 고전 작품을 영어로 읽고 줄거리 요약 및 감상문 제출

2) 학교 도서관의 영어원서가 비치된 전용공간을 통해 대출 및 열람 가능

3) Shakespeare, Tolstoy, Dostoevskii 등 유명한 작가의 일대기와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조사하여, 

작품속의 인물의 모습과 갈등의 본질을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

라. 영미문학 감상문 대회

1) 각종 문학대회에서 수상한 작품들을 읽고 줄거리 요약 및 감상문 제출

2) 독서 대상 : 최근 퓰리처 상, 맨부커 상, 노벨 문학상, 뉴베리 상을 받은 작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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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영어과 역점 사업  국제화 인재 프로그램(Global Talent Training Program)

1. 목적

가. 영어로 된 다양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을 기름 - Reading & Listening

나. 이해한 정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표현하는 역량을 기름 – Speaking & Writing

다. Reading / Listening / Speaking / Writing 능력을 모두 갖춘 인재를 육성함

2. 영역별 운영방법

영역 활동 내역 관련 행사

Reading
- 영어 원서 독서 및 감상문 작성

- 한글 지문을 영어로, 영어 지문을 한글로 번역하는 활동

- 영어 고전 감상문 대회

- 영미 문학 감상문 대회

- 영어 번역 대회

Writing 1학기 1회 주제를 정해 에세이 작성
- 에세이 쓰기 대회

- 영어 문화 보고서 쓰기 대회

Speaking & Listening

- 외국어 캠프 참여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배양

- 주제에 관련된 논리적인 글을 작성하고 이를 청중들 앞에서 

발표함

- 영어로 방송되는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 배양

- 외국어 캠프

- 영어 말하기대회

- 영어 청취 대회

3. 우수학생 점수산정 방법

대회별 수상실적(외국어 캠프 제외)

등급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참가

점수 15점 10점 8점 5점 3점 1점

※ 영역별로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일관성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학년 말 국제화인재상을 수여

Ⅷ 영어과 교과 교육 예산

우선

순위
사 업 명

집행 시기

(월)

예산내역 및 산출기초

(단가 × 개)

예  산

요구액

1 영어 말하기 대회 예산 12월 1,500,000 1,500,000

2
영어 주간지 및 영어서적 구입

(교사연구용)
3월

주간지 180,000 × 2종

영어서적 140,000
500,000

3 제2외국어 교과대회 교구 구입 3월 200,000 200,000



2017학년도 학교교육계획

62  

4. 사회과 교육 계획

Ⅰ 사회과 교육 방향

1. 학생 참여 수업을 확대하고,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충실히 기록한다.

2. 수행 평가의 영역을 다양화하여 학생의 학업 수행 능력을 다방면으로 신장시킨다.

3. 수준별 단계별 독서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의 독서 토론 능력을 신장시킨다.

4. 독서 컨설팅 과정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사회과 독서 지도 체계를 구축한다.

5. 교과 대회를 내실화하여 학생 특성에 맞는 교내 대회를 계획한다.

6. 교과 전문 동아리를 운영하여 학생부 종합 전형에 초점을 맞춘 진학 계획을 지원한다.

Ⅱ 사회과 수업 계획

1. 중점 추진 과제

가. 교과 특성에 맞는 수업 모델을 교과 연구 모임을 통해 새롭게 설계한다.

나.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 관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다. 서·논술형 평가, 독서,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수행활동을 펼쳐 학생 활동 영역을 넓힌다.

2. 교과 운영 계획

가. 인문 과정 진학 학생을 위해 다양한 사회 선택 교과를 배열하여 학생 선택권을 강화한다.

나. 창의 인성 교육을 위해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융합 학문적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교과 내용을 재

구성한다.

3. 필수 이수 단위

가. 1학년 필수 선택교과 : 한국사(4단위), 법과 정치(4단위), 사회문화(4단위)를 배정한다. 1학년 한

국사는 한국사 전반에 대한 기본 소양을 쌓고, 수능 필수 선택에 맞게 적절한 성취 수준에 도달

할 수 있도록 배정한다. 법과 정치와 사회문화는 서울대 기준 문과 필수 이수 단위를 충족시킴과 

더불어 사회과학과 관련된 기본 소양을 익히도록 도움을 준다.

나. 일반 및 심화 선택 교과 : 2학년 인문 학생들에게 동아시아사(8단위), 경제(8단위)를 배정한다. 

3학 년 인문 학생들에게는 한국지리(8단위), 윤리와 사상(8단위)를 배정한다. 생활·교양에는 철학

(4단위), 실용경제(4단위)를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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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과목

주당 

수업 

시수

1학기 2학기

수행

평가

정기고사 

총점
수행

평가

정기고사 

총점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서․논

술형
선택형

서․논

술형
선택형

서․논

술형
선택형

서․논

술형
선택형

1학년

한국사 2 20 10 30 10 30 100 20 10 30 10 30 100

사회문화 4 30 10 25 10 25 100

법과정치 4 30 10 25 10 25 100

2학년
동아시아사 4 20 15 25 15 25 100 20 15 25 15 25 100

경제 4 30 10 25 10 25 100 30 10 25 10 25 100

4. 학년별 교과 안내

구분
학

년
학기 과목 소개

과목별 수업 방식 수행 평가 방식

토론 발표 발문 과제 기타 소논문
서술

논술
자료집 독서 기타

한국사 1 ○ ○

한국사의 기본 소양을 익히고, 수

능 필수 선택에 맞는 교과 지식을 

익힘.

○ ○ ○

법과 

정치
1 ○

사회의 갈등을 조절하고 해결하

는 정치의 기능을 살펴보고 반드

시 알아야 할 최소 규범인 법학의 

기초에 대해 공부함.

○ ○ ○ ○ ○

사회

문화
1 ○

사회 문화 현상의 탐구 개인과 사

회 구조 공동체 생활과 지역 사회 

등 사회학적 소양을 배양함.

○ ○ ○ ○ ○

경제 2 ○ ○

주요 경제 개념과 이론을 기초로 

각종 경제 문제를 해결이해하고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을 배양함

○ ○ ○ ○ ○ ○

동아시

아사
2 ○ ○

동아시아 역사의 흐름을 개괄적

으로 살펴보고 동아사의 역사 문

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봄

○ ○ ○ ○ ○

한국

지리
3 ○ ○

우리나라의 공간구조에 대해 파

악하고 각 지역의 다양한 자연과 

문화 현상에 대해 이해하며 공간

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 해

결하는 역량을 배양함.

○ ○ ○ ○ ○

윤리와 

사상
3 ○ ○

윤리와 철학을 형성한 제반 사상

들을 공부하고 합리적 가치 판단

에 필요한 필수적인 철학적 지혜

를 갖춤.

○ ○ ○ ○

국제관계

와 국제

기구

3 ○

국제 사회에서의 국제기구의 역

할에 대해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바람직한 국제 관계를 위한 합리

적 대안을 모색함.

○ ○ ○ ○ ○

Ⅲ 사회과 평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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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과목

주당 

수업 

시수

1학기 2학기

수행

평가

정기고사 

총점
수행

평가

정기고사 

총점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서․논

술형
선택형

서․논

술형
선택형

서․논

술형
선택형

서․논

술형
선택형

3학년

한국사 0 22.5 27.5 22.5 27.5 100 0 22.5 27.5 22.5 27.5 100

한국지리 4 0 22.5 27.5 22.5 27.5 100 0 22.5 27.5 22.5 27.5 100

윤리와 사상 4 0 22.5 27.5 22.5 27.5 100 0 22.5 27.5 22.5 27.5 100

국제관계와

국제기구
2 70 30 100

Ⅳ 사회과 교내 대회(세부 계획 포함)

1. 중점 추진 과제

가. 수행평가와 교내 대회를 연계하여 내실 있는 수업 참여를 유도한다.

나. 사회과 경시 대회를 개최하되, 미리 사전 활동을 통해 대회 참여의 의미를 부여한다.

다. 학생 개인별 희망 전공에 맞추어 사회과 교내 대회를 선택하여 참여하게 하고, 학생별로 참여한 

내용과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한다.

2. 교내 대회

대회명 주요 내용 대상 시기 방식 담당자 예산

1 역사탐구 보고서대회 역사주제를 선정하여 탐구 보고서 제출 1학년
6월

2주차
보고서 제출 최우석 없음

2 역사 모의법정 대회 역사적 쟁점에 관해 토론 수업을 진행 1학년
10월

3주차
대본 제출 최우석 없음

3
동아시아 문화사 탐구 

보고서 대회

동아시아 문화사를 주제로 계보적 보고서 

작성
2학년

6월

2주차
보고서 제출 강사 없음

4
동아시아 전쟁사 

발표 대회
생생한 동아시아 전쟁을 선정하여 발표 2학년

10월

3주차
발표 없음

5 지역답사 보고대회
학생 개인별 특정 지역을 선정하여 자연, 

인문적 사고를 통한 보고서를 작성 발표
3학년

6월

4주차
발표 황승근 없음

6 경제사상 탐구대회
현대 경제학의 철학적 기반에 대한 심층 

탐구 대회
2학년

5월 

2주차

탐구 계획서와

보고서 제출
심재영 없음

7 경제정책 발표대회
경제 분야 시사 쟁점 및 경제 정책에 대한 

심층 탐구 및 발표 대회
2학년

10월

3주차

탐구 계획서와

보고서 제출
심재영 없음

8 정책 전문가 대회
사회의 각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안 모색
1학년

4월

3주차
보고서 제출 남현진 없음

9 국제문제 분석대회
국제사회에서 국제 문제 중 사례를 분석

하고 발생 원인과 해결 방안을 모색
1학년

9월

1주차
보고서 제출 남현진 없음

10 국제기구 발표대회
국제기구의 역할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국

제관계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
3학년

4월

1주차
발표 김민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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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내 대회 세부 계획

가. 역사 탐구 보고서 대회

- 목적 : 역사 주제를 선정하여 각종 논문을 활용하여 보고서 작성 제출

- 대회주제 : 한국사 관심 주제 선정

- 대상 : 1학년

- 평가항목 : 주제 적합성(30점)/독창성(40점)/완성도(30점) 기준 역사과 교사 평가

나. 역사 모의 법정 대회

- 목적 : 영토 분쟁과 관련된 내용을 모의재판으로 구성

- 대회주제 : 독도 모의 재판 대본을 실제 재판 대본으로 구성 

- 대상 : 1학년

- 평가항목 : 주제 적합성(30점)/독창성(40점)/완성도(30점) 기준 역사과 교사 평가

다. 동아시아 문화사 탐구 보고서 대회

- 목적 : 동아시아 문화사를 선정하여 계보적 글쓰기 시행

- 대회주제 : 동아시아 불교, 유교, 성리학 등 문화사를 선택

- 대상 : 2학년 인문과정

- 평가항목 : 주제 적합성(30점)/독창성(40점)/완성도(30점) 기준 역사과 교사 평가

라. 동사시아 전쟁사 발표 대회

- 목적 : 동아시아사의 주요 전쟁사를 발표

- 대회주제 : 청일전쟁, 러일전쟁 등 중요한 전쟁을 과정, 의미, 영향으로 구성

- 대상 : 2학년 인문과정

- 평가항목 : 주제 적합성(30점)/독창성(40점)/완성도(30점) 기준 역사과 교사 평가

마. 지역 답사 보고 대회

- 목적 : 개인별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성을 파악

- 주제 : 지역 선정에 따른 인문・자연적 특성 파악

- 대상 : 3학년 인문과정

- 평가항목 : 선정 지역의 적절성, 공간 분석의 타당성, 지역성 파악 완성도 

바. 경제 사상 탐구 대회

- 목적 : 현대 경제학의 철학적 기반이 되는 사상을 탐구함으로써 경제 이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동시에 현대 사회의 경제적 쟁점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형성하기 위함. 

- 대회 주제 : 경제 사상 전반 (고전 ~ 현대)

- 대상 :  2학년 인문과정 

- 참여 방법

･ 개인별로 탐구계획서 및 탐구보고서 제출 : 리로스쿨에 파일 탑재하여 제출

- 평가 항목 : 선정한 주제의 적절성, 검색한 자료의 다양성과 적합성, 경제 사상에 대한 심층적 

파악 수준, 스스로 탐구를 완성하려는 노력 등

사. 경제 정책 발표 대회

- 목적 : 청소년 경제 참여의식 고취 및 국민경제 이해능력 향상

- 대회명 : 교내 경제정책 탐구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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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 주제 : 우리나라 국민경제의 주요 현안 및 관련 정책에 대한 탐구

- 대상 :  2학년 인문과정 

- 참여 방법

･ 개인별로 탐구계획서 및 탐구보고서 제출 : 리로스쿨에 파일 탑재하여 제출

- 대회 참가 방법 및 유의사항

･ 우리나라 국민경제의 주요 현안 중 최근 이슈가 된 주제를 선정하여 탐구한다.

･ 주제에 대해 경제 통계, 경제 기사, 전문가 기고문 등의 자료를 수집한다.

･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탐구보고서의 양식에 맞게 탐구 절차를 진행한다.

･ 수집한 자료의 내용을 그대로 베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 다른 곳에서 작성된 탐구 자료를 베끼거나 대리 작성을 하여서는 안 된다.

- 평가 항목 : 선정한 주제의 적절성, 검색한 경제 자료의 다양성과 적합성, 우리나라 국민경제의 

현황 파악 수준, 문제점 분석 및 대안 제시 능력, 스스로 탐구를 완성하려는 노력 등

아. 정책 전문가 대회

- 목적 : 청소년의 사회 참여 의식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탐구 능력 향상

- 대회 주제 : 우리나라의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분석 및 해결방안으로서의 정책 탐구

- 대상 :  1학년

- 대회 참가 방법 및 유의사항

･ 우리나라의 주요 현안 중 최근 이슈가 된 주제를 선정하여 탐구한다.

･ 주제에 대해 통계자료, 신문기사, 전문가 기고문 등의 자료를 수집한다.

･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탐구보고서의 양식에 맞게 탐구 절차를 진행한다.

･ 수집한 자료의 내용을 그대로 베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 다른 곳에서 작성된 탐구 자료를 베끼거나 대리 작성을 하여서는 안 된다.

- 평가 항목 : 선정한 주제의 적절성, 검색한 자료의 다양성과 적합성, 우리나라의 현황 파악 수

준, 문제점 분석 및 대안 제시 능력, 계획서와 보고서의 분량 등

자. 국제 문제 분석 대회

- 목적 : 국제 사회의 주요 현안 및 문제점에 대한 탐구

- 대회 주제 : 국제 사회의 주요 현안 및 문제점에 대한 탐구

- 대상 :  1학년 

- 평가 항목 : 보고서 제출시 필수 제출 항목 확인, 선정한 자료의 다양성과 적합성, 보고서 및 

PPT 제작 수준, 국제 문제의 현황 파악 수준, 문제점 분석 및 대안 제시 능력, 해결방안의 현실

성, 모둠활동 기여도 등

차. 국제 기구 발표 대회

- 목적 : 국제 사회의 발전을 위한 국제 기구의 역할 분석

- 대회 주제 : 국제 기구의 역할과 구체적 활동에 대한 탐구

- 대상 : 경희고등학교 3학년 해당 수업 참여자 전원

- 평가 항목 : 선정 국제 기구의 적절성, 발표 자료의 신뢰성, 필수 내용요소 항목 확인, 발표 내

용의 논리성과 체계성, 올바른 발표 태도, 진로와의 연계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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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사회과 행사 계획

1. 인문・사회 탐구의 날 

대회 명칭 구체적 내용 대상 시기 수행연계 방식 담당자

1 역사 논술대회
한국사 관련 논술 문제 출제

(예 : 사료해석)
1,2학년

7월

4주차
× 경시대회

최우석

이종경

2 경제 논술대회
경제 교과서를 바탕으로 

사고력 중심의 논술 경시

2학년

인문

7월

4주차
× 경시대회 심재영

3
바칼로레아

철학 논술대회

주제별 철학 논술문 

작성 대회

2학년

인문

7월

4주차
× 경시대회 권혁춘

2. 인문・사회 탐구의 날  세부 계획

가. 역사 논술 대회

- 목적 : 역사적 글쓰기 능력 신장

- 대회명 : 교내 역사논술대회

- 대회주제 : 자료를 바탕으로 해석, 역사적 견해 밝히기

- 대상 : 경희고등학교 1, 2학년 문과 학생 

- 평가 방법 : 대회 참가자의 답안지를 수합하여 문제별로 별도의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 마친 후 

100점 만점의 득점 순서에 따라 우수 답안을 시상함.

- 담당 교사 : 역사과 담당교사 최우석, 이종경

- 시상 계획 : 참가자 중 20% 이내로 교내상 시상 계획

나. 경제 논술 대회

- 목적 : 국민경제 이해능력 향상 및 대입 논술 전형 대비

- 대회명 : 교내 경제논술대회

- 대회주제 : 경제 이슈 – 소득 분배 상태에 대한 분석과 평가

- 대회 일정

대회 및 시상 2017. 7월

대회 시간 100분간

- 대상 : 경희고등학교 2학년 인문과정 재학생 전원

- 평가 방법 : 대회 참가자의 답안지를 수합하여 문제별로 별도의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을 마친 

후 100점 만점의 득점 순서에 따라 우수 답안을 시상함.

- 담당 교사 : 사회과 교과담당교사 심재영

- 시상 계획 : 참가자 중 20% 이내로 교내상 시상 계획

다. 바칼로레아 철학 논술 대회

- 목적 : 사물이나 현상에 대하여 문제 의식을 가지고 참신한 논거를 바탕으로 비판적·창의적 사

고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사회적 배경과 원인, 대안 등에 대한 분석적·종합적인 사고력을 향상

시키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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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명 : 교내 바칼로레아 철학 논술대회

- 대회 일정

대회 및 시상 2017. 7월

대회 시간 100분간

답안 분량 1500자 내외

- 대회주제 : 현대 정보화 사회의 정보 홍수 속에서 인식 주체가 어떻게 해야 현상에 현혹되지 

않고 올바른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

- 대상 : 경희고등학교 2학년 인문과정 재학생 전원

- 논술 출제방향

라. 평가 목표

평가목표
교과과정과 관련된 동서고금의 고전을 바탕으로 보편적인 주제에 대해 논리적으로 분석 비판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목표를 둠

평가 내용
- 제시된 조건에 맞게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였는가를 평가함 

- 작성 답안이 통일성을 지니고 논리적으로 전개되었는가를 평가함 

출제 및

평가 원칙

교과과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분석 요약하고 완성 하거나 논쟁적인 사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펼치는 방식으

로 출제함 

- 담당 교사 : 사회(윤리)과 교과담당교사 권혁춘

- 시상 계획 : 참가자 중 20% 이내로 교내상 시상 계획 

3. 교외 대회

전공 분야 세부추진내용 대상 시기

경제 매경test, 한경 태셋 참가 희망자 연중 실시하는 대회임

법, 사회
우리 헌법 만들기 공모전

사회정책토론대회
참가희망자 연중

역사

한국사 능력 시험

우리역사바로알기대회

청소년 역사체험

다산독서토론대회

역사 비평반 및

참가희망자
연중

지리 전국 지리올림피아드 참가 희망자 연중

4. 방과후 학교를 활용한 사회과 특강

교과목 특강 내용 대상 시기

한국사 한국사 능력시험 특강 신청학생 1, 2 학기중

지리 공간 구조의 이해 특강 신청학생 1, 2 학기중

경제 대입 논술에 잘 나오는 경제 사상 및 학설 특강 신청학생 2 학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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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단계별 추천도서 독서 지도 교사

역사학

기본
다시 찾는 우리역사

다시 쓰는 근현대사
최우석

중급 병자호란 최우석

고급 21세기 역사학 최우석

사회학

기본 대중문화의 겉과 속 남현진

중급 누구를 위한 미래인가 남현진

고급 사회계약론 남현진

경제학

기본
통계로 풀어가는 빅데이터(박성현 외)

생각에 관한 생각(대니얼 카너먼)
심재영

중급
불황의 경제학(폴 크루그먼)

애덤스미스 구하기(조나단B. 와이트)
심재영

고급

맨큐의 경제학 (맨큐)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토드 부크홀츠)

심재영

Ⅵ 사회과 독서 지도 계획

1. 목적

가. 사회과 전공 도서를 교사와 학생이 함께 읽고 다양한 의미를 탐색하는 사전 교육을 거쳐 독서컨

설팅을 실시한다.

나. 전공 교과에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과 깊이 있는 사고 능력을 배양하고 지속

적으로 독서 습관을 형성하도록 한다.

2. 추진 계획

가. 1년에 전공별 교양 도서를 선정하고, 프로그램에 따라 읽고, 독후 활동을 한 후 이를 종합하여 

글쓰기로 정리한다.

나. 성실하게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맞춤형 독서 컨설팅을 제공한다.

3. 단계별 추진 계획

1단계 - 동기 유발 2단계 - 정보탐색 3단계 - 적성 심화

학생의 적성과 흥미를 확인하고 이를 키울 

서적 제시

적성이 정해지면 구체적인 진로 및 전공 

탐색

적성과 전공이 정해졌으면 관련 분야 인문 

소양 계발

기초적인 관련 도서를 제공
지리 분야에 관심 있다면 관련 학과와 대

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

지리학을 결정한 학생에게 심화 전공 도서

를 제시

4. 독서 지도

가. 독서 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학생에 한해 사회과 독서 지도 컨설팅을 단계적으로 제공한다.

나. 독서 컨설팅 대상 학생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공별 진학 컨설팅을 제공한다.

다. 전공 심화과목 이수 학생에게는 교과 독서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체계적으로 기록한다.

5. 세부 전공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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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단계별 추천도서 독서 지도 교사

정치학

기본 정의란 무엇인가 남현진

중급 정치의 이동 남현진

고급 정치학 남현진

윤리 및 철학

기본
청소년을 위한 서양철학사

청소년을 위한 동양철학사
권혁춘

중급 세계의 교양을 읽는다 권혁춘

고급 노자 도덕경과 왕필의 주 권혁춘

지리학

기본 교실 밖 지리여행 황승근

중급 지리 이야기 황승근

고급 경제지리학 황승근

Ⅶ 사회과 역점 사업

1. 사회과 전공 동아리 활동

가. 목적

1) 학생의 소질 개발에 적합한 동아리를 육성하여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2) 다양한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하여 학생 체험 활동의 폭을 넓힌다.

나. 운영방침

1) 학기 초에 학생들에게 희망 개설 동아리를 선정하고 타당성 검토 후에 동아리 개설을 지원한다.

2) 전공별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외부 활동을 소개하고 관련 행사 참여를 적극 지원한다.

3) 동아리 활동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한다.

다. 운영계획

1) 전공별 한개 이상 동아리 조직 및 운영 활성화한다.

2) 학생 동아리 활동을 정비하여 다양한 외부 활동을 소개한다.

3) 상설 동아리를 개설하여 재학생 멘토 멘티 체계를 구축한다. 

라. 세부 동아리 지도 계획

연번 과목 성명 동아리 주요 활동 내용

1 역사 이종경 역사 탐구반 역사 유적지 탐방 후 역사 소논문 작성

2 경제 심재영 경제, 경영 탐구반
경제 현상을 탐구하고 경제 이론을 학습함

경제학 분야 진학 학생을 위한 동아리 활동

3 사회문화 남현진 사회과학 탐구반
관심 있는 사회과학 분야에 대하여 자유롭고 다양한 독서, 토론 

및 탐구 활동

4 윤리와 사상 권혁춘 노자 도덕경반 원전 강독과 해설

5 지리 황승근 수학 여행반
2학년 학생을 대상(학생회 대표 및 학급 임원 위주 구성)으로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소규모 동아리 구성, 실행

6 지리 황승근 지역 연구반
학생 개인별로 특정 지역을 선정하여 자연 및 인문 지리적 현상

에 대해 조사, 연구하여 지역성을 파악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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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과목

주당 

수업 

시수

1학기 2학기

수행

평가

정기고사 

총점
수행

평가

정기고사 

총점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서․논

술형
선택형

서․논

술형
선택형

서․논

술형
선택형

서․논

술형
선택형

1학년
화학Ⅰ 2 25 12.5 25 12.5 25 100 25 12.5 25 12.5 25 100

생명과학Ⅰ 2 25 12.5 25 12.5 25 100 25 12.5 25 12.5 25 100

5. 과학기술과 교육 계획

Ⅰ 과학기술과 교육 방향

1. 자연 현상에 대하여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여, 과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한다.

2.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길러 자연 현상에 대한 이해와 문제 해결에 필요한 과학적 소

양을 기른다.

3. 과학기술과 관련된 전공 분야로 진출하는 데 필요한 전공 기초 소양을 기른다.

Ⅱ 과학기술과 수업 계획

1. 실험ㆍ관찰ㆍ체험 중심의 교수․학습 활동으로 과학적 탐구력 및 창의력을 신장시킨다.

2. 다양한 교육 매체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학습 동기를 유발시킨다.

3. 과학 관련 분야 간에 융합 교육(STEAM)을 추진한다.

4. 교과 수업 내용과 현대 첨단 과학 기술과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신의 진로

를 구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Ⅲ 과학기술과 평가 계획

1. 성취평가제에 따른 평가 계획 수립

가. 전 학년 전 과목에 성취평가제가 적용되므로 모든 교과목에 대하여 성취평가제를 도입하여 평가

한다.

나. 성취평가제에 적용하는 분할점수는 평가의 난이도와 정답률을 바탕으로 분할점수 산출프로그램

을 통해 산출한다.

2. 평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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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과목

주당 

수업 

시수

1학기 2학기

수행

평가

정기고사 

총점
수행

평가

정기고사 

총점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서․논

술형
선택형

서․논

술형
선택형

서․논

술형
선택형

서․논

술형
선택형

2학년

물리Ⅰ(인문) 2 25 12.5 25 12.5 25 100 25 12.5 25 12.5 25 100

물리Ⅰ(이공의학) 2 25 12.5 25 12.5 25 100 25 12.5 25 12.5 25 100

지구과학Ⅰ 2 25 12.5 25 12.5 25 100 25 12.5 25 12.5 25 100

화학Ⅱ 3 25 12.5 25 12.5 25 100 25 12.5 25 12.5 25 100

생명과학Ⅱ 3 25 12.5 25 12.5 25 100 25 12.5 25 12.5 25 100

화학실험 2 25 12.5 25 12.5 25 100

생명과학실험 2 25 12.5 25 12.5 25 100

기술 가정 2 60 20 20 100 60 20 20 100

3학년

화학Ⅰ 2 25 12.5 25 12.5 25 100

물리Ⅱ 4 25 12.5 25 12.5 25 100 25 12.5 25 12.5 25 100

화학Ⅱ 4 25 12.5 25 12.5 25 100 25 12.5 25 12.5 25 100

생명과학Ⅱ 4 25 12.5 25 12.5 25 100 25 12.5 25 12.5 25 100

지구과학Ⅱ 4 25 12.5 25 12.5 25 100 25 12.5 25 12.5 25 100

프로그래밍 2 60 20 20 100

대회명(행사명) 참가 대상 수행평가 연계 대회(평가) 시기 시상 시기 담당자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전학년 비연계 4월 2주차 5월 2주차 이재국

제1회 과학 경시대회
1학년

2,3학년 자연
비연계 5월 17일 5월 4주차 유혜원

과학의 날 행사(각종대회)

물로켓 발사대회

화학전지아이디어대회

반려동물연구발표대회

과학퀴즈대회

글라이더날리기대회

역학적에너지 구조물 발표대회

안전구조물만들기대회

과학창업아이디어대회

1,2학년 자연 비연계 5월 17일 5월 4주차 유혜원

과학논문 연구대회(3학년) 3학년 자연 연계 6월 13일 6월 4주차 김기권

과학 독서 대회(1,2학년) 1,2학년 연계 6월 13일 6월 4주차 김진희

제1회 과학논술대회
1학년

2,3학년 자연
비연계 7월 3주차 7월 4주차 박현묘

Ⅳ 과학기술과 교내 대회(세부 계획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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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명(행사명) 참가 대상 수행평가 연계 대회(평가) 시기 시상 시기 담당자

제1회 의학체험 보고서 대회

1학년 생명과학 

중점학급

2학년 의학과정

비연계 8월 4주차 9월 1주차 손효정

학생탐구발표대회 전학년 연계 9월 1주차 9월 3주차 김동만

창의로봇 영재학급 산출물대회 1,2학년 영재학급 비연계 11월 3주차 12월 2주차 이재국

나도 의학자 발표대회 1,2학년 연계 11월 3주차 2월 2주차 손효정

제2회 과학 경시대회
1학년

2학년 자연
비연계 12월 3주차 12월 4주차 유혜원

제2회 과학논술대회
1학년

2학년 자연
비연계 12월 3주차 12월 4주차 김동만

로봇 경진 대회 1,2학년 비연계 12월 3주차 12월 4주차 이재국

과학논문 연구대회(1,2학년) 1,2학년 연계 12월 3주차 12월 4주차 김기권

의학 토론대회
1학년

2학년 자연
비연계 12월4주차 2월 2주차 손효정

제2회 의학체험 보고서 대회

1학년 생명과학 

중점학급

2학년 의학과정

비연계 2월 1주차 2월 2주차 박현묘

Ⅴ 과학기술과 행사 계획

1. 과학과 창의적체험활동 동아리 및 영재학급 운영

가. 1, 2, 3학년 희망 학생들 대상으로 동아리 활동(연중 상시) 실시

나. 창의·로봇 영재학급 : 토요휴무일 프로그램과도 연계(박현묘, 이훈, 이재국)

2.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실시

가. 교내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실시 (교육청 공문에 의거하여 4월 2주차에 실시)

나. 우수 발명품을 선정하여 시상한 후, 서울특별시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예선에 출품

3. 학생탐구발표대회 실시 (교육청 공문에 의거하여 9월 중 실시)

가. 탐구 주제는 학생의 흥미와 능력에 따라 생활 주변, 자연현상, 범교과적 주제를 자유롭게 선정

나. 과제의 탐구는 관찰, 조사, 자료 분석, 제작, 측정, 실험, 실습, 견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활

동을 통하여 해결한다.

다. 1인 1작품을 개인 또는 단체(팀)명으로 출품하되, 단체(팀)명으로 출품 시 팀원 수는 3인 이내로 

하고 팀원 전원이 탐구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라. 각 학년별 우수학생 상장 및 상품 수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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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 체험학습 실시

가. 다양한 대학별 캠프 학생 신청 및 참여

- 경희대 디스플레이 캠프, KIST 탐방 프로그램, KAIST 영재교육센터, POSTECH 탐구체험, 서

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강연, 연세대학교 고교초청 강연, 서강대학교 이공계탐방 프로그램 등 

나. 과학 실험동아리 방학 중 캠프 시행

(경희대학교 물리, 화학, 생명과학 실험실, 경희대학교 자연사박물관 연계)

다. 자연과 함께하는 과학테마체험학습

- 동대문구청 교육지원사업 연계하여 천체관측, 갯벌체험, 지질탐사, 과학체험실험 등  

- 1학기 중 학생모집(30명)

5. 과학(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경시대회 실시

가. 1학기 : 과학의 날 행사 시 (5월17일 오전에 실시)

나. 2학기 : 기말고사 직후 (12월3주차에 실시)

6. 과학(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논술대회 실시

- 1학기와 2학기에 1회씩 과목별(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논술대회 실시(1학년 전체, 2,3학년 자연과정)

7. 로봇경진대회 실시

가. 2학기 기말고사 후인 12월 3주차에 1,2학년 대상으로 팀별 신청을 받아서 실시

나. 시상은 각 학년별, 팀별로 단체 시상을 함.

다. 창의·로봇 영재학급 학생들의 봉사활동으로 로봇경진대회 실시

라. 로봇에 대한 관심과 저변 확대

8. 이공계 전문가 특강 (학기별 1회)

가. 의학관련 전문가 특강 :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의학전문기자 등 초빙 (7월3주차에 실시)

나. 공학계열 전문가 특강 : 기계, 전자, 건축공학 분야 전문가 초빙 (12월3주차에 실시)

Ⅵ 과학기술과 독서 지도 계획

1.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기술·가정 분야에서 고등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필독서를 선

정하여 리스트를 학생들에게 제시한 후 ‘과학독서대회’ 실시(연중 독서 후 6월3주차에 대회 

시상)

가. 수행평가 연계하여 권장도서를 비롯한 다양한 책을 읽고 독서록을 제출한 학생 중 우수한 작품을 

제출한 학생에 시상

나. 우수감상문은 교지와 학교신문 등에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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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과 추천 도서 제목 저자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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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스뷔르케 에코리브르

청소년을 위한 시간의  역사 스티븐호킹 웅진지식하우스

쿼크로 이루어진 세상 한스 그라스만 생각의 나무

현대과학의 6가지 쟁점 존캐스티 지식의 풍경

세상 물정의 물리학 김범준 동아시아

화학과 추천 도서 제목 저자 출판사

공기의 연금술 토머스 헤이거 반니

장안꾸러기 돼지들의 화학피크닉 조 슈워츠 바다술판사

재미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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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턴이 들려주는 원자이야기 최미화 자음과 모음

기술·가정과 추천 도서 제목 저자 출판사

테크놀로지의 세계1,2 미래를 준비하는 기술교사 모임 랜덤하우스

적정기술-현대인에게 길을 묻다 김찬중 허원미디어

원전없는 미래로 이이다데쓰나리 도요새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사)여성공학기술인 협회 생각의 나무

뚝딱뚝딱 DIY 15평 반쪽이네 집 최정현 한겨레신문사

공학에 빠지면 세상을 얻는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동아시아

세계가 놀란 한국 핵심 산업 기술 서정욱 외 김영사

2. 수업 중에도 과학관련 도서를 읽고 진로와 연관시켜 줌, 이를 통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입학사정관제 및 면접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

3. 과학기술과 추천도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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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과 추천 도서 제목 저자 출판사

이일하교수의 생물학 산책 이일하 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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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과학과 추천 도서 제목 저자 출판사

국경 없는 과학 기술자들 이경선 뜨인돌 

노벨상과 수리공 권오상 미래의창 

뇌의 미래 미겔 니코렐리스 김영사 

따뜻한 기술 염재호 고즈윈  

세상을 바꾼 우연 그레이엄 도날드 글램북스 

소녀, 적정기술을 탐하다 조승연 뜨인돌 

인문학자, 과학기술을 탐하다 박이문 고즈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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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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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실험주제 개 요

교과

수업

생활속의 산염기 중화반응을 이용하여 생활 속에 사용하는 식초의 몰농도 계산한다.

알칼리 금속의 반응성 실험 금속의 굳기, 수용액에서의 액성 등을 통해 1족 알칼리 금속의 주기성을 확인한다.

일정한 몰농도의 포도당수용액 

만들기 
몰농도의 개념을 익혀서 일정한 몰농도의 포도당 수용액을 만든다.

발열반응과 흡열반응/

땅콩의 연소열 측정

질산암모늄이 용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엔탈피 변화를 이용하여 흡열 반응 확인

과 쿨팩 제조해 본다.

와 의 가역반응

(온도/압력)

질산 용액과 구리금속을 이용해 제조한  기체의 온도와 압력 조건에 따른 

평형이동을 확인한다.

시계반응 반응 물질()의 농도에 따른 반응 속도 변화를 확인한다.

물의 전기분해
물의 전기분해를 통해 화학 결합에는 전자가 관여하는 전기적 성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양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설명한다.

일정한 몰농도의 포도당수용액 

만들기 
몰농도의 개념을 익혀서 일정한 몰농도의 포도당 수용액을 만들 수 있다.

Ⅶ 과학기술과 역점 사업

1. 다양한 과학교과 실험실습의 활성화

- 교과 실험실습 시간을 활용한 실험 진행과 과학실험동아리 활동을 통한 실험 진행 

- 대학실험실을 연계한 심화실험 진행

가. 물리교과 실험실습 계획

구분 실험주제 개 요

교과

수업

등속 원운동 구심력 구하기 물체가 원운동하기 위해서는 물체에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 안다.

힘과 가속도의 관계 힘의 크기에 따라 가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한다.

전기용량 측정하기
축전기의 연결상태에 따라 전기용량이 달라짐을 확인하고 전구가 켜지는 시간으로 

전기에너지를 비교한다.

전자기 유도 자속의 변화로 인해 전류가 유도되는 것을 확인한다.

물의 굴절률 측정 공기와 물의 경계면에서 빛의 굴절을 관찰하여 굴절 법칙을 구한다.

기주공명 실험 폐관에서의 정상파를 이해하고, 소리의 파장을 측정한다.

전류가 흐르는 두 도선사이의 힘 전기장 내의 도선이 받는 힘의 크기와 방향을 구한다.

빛의 반사와 굴절 빛의 반사와 굴절현상을 관찰하고 그 원리를 이해한다.

심화

수업

액체 속 물체의 무게변화 액체 속 물체가 받는 부력으로 인해 물체의 무게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해한다.

축전기와 스피커 축전기로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를 걸러낸다.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 중력장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서로 전환됨 을 안다.

RLC회로 RLC직렬연결회로에 교류전압을 가해줄 때 전기적 특성을 이해한다.

등전위면과 전기장
전기장에서 전위가 같은 점을 찾을 수 있다.

전기력선과 등전위면과의 관계를 안다.

이중슬릿에 의한 빛의 간섭 빛이 간섭하여 보강, 상쇄되는 원리를 관찰하고 이해한다.

나. 화학교과 실험실습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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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실험주제 개 요

심화

수업

과산화수소의 분해
이산화망간, 인산을 촉매로 과산화수소의 분해 실험을 하고 생성된 산소기체를 확인

한다.

알루미늄 금속의 반응성 실험 황산구리 수용액과 알루미늄판을 이용하여 금속의 상대적 반응성의 세기를 확인

기체확산 실험
염산과 암모니아수를 이용하여 분자량에 따른 기체의 확산 속도를 비교하여 그레이

엄의 법칙을 확인한다.

에스테르 합성실험
알콜과 산의 종류를 변화시켜 에스테를 합성 실험을 진행하고 에스테르 특유의 과일

향을 확인한다.

질산암모늄을 이용한 쿨팩 

만들기

질산암모늄이 용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엔탈피 변화를 이용하여 쿨팩을 제조해 

본다.

산과 염기의 중화반응 실험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을 지시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중화반응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다. 생명과학교과 실험실습 계획

구분 실험주제 개요

교과

수업

생명 과학의 탐구 사례

조사하기

생명 과학의 탐구 사례를 조사하여 과학 이론이 정립되는 과정이 논리적이고 합리

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탐구 과정 결과 발견된 과학 지식이 과학과 사회에 어떠

한 영향을 미쳤는지 안다.

혈액형 판정
ABO식 혈액형과 Rh식 혈액형 판정 실험을 통해 항원 항체 반응을 이해하고 수혈 

관계를 안다.

핵형분석 사람의 염색체를 분석하고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질병 탐구 발표 다양한 질병의 원인과 증상 및 예방법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한다.

세포의 크기 측정 현미경용 마이크로미터로 세포의 크기를 측정한다.

광합성 색소 분리 고등 식물의 잎 속에 들어 있는 색소의 종류에 대해 안다.

생명 공학 기술 다양한 생명 공학 기술의 원리를 이해한다.

하디-바인베르크 법칙 개체군 내 대립유전자의 빈도 변화에 대해 이해한다.

효소의 특성 효소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이해한다.

DNA 추출(간이 방법) 구강 상피 세포로부터 DNA를 추출하는 원리를 이해한다.

심화

수업

다양한 세포의 관찰
세포의 현미경 표본을 만드는 방법을 익히고, 광학 현미경으로 다양한 세포를 

관찰하여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염색체 모형을 이용한 유전 모의

실험
사람의 유전 형질에 대한 유전 원리를 이해한다.

DNA 복제 과정모의 실험 DNA의 반보존적 복제 과정을 이해한다.

DNA 형질 발현 과정 모의 실험 유전자의 전사 및 번역 과정을 이해한다.

초파리 가상 교배 실험과 멘델의 

법칙
가상 교배 실험을 통해 멘델의 유전 법칙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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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실습주제 개요

교과

수업

프로그래밍의 개요 프로그래밍의 절차와 알고리즘을 이해한다.

프로그램 언어의 기초 변수와 상수 자료형과 간단한 입출력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조건문 if문과 switch문을 사용하여 조건문을 작성할 수 있다.

반복문Ⅰ while, for문을 사용하여 반복되는 알고리즘을 처리할 수 있다.

반복문Ⅱ 중첩문을 사용하여 복잡한 반복 알고리즘을 처리할 수 있다. 

함수 함수의 정의와 호출 방법을 이해하고 함수를 활용할 수 있다.

라. 지구과학교과 실험실습 계획

구분 실험주제 개요

교과

수업

산사태의 요인 알아보기 산사태가 일어나는 변인을 알수 있다.

암석의 분류 퇴적암, 화성암, 변성암을 관찰을 통해 분류할 수 있다.

단진자를 이용한 중력 측정 단진자의 주기성을 이용하여 중력을 계산할 수 있다.

광물의 광학적 성질
편광 현미경의 사용법을 익히고 광물 박편의 관찰을 통해 광물의 광학적 성질을 

이해한다.

주향과 경사 측정하기 경사진 지층의 주향과 경사를 구하고 표시할 수 있다.

지구 환경 변화 환경 오염의 발생과 피해, 지구 온난화 등에 대한 문제 인식을 갖는다.

심화

수업

단열 변화와 구름발생 지진파 자료를 이용하여 한반도의 지각의 두께를 구할 수 있다.

달 및 행성의 관측 천체 망원경의 사용법을 익히고 주요 행성을 관측할 수 있다.

태양 흑점 관측 태양의 표면을 스케치한 후 흑점의 모습과 이동방향에 대해 알 수 있다.

편서풍 파동의 발생원리 편서풍 파동의 모형 실험을 통해 대기 대순환의 원리를 이해한다.

해파의 발생 바람에 의한 해파의 발생과 전달을 이해할 수 있다.

※ 위 실험 이외의 심화 실험은 대학교와의 연계 활동을 통하여 실시할 계획임.

마. 기술·가정교과 수행평가 실습계획

구분 실습주제 개 요

교과

수업

생활용품 만들기

(스마트폰 거치대 만들기)

실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스마트폰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으로 다양한 재료와 

방법을 통해서 스마트폰의 거치대를 설계하고 직접 제작한다.

자신의 진로계획 설계
희망 분야의 직업세계를 조사하고 포토폴리오 제작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

고 발표한다. 

미래의 기술세계
정보통신, 우주항공, 바이오기술, 로봇과 자동차, 환경과 건설기술, 신소재기술, 신교

통기술 등과 관련해서 각 모둠별로 조사한 내용을 다른 모둠에게 설명하고 발표한다. 

탄성에너지를 이용한 

동력자동차 제작

탄성에너지를 이용한 동력 자동차를 모둠별로 설계하고 제작함으로써 자동차의 원리

와 공학적 응용력을 향상한다. 

항공기 원리를 이용한 

무동력 비행기 제작

항공기의 비행원리를 이해하고 무동력 비행기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며 조향 장치

를 통한 조정원리를 학습함.

심화

수업

건설기술을 활용한 트러스교 

제작

건설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교량의 설계와 제작에 대해서 배우며 모둠별 트러스교를 

직접 제작하여 하중테스트를 통해서 교량의 지탱능력을 실험함.

바. 프로그램교과 실습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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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실습주제 개요

심화

수업

정수계산기
두 정수를 입력받으면 두 수 사이의 기본적인 사칙연산이 계산되는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성적계산
성적을 입력하면 수행평가와 중간고사, 기말고사 비율을 고려하여 성적이 출력되

는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3개의 터널 통과 
입력받은 3가지의 정수를 가지고 특정 위치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구간의 수 출력하기
두 정수를 입력 받아 둘 중 큰 수를 판단하고 오름차순으로 두 수 사이의 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암호처리 암호처리 방식을 이해하고 이를 구현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2. 과학의 날 행사 활성화

- 다양한 과학체험 행사를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키고 창의력과 탐구 능력을 신장시킨

다.(5월17일, 오후 활동 : 1인 2영역 이상 참여)

연번 대회 시간 장소 담당교사 대상 학년

1 과학경시대회(1학기) 08:00~11:50 각반 교실
물,화,생,지 

교과교사

1학년 전체 및

2, 3학년 이과반

2 안전구조물 만들기대회 1:50~3:40 운동장 박현묘 1, 2학년 신청자

3 글라이더 날리기대회 1:50~3:40 운동장 이재국 1, 2학년 신청자

4 물로켓대회 1:50~3:40 운동장 김기권 1, 2학년 신청자

5 역학적 구조물 발표대회 1:50~3:40 다산실험실 유혜원 1, 2학년 신청자

6 화학전지 아이디어 대회 1:50~3:40 화학실 김동만 1, 2학년 신청자

7 반려동물 연구발표대회 1:50~3:40 생물실 손효정 1, 2학년 신청자

8 과학골든벨 12:50~1:40 강당 이훈 1, 2학년 신청자

9 과학창업아이디어대회 12:50~1:40 시청각실 이정규 1, 2학년 신청자

※ 위 대회 종목은 담당교사의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3. 창의·로봇 영재학급 교육활동 활성화

서울특별시 영재교육진흥위원회로부터 로봇 관련 영재학급으로는 최초로 승인됨

가. 1,2학년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를 거쳐 영재교육 대상자 20명 선발(4월2주차에 개강)

나. 창의·로봇 영재학급 연계 동아리 개설 및 운영

다. 응용과학교과 활동, 창의·로봇 집중과정, 체험활동, 봉사활동 등 연간 100시간 운영

라. 학생 활동 내역은 학생생활기록부에 반영

마. 영재학급 산출물 발표대회 및 수료식(11월3주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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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학 실험동아리 활성화

가. 생물실험동아리, 과학체험동아리 신설 

1) 경희대학교와과 연계하여 심화 실험 실시(방학 중 캠프)

2) 프로젝트 발표회 실시 : 경황제 시기 또는 11월 중 실시

5. 자연과 함께하는 과학캠프

가. 동대문구청 교육지원사업과 연계한 과학체험 학습

1) 과학관련 동아리 활동과 실험,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갖고 있는 자연 및 우주

･ 천체에 대한 호기심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2) 1학기 중 1,2,3학년 학생 희망자 30명 모집하여 실시

3) 체험 활동 내용은 학생생활기록부에 반영

Ⅷ 과학과 실험실 사용 계획 및 교과 교육 예산

1. 생물실험실 사용 계획

순번 학기
사용기간

(월,일)

실험과목

(담당교사)
학년 실 험 제 목 비고

1

1

학

기

4.3.～4.7.
생명과학Ⅱ

(박현묘)
2,3 세포의 크기 / 삼투 평가

2 6.12.～6.16.
생명과학Ⅱ

(박현묘)
2,3

광합성 색소 분리 / 명반응과 암반응 / 

형질 발현
평가

3 4.10.～4.14.
생명과학Ⅰ

(손효정)
1 생명 과학의 탐구 사례 조사하기 평가

4 6.12.～6.16.
생명과학Ⅰ

(손효정)
1 감수 분열 관찰 실험 평가

5 4.10.～4.14.
생명과학 실험

(손효정)
2 효소의 특성 평가

6 6.12.～6.16.
생명과학 실험

(손효정)
2 DNA 추출(간이 방법) 평가

1

2

학

기

9.4.～9.8.
생명과학Ⅱ

(박현묘)
2,3 생명 공학 기술 평가

2
10.10.～10.13.

11.13.~11.17.

생명과학Ⅱ

(박현묘)

3

2
진화의 원리 / 계통수 작성 평가

3 9.18.～9.22.
생명과학Ⅰ

(손효정)
1 질병 탐구 발표 평가

4 11.13～11.17.
생명과학Ⅰ

(손효정)
1 혈액형 판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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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학기
사용기간

(월,일)

실험과목

(담당교사)
학년 실 험 제 목 비고

1

1학기

4월 10일~14일
지구과학I

(김혜진)
2 산사태의 요인 알아보기 평가

2 4월 17일~21일
지구과학II

(김기권)
3 암석의 분류 평가

3 4월 17일~21일
물리II

(유혜원)
3 등속 원운동 구심력 구하기 평가

4 5월 8일~5월 12일 
물리I

(유혜원, 김종원)
2 힘과 가속도의 관계 평가

5 5월 22일~5월26일
물리II

(유혜원)
3 전기용량 측정하기 평가

6 6월 19일~6월 23일
지구과학I

(김혜진)
2 온대 저기압과 날씨의 변화 평가

7 6월 26일~6월 30일
지구과학II

(김기권)
3 광물의 광학적 성질 평가

8 6월 26일~6월 30일
물리I

(유혜원, 김종원)
2 전자기 유도 평가

2. 화학실험실 사용 계획

순번 학기
사용기간

(월,일)

실험과목

(담당교사)
학년 실 험 제 목 비고

1

1

학

기

4.10.~4.14
화학Ⅰ

(김진희)
1 원자 모형의 변천

자료

해석

2 5.15~5.26
화학Ⅰ

(김진희)
1 알칼리 금속의 반응성 실험 평가

3 5.15~5.26
화학Ⅱ

(이훈)
2,3 일정한 몰농도의 포도당수용액 만들기 평가

4 6.29～7.10
화학Ⅱ

(이훈)
2

발열반응과 흡열반응/

땅콩의 연소열 측정
평가

5 7.10～7.14
화학Ⅱ

(이훈)
3

발열반응과 흡열반응/

땅콩의 연소열 측정
평가

6

2

학

기

8.28~9.8
화학Ⅰ

(김진희, 김동만 )
1,3 물의 전기분해 평가

7 8.28~9.8
화학Ⅱ

(이훈)
2,3 와 의 가역반응(온도/압력)

자료

해석

8 9.18.~9.22
화학Ⅱ

(이훈)
2,3 와 의 가역반응(온도/압력) 평가

9 10.9.~10.13
화학Ⅱ

(이훈)
2,3 시계반응 평가

10 10.23~10.27
화학Ⅱ

(이훈)
2,3 시계반응 평가

11 11.20~11.24
화학Ⅰ

(김진희, 김동만 )
1,3 산과 염기의 중화반응 평가

3. 다산실험실(물리, 지구과학)사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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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학기
사용기간

(월,일)

실험과목

(담당교사)
학년 실 험 제 목 비고

9

2학기

9월 11일~15일
지구과학I

(김기권)
2 지구 환경 변화 평가

9 9월 18일~22일
지구과학II

(김기권)
3 단열 변화와 구름발생 평가

10 9월 18일~22일
물리I

(유혜원, 김종원)
2 기주공명 실험 평가

11 10월 10일~10월13일
물리II

(유혜원)
3 빛의 반사와 굴절 평가

12 10월 23일~10월27일
물리I

(유혜원, 김종원)
2 물의 굴절률 평가

11월 6일~11월 10일
물리II

(유혜원)
3 전류가 흐르는 두 도선 사이의 힘 평가

13 11월 20일~24일
지구과학I

(김기권)
2 달의 위상 변화 평가

11월 27일~12월01일
지구과학II

(김기권)
3 H-R도 그리기 평가

※ 실험내용은 교과 진도 및 수업 내용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4. 과학과 총 예산 내역 

우선

순위
사 업 명

집행 시기

(월)

예산내역 및 산출기초

(단가 × 개)

예  산

요구액

1 과학교구 및 실험실습 연중

실험교구 구입 13,506,000

실험실 개선

(다산실 바닥 콘센트 수리 및 책상 일부 교체, 

생물실 칠판 교체, 환기시설 개선 )6,000,000

19,506

2 과학교육활성화 연중

과학의날 행사 2,000,000

과학동아리 3,000,000

실험실 안전용구 3,000,000

심화실험지원비 4,000,000

12,000

3 창의로봇영재반 연중 8,000,000 8,000

4 기술가정실습 연중 4,000,000 4,000

5 과학캠프 연중 2,000,000 2,000

6 심화교과 프로그래밍 수업 교재 및 교구 연중 2,000,000 2,000

※ 실험실 세부예산

1. 다산실험실(지구과학) 예산 : 총 3,695,000원

2. 다산실험실(물리) 예산 : 총 1,892,000원

3. 화학실험실 예산 : 총 2,430,000원

4. 생물실험실 예산 : 총 2,18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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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능(음악/미술)과 교육 계획

Ⅰ 예능과 교육 방향

[음악]

1.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우리의 문화를 향유하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과 태도를 

익히도록 지도한다.

3. 음악적 표현과 소통의 즐거움을 느끼도록 지도한다.

4. 문화적 산물로써 음악을 이해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미술]

1. 교육 목표

가. 다양한 미술영역에서의 아름다움을 이해하며, 내제된 자아 표현을 할 수 있다.

나. 자신만의 미적 가치와 철학을 발견하여 사회·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다. 다양한 발상과 표현 방법을 통해 개성있는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다.

라. 미술작품 감상을 통해 바람직한 심미안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교육 추진 방향

가. 표현 중심의 작품 창작보다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창작 과정을 위한 미술활동을 독려한다.

나. 주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조사 및 분석하여 주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자신만의 개성과 철학을 녹여내어 미적 표현을 하며, 창의적인 작품과정에 흥미를 느낄 수 있

도록 유도한다. 

라. 창작활동에 대한 성취감으로 자신감을 형성하고, 작품연구과정의 즐거움을 느낌으로써 자기계

발의 태도를 함양한다.

Ⅱ 음악과 수업 계획

[음악]

1. 생활 속에서 음악이 지니는 역할과 가치를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2. 사회적 약속으로서 음악이 지니는 다양성을 이해하여, 음악 애호가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

록 한다. 

3. 다양한 음악을 접하며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즐거운 도구로서 음악의 가치를 깨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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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1. 일상 속에서 미술의 아름다움을 이해하며, 인간과 미술의 조화로움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문제를 인지 및 탐색하여 해결방안을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미술 활동을 제공한다.

3.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작품 계획에 의한 창작 활동한다. 

4. 바람직한 미적 가치를 인지하기 위해 직·간접적인 독서활동을 유도한다. (미술관련 독서를 통한 

간학문적 교수·학습 활동)

Ⅲ 예능과 평가 계획

1. 과목별 평가 계획

학년 과목

주당 

수업 

시수

1학기 2학기

수행

평가

정기고사 

총점
수행

평가

정기고사 

총점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서․논

술형
선택형

서․논

술형
선택형

서․논

술형
선택형

서․논

술형
선택형

1학년

음악과 생활 2 100 100 100 100

미술 창작 2 100 100 100 100

2학년

자율(합창) 1

2. 수행평가에 대한 세부계획

학년 과목
평가

방법

1학기 2학기

평가 배점
학습 내용 및 

방법
평가 배점

학습 내용 및 

방법

1학년 음악과 생활
실기

평가

교가 10 가창 경희인의 노래 10 가창

응원가 10 가창
시월의 어느 멋

진 날에
20 가창

O sole mio 20 가창

컵타 60 창작 뮤지컬 70 창작

1학년 미술 창작
실기

평가

회화 50 창작, 발표 디자인 50 창작, 발표

디자인 30 창작 서예 20 창작

드로잉 20 창작 영상미술 30 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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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예능과 교내 대회(세부 계획 포함)

[음악]

대회 명 대회 개요 대상 시기 수행평가 연계 실시방식 담당자

컵타 만들기 모둠별 컵타를 만들어 공연 1학년 5월 연계
1학년

수업관련
손희영

뮤지컬 만들기
모둠별 뮤지컬 기획, 제작, 

UCC 제출
1학년 6월 연계

1학년

수업관련
손희영

1인 1악기 대회 악기 경연 대회 전학년 10월 X 행사 손희영

등굣길 음악회 경연대회 5,7,8,10월 등굣길 음악회 대회 전학년 5,7,8,10월 X 행사 손희영

합창대회 2학년 반별 합창대회 2학년 12월 X 행사 손희영

[미술]

대회 명 대회 개요 대상 시기 수행평가 연계 실시방식 담당자

미술작품 

비평문 대회
미술작품 감상 후 비평문 대회 1학년 4월 연계

1학년

수업관련
김현정

금연포스터 대회
금연을 주제로 한

시각 포스터디자인 대회
1,2학년 5월 X 행사 김현정

캘리그라피 대회
아름다운 글씨서체 

창작 대회
1학년 10월 연계

1학년

수업관련
김현정

미술작품전시 대회 경황제 전시 작품대회 전학년 12월 연계
1학년

수업관련
김현정

Ⅴ 예능과 행사 계획

1. 컵타 및 뮤지컬 만들기

가. 1학년 수업 중 수행평가인 컵타와 뮤지컬 만들기를 창의력을 발휘하여 완성한다.

나. 작품대회의 공통으로 제시된 제목을 통해 자유롭게 작품 활동을 한다.

2. 1인 1악기 대회 및 등굣길 음악회

가. 1인 1악기 대회는 예선과 본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선에 입상한 학생들만 본선에 참가할 

수 있다. 

나. 자신이 다룰 수 있는 악기를 연주하는 행사로 자신의 끼를 마음껏 뽐낼 수 있다. 

3. 합창대회

가. 학급별 합창 대회를 통해 연습과정에서 얻는 협동정신과 공동체 의식, 심미적 경험과 창의성

의 성숙도와 무대경험을 통해 신이 주신 나와 우리의 인간의 소리의 최고의 아름다움을 경험

하여 서로 인격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랑을 배우고 삶의 방법과 인생의 지표의 중심철학으로 삼

는 경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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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급별 교내합창대회는 교육과정 상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12월 기말고사 종료 후 실

시하고 진행 함.

[미술] 미술과 교내 행사 계획

1. 금연포스터 대회

가. 금연을 주제로 시각 포스터디자인 작품대회를 학생부 금연행사날 함께 진행함.

나.‘1,2학년을 대상으로 금연에 관련한 포스터 아이디어 스케치를 제출한다.

다. 채색작품은 개인적으로 제출 기한에 맞추어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미술작품 비평문 대회

가. 학교 수업 중 창작 작품을 감상한 후  비평문을 작성한다.

나. 객관적인 시각으로 미술작품 비평문을 서술하여 수업 중 제출한다.

3. 캘리그라피 대회

가. 1학년 수업 중 수행평가로 먹을 활용한 캘리그라피 대회를 진행한다.

나. 개인 참여자는 책의 인상깊은 글귀를 상징적으로 캘리그라피 작품을 창작하여 출품한다.

4. 미술 작품대회

가. 1학년 수업 중 수행평가로 경황제 작품전에 출품할 작품 제작을 한다.

나. 작품대회의 공통 제시된 주제어를 통해 자유롭게 작품 활동을 한다.

다. 1학년 수행평가 작품 우수작 전시와 함께 수상이 이루어진다.

라. 1학년 출품작 이 외에 개인 출품작도 가능하다.

Ⅵ 예능과 독서 지도 계획

책제목 출판 저자명 학습 목표 및 참고 내용 활용방안 지도 방법

조윤범의 파워 

클래식 1,2
살림 조윤범 - 서양음악사의 흐름 이해 수업 참고자료

교수·학습 

시각자료 PPT 참조

박종호에게 오페라

를 묻다.
살림 박종호 - 서양음악사의 흐름 이해 수업 참고자료

하버드는 음악으로 

인재를 키운다
양문 스가노 에리코

기초 교양으로서의 음악, 음악을 인

문학으로 배우기
수업 참고자료 

음악과 음악가 포노 로베르트 슈만 - 낭만주의 슈만의 비평문 읽기 수업 참고자료

1 예능 관련 책을 읽고 제출한 도서 목록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 향후 대학 진학 및 진로탐색에 

도움을 준다. 

2. 지식을 확장하고 풍부한 예술 감수성 발달, 학생 인지 발달 등에 도움이 되는 관련 도서 목록을 

학생에게 제공한다. 

3. 수업과 연계하여 추천도서를 읽을 수 있도록 독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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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책제목 출판 저자명 학습 목표 및 참고 내용 활용방안 지도 방법

아는만큼 보이는 

그림공부
컬쳐그라퍼

야마다 고로 

지음

- 명화인 전반적 이해

- 서양미술사 작품감상법 이해
수업 참고자료

교수·학습 

시각자료 PPT 참조

청소년을 위한 

동양미술사
두리미디어 이석원 - 동양미술사의 흐름 이해 수업 참고자료

청소년을 위한 

한국미술사
두리미디어 박차지연 - 한국미술사의 흐름 이해 수업 참고자료

청소년을 위한 

서양미술사
두리미디어 도병훈 - 서양미술사의 흐름 이해 수업 참고자료

1. 미술 관련 책을 읽고, 미술과 사회·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한다.

2. 수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3. 동·서양, 한국 미술작품 감상의 시각을 폭넓게 하며, 바람직한 비평으로 작품을 감상 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Ⅶ 예능과 역점 사업

1. 음악대학 각 세부 전공별 맞춤형 진학 지도 계획 – 맞춤형 컨설팅(관련 전공 강사 채용)

과목명 지도 개요 대상 시기
수업 계획

지도 내용 지도 방법

기악, 작곡, 성악

음악교과 

대입 진학 위한 

실기지도 

음악대학 

진학 희망자

학기 중 음악대학 맞춤형 실기 지도 1대 1 렛슨

방학 음악대학 맞춤형 실기 지도 1대 1 렛슨

2. 교내 대회와 수업을 연계한 음악활동 지도 활성화 

대회명 대회 개요 연계 음악 활동 대상
추진 내용

지도 내용 연계 방법

컵타 작품만들기 모둠 활동 고1 전 학급 - 모둠별 컵타를 만들어 공연
수업과 연계한 리듬 

창작대회 지도

뮤지컬 제작 UCC 제작 모둠 활동 고1 전 학급 - 모둠별 뮤지컬 기획 공연, UCC 제작

수업과 연계한 

새로운 뮤지컬 

창작대회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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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미술과 역점 사업 계획

1. 디자인대학 입시 대비 실기 지도 - 방과 후 학교 수업으로 수준별 지도 및 미대 입시 상담 

과목명 지도 개요 대상 시기
수업 계획

지도 내용 지도 방법

기초 디자인

미술교과 

대입 진학 위한 

실기지도 

디자인 대학 

진학 희망자

학기 중
디자인대학 맞춤형 실기소양 지도

(실기영역 : 발상과 표현 및 기초디자인 이해)

디자인 이해 및 

실기

방학 
디자인대학 맞춤형 실기소양 지도

(실기영역 : 기초디자인 심화학습 이해)

디자인 이해 및 

실기

2. 교내대회와 수업을 연계한 미술활동 지도 활성화

대회명 대회 개요 연계 미술 활동 대상
추진 내용

지도 내용 연계 방법

캘리그라피

대회

아름다운 

글씨 창작

캘리그라피 

한 줄 시 공모전

고1

전 학급

- 2학기 서예 영역: ‘먹’의 재료 적응 

위한 표현 미술활동 

수업과 연계한 미술 

창작대회 지도

3. 교내 외 미술관련 체험활동 및 문화예술 역량강화 활동 추진 계획

활동지 활동명 활동 내용 시기 대상 활동 계획

교외
예술 체험

활동 

경희대학교 예술 디자인대학, 

미술대학 졸업작품전
2학기 중

전학년 

신청자
미술관련 진로탐색 활동

Ⅷ 예능과 교과 교육 예산

부서 사업명 집행시기
소요예산

금액 산출내역

미

술

과

교구 확충 및 자료 구입 연중 2,000,000 2,000,000*1년

미술과 교내외 행사비 지원 연중 1,000,000 1,000,000*1년

미술만화반 운영비 연중 500,000 500,000*1년

미술과 실기대회 행사비 지원 연중 500,000 500,000*1회

소계 　 4,000,000

음

악

과

기악반 운영 연중 2,000,000 2,000,000*1년

피아노 조율 3월,9월 360,000 180,000*2회

교내외 행사비 지원 연중 1,000,000 1,000,000*1년

교구 확충 연중 5,000,000 5,000,000*1년

소계 8,3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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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체육과 교육 계획

Ⅰ 체육과 교육 방향

1. 체육과 교육 목표

신체 활동 가치의 내면화와 실천을 통한 전인 교육을 목표로 한다. 즉 신체 활동을 통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삶에 필요한 지식과 실천 능력, 자신의 미래를 계발하는데 필요한 도전 능력과 창의적 사고

력,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선의의 경쟁과 협동 능력 등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체육과 교육 추진 방향

교사 중심의 일방향적 교육 내용 전달은 지양하고, 학습자와의 적극적인 상호 작용을 통한 학습 내용

의 탐색 및 적용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학습 환경의 특성에 맞도록 다양하게 교수·학습 방법으로 지

도하도록 한다.

Ⅱ 체육과 수업 계획

1.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인성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학습 활동을 제공한다.

2. 신체 활동에 대한 학생의 흥미, 운동 기능, 체력, 학습 유형등을 고려한 다양한 수준별 수업을 실시한다.

3. 교사 중심의 학습 내용 전달 방식 보다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주어진 과제를 스스

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4. 신체 활동 가치의 학습을 위해 직접적인 학습 활동과 간접적인 학습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학습 활동

을 병행한다.(체육독서를 병행한 통합적 교수·학습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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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학년
평가

방법
배점

평    가    내    용
비  고

평가 종목 학습 내용 및 방법 평가 기준

1

학

기

1

학

년

30
청소년

체조

- 청소년 체조 10개 동작 평가

- 구분동작 및 연속동작 평가

평가계획서 참조

독서활동확인

(리로스쿨 제출)

- 실기평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매학기 초 학교

홈페이지 또는 

교과시간에 

실기평가내용 

공지참조

30
배드민턴 

기초기능

- 서비스 평가

- 쇼트 서스 및 롱서브 평가

30
배드민턴

경기기능

- 기초기능평가 A그룹/B그룹/C그룹으로 편성하여 조

별 개인단식경기 

- 15점 단세트, 토너먼트 경기로 평가

5 독서활동 - 기간 내에 체육관련 독서활동 평가 

5 태도 - 수업 중 지속 관찰하여 평가

2

학

년

30
배구언더/

오버토스

- 1m이상의 높이로 공을 올려 떨어뜨리지 않고 20회 

이상을 정확하게 언더토스, 오버토스를 한 번씩 번갈

아 가며 토스 한 횟수를 측정 평가한다. 

평가계획서 참조

독서활동확인

(리로스쿨 제출)

30
배구

조별경기

- 각 조별로 풀리그 경기를 통해 순위 여부에  따라 점수

를 반영 평가한다.

- 승패가 같을 경우 득실, 승자승으로 결정한다.

30
플라잉

디스크

- 플라잉디스크 던지기 평가(15)

- 플라잉디스크 평가(15)  

5 독서활동 - 기간 내에 체육관련 독서활동 평가  

5 태도 - 수업 중 지속 관찰하여 평가

3

학

년

30
축구

리프팅

- 신체중 손을 제외한 모든 부위 즉, 발, 허벅지, 어깨, 

이마 등으로 연속해서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리

프팅 한 횟수를 측정 평가한다.

평가계획서 참조

독서활동확인

(리로스쿨 제출)

Ⅲ 체육과 평가 계획

1. 학년별, 학기별, 과목별 평가 계획표

학년 과목

주당 

수업 

시수

1학기 2학기

수행

평가

정기고사 

총점
수행

평가

정기고사 

총점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서․논

술형
선택형

서․논

술형
선택형

서․논

술형
선택형

서․논

술형
선택형

1학년 스포츠문화 
2 100 - - - - 100 100 - - - - 100

2 100 - - - - 100 100 - - - - 100

2학년
운동과 

건강생활 

2 100 - - - - 100 100 - - - - 100

2 100 - - - - 100 100 - - - - 100

3학년 스포츠과학 
2 100 - - - - 100 100 - - - - 100

2 100 - - - - 100 100 - - - - 100

2. 수행평가에 대한 세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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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학년
평가

방법
배점

평    가    내    용
비  고

평가 종목 학습 내용 및 방법 평가 기준

30
축구

드리블

- 직선거리 5M 지점에 위치한 콘을 8자의 모양으로 5회 

드리블하여 최종 걸린 시간을 측정하여 평가한다.

30
축구 

조별경기

- 조별(4~7명)로 풀리그 경기를 실시하여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 평가한다.

- 승3점, 무1점, 패0점 / 승점이 같을 경우 승자승, 골득

실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5 독서활동 - 기간 내에 체육관련 독서활동 평가 

5 태도 - 수업 중 지속 관찰하여 평가

학기 학년
평가

방법
배점

평    가    내    용
비  고

평가 종목 학습 내용 및 방법 평가 기준

2

학

기

1

학

년

실기

평가

30 응급처치
- 기구의 가슴위치에 흉부압박 자세를 취한 후 30회

의 가슴압박 2사이클을 시행 평가한다. (총 60회)

평가계획서 참조

독서활동확인

(리로스쿨 제출)

- 실기평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매학기 초 학교

홈페이지 또는 

교과시간에 

실기 평가내용 

공지참조

30
농구 

기초기능

하프라인에서 골밑까지 드리블을 이용하여 슛을 성공

하고 골밑슛을 평가한다.

30
농구

경기기능

- 조별(4~7명)로 풀리그 경기를 실시하여 순위에 따

라 점수를 부여 평가한다.

- 승3점, 무1점, 패0점 / 승점이 같을 경우 승자승, 

골득실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5 독서활동 - 기간 내에 체육관련 독서활동 평가  

5 태도 - 수업 중 지속 관찰하여 평가

2

학

년

30 응급처치

- 기구의 가슴위치에 흉부압박 자세를 취한 후 30회

의 가슴압박 2사이클을 시행 평가한다.

(총60회)

평가계획서 참조

독서활동확인

(리로스쿨 제출)

30 체력평가 - 단계별 줄넘기

30 플로어볼 - 플로어볼 개인 기초기능 및 조별경기

5 독서활동 - 기간 내에 체육관련 독서활동 평가  

5 태도 - 수업 중 지속 관찰하여 평가

3

학

년

30 응급처치

- 기구의 가슴위치에 흉부압박 자세를 취한 후 30회

의 가슴압박 2사이클을 시행 평가한다.

(총60회)

평가계획서 참조

독서활동확인

(리로스쿨 제출)

30 체력운동 - 윗몸일으키기 1분 측정하여 횟수평가

30 체력운동 - 팔굽혀펴기 1분 측정하여 횟수평가

5 독서활동 - 기간 내에 체육관련 독서활동 평가  

5 태도 - 수업 중 지속 관찰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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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체육과 교내 대회 및 행사 (세부 계획 포함)

연번 대회 및 행사명
대회 

개요
대상 시기

수행평가

연계연부

실시

방식
담당자 비고

1

경희 올림픽

아래 

참조
전 학년 5월12일 X

아래 

참조

육정우

이진오

스포츠

위원회와 

협력

2

경희 월드컵 및 경희 육상대회

〃

1.2 학년

10월27일 X

〃
육정우

이진오
〃

PAPS 

전 종목 

1등급 학생
〃

육정우

이진오
〃

3

학생건강체력평가

(PAPS)

〃 전 학년

3월27일(3학년)

4월3일(2학년)

4월10일(1학년)

4월17일(미실시자)

X 〃
육정우

이진오
〃

4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 신청자 연중 X 〃
육정우

이진오
〃

5

비만,금연 UCC 공모전

〃 전 학년 연중 X 〃
육정우

이진오

금연 캠페인날

(학생부, 음악,

미술, 체육)

6

체력향상반 운영

〃 신청자 연중 X 〃
육정우

이진오
〃

7

계절 스포츠 캠프 운영

(수상스키, 스키,보드,등산)

〃 신청자
7월~8월

1월~2월
X 〃

육정우

이진오
〃

8

제2회 체육특기대회

〃 신청자 12월 실시 X 〃
육정우

이진오
〃

9

저체력 및 비만 학생 관리 프로그램

(건강체력교실)

〃 전 학년 연중 X 〃

육정우

이진오

김미향

10

제2회 심폐소생술 대회

〃 전 학년 12월 ○ 〃

육정우

이진오

김미향

수행평가반영

(보건과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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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체육과 대회 및 행사 세부 계획

1. 대회 및 행사 안내

가. 경희 올림픽 : 5월 중 개최하며 육상, 축구, 농구, 럭비, 배드민턴, 태권도, 탁구 등 다양한 종목을 

선정하여 개인 경기와 반 대항 경기로 진행하고 메달 수를 합산하여 반별로 종합 순위를 집계한다.

나. 제 2회 경희 월드컵 : 10월 중에 개최하며 반 대항 축구 경기로 진행하여 우승팀에게는 우승트로피

와 부상이 주어진다.

다. 경희 육상대회 : 10월에 학생건강체력평가(PAPS)와 같은 날 실시하며 전 종목 1등급을 받은 학생

들로 여러 육상대회 종목을 실시하며 우승자에게는 교내상장을 수여한다. 

라.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는 1학기 초에 리그가 시작되며 시·도별 상위 입상 학

교는 2학기 전국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현재 축구, 농구, 배드민턴 종목에 한하여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바, 향후에는 학생들에게 대회 참가희망 스포츠종목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

여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출전한다.

마. 비만, 금연 UCC 공모전 : 21세기 정보화 시대에서 필요로 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체

육교과에서는 체육 지식을 활용한 UCC 작품을 공모하고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포상한다. 전체 학년 

대상으로 비만, 금연 UCC를 제작하고 발표한다. 금연UCC는 금연캠페인의 날에 음악, 미술, 체육

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바. 저체력 및 비만 학생 관리 프로그램 : 비만은 현대 사회 환경의 영향으로 청소년들의 건강을 심각

하게 위협하고 있는 질환이므로 체육교과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여 적극 노

력한다. 이에 대한 실천으로 비만 학생들을 위한 비만 개선 프로그램을 보건교사와 협력하여 진행

하고 이를 통해 비만 학생들이 정상체중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사. 다양한 교내 대회 및 체험학습 운영 : 방과 후 수업을 토대로 하여 농구, 야구, 축구, 배드민턴, 수

영, 태권도 등 다양한 교내 대회를 실시하며, 계절에 따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름 수상 레져 

스포츠인 윈드 서핑 및 수상스키, 겨울 스키, 스노우보드, 등산 등의 체험 학습을 실시한다.

아. 제2회 체육특기대회 : 모든 학생이 1인 1종목을 선택하여 1년간 꾸준하게 연습하여 교내 체육특기

대회에 출전하여 기량을 펼친다. 종목별로 우승자에게는 교내상장이 수여된다.

자. 제2회 심폐소생술대회 :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위급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모두가 갖출 수 있도록 함을 원칙으로 체육수업 중 수행평가에 반영하고 예선을 거쳐, 

결선을 치룬다. 보건교사의 주축으로 진행이 되며 우숭자에게는 교내 상장이 수여된다. 

차. 경희스포츠위원회 운영 : 학교 체육부서와 학생회가 협력하여 경희고 3대 스포츠 제전 개최를 준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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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고등학교 www.kyungheeboy.hs.kr

  Ⅲ. 교과별 교육 계획  95

Ⅵ 체육과 독서 지도 계획

1. 체육 지식 확장, 풍부한 체육·예술 감수성 발달, 학생 인지 발달 등에 도움이 되는 체육 관련 도서 목

록을 학생들에 제공한다.

2. 도서 목록을 참조하여 학기별로 책을 읽고  관련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 향후 대학 진학 및 

진로탐색에 도움 제공한다.

3. 추천 독서목록 안내

도서명 저자

체육시간 만들기1 레인보우북스, 김양수 글, 송지향 그림

체육시간 만들기2 레인보우북스, 김양수 글, 송지향 그림 

교실 체육 교육과학사, 엄혁주,고문수 글

4. 이 외 학교도서관에 다양한 체육관련 독서가 소장되어 있어 풍부한 체육관련 지식과 소양을 키워 나

갈 수 있다.

Ⅶ 체육과 역점 사업

1. 교내외 대회 활성화

가. 경희고 4대 스포츠 제전 개최

경희 올림픽, 경희 월드컵, 경희 육상대회, 제2회 체육특기대회 등 경희고 4대 스포츠 제전을 개최하

여 학생들이 상시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해 주고 체육활동 및 스포츠 대회에서 학생

들이 주가 되어 준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나.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활성화

1)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에 적극적인 참여한다.

2) 학생들이 출전을 희망하는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종목이 선정되면 대회준비를 위한 수업을 개설하

여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도하고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체육 기

능 향상과 더불어 스포츠맨십, 공동체 정신, 끈기 등도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한다.

3) 학교스포츠클럽대회 및 교외 스포츠 경기 대회의 종목을 체육수업 중에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이 

체육수업에 더욱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고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2. 체육대학 진학 관련 지원 사업

가. 체육대학 진학 희망자 및 학부모 대상 상담 활동

1) 체육부서에서는, 체육 진학 희망자 상담 및 학부모 상담 활동을 적극 실시하며, 객관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2) 체육대학 진학 상담 시 진학(진로)지도 담당교사와 연계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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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기 중 및 방학 중 내실 있는 운동 지도

1) 학년, 체격, 체력 등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운동 지도를 실시한다. 

2) 학기 중에는 중간·기말시험 및 모의고사 일정을 고려하여 운동 지도 계획을 수립한다. 

3) 방학 중에는 부족한 기능을 향상시키고 학생 별로 희망하는 학교에 맞는 실기내용을 참고하여 필

요한 기능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을 실시한다. 

다. 동대문구청 지원사업 학력신장 부문 지원

1) 동대문구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학력신장 부문에 할당된 예산을 체육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체력

향상반 학생들에게 지원한다. 

2) 예산 편성 시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투자에 대한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한다. 

라. 학생 희망대학 탐방 및 선배들과의 만남

1)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경희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체육 명문학교와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

교를 탐방하여 학생들에게 학습동기를 부여한다. 

2) 체육대학에 진학한 선배들과의 간담회를 매년 2회 추진하여 체육대학 생활에 대해 듣고 성공적인 

체육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준비 전략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갖는다.

Ⅷ 체육교과 교육 예산

<단위 천원>

구분 사 업 명 집행시기(월) 예산내역 및 산출기초(단가 × 개) 예산요구액 비고

체육교과 비만UCC공모전 연중 시상품1,000,000*1 1,000

체육교과 금연UCC공모전 연중 시상품1,000,000*1 1,000

체육교과 체육특기대회 연중 1,500,000*1 1,500

체육교과 영상편집소프트웨어 3월 450,000*1 450

계 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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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체육예능부 교육 예산

<단위 천원>

구분 사 업 명
집행 시기

(월)

예산내역 및 산출기초

(단가 × 개)
예산요구액 비고

체육 경희올림픽 운영비 5월

전교생 음료수,빵  2,000 X 840개 1,680

진행물품구입 및 운영비 1,300

우승 트로피 제작30,000 X 10개 300 

진행 물품 대여료 500

체육 경희월드컵 운영비 10월

먹거리 장터 부스운영 1,680

진행물품구입 및 운영비 1,300

우승 트로피 제작 30,000 X 6개 180 

진행 물품 대여료 500

체육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연중
연간 스포츠클럽 운영비

(유니폼 및 물품구입, 참가비, 식비, 간식비, 음료수, 교통비등 지원) 
2,000

체육 학생건강체력평가 4월

측정도구 및 체력 장비구입 550

측정 평가협의회 운영비

100,000 X  3회 실시
300

운영비음료수 및 간식 150

4~5등급학생 프로그램 운영비 600

체육
저체력 및 비만학생 관리 

프로그램(보건과 연계)
연중

비만학생관리 운영비

1,000,000*1
1,000

체육 스포츠 위원회 운영비 연중 1,000,000*1 1,000

체육 축구부 운영비 연중 29,000,000*1 29,000

체육 교구확충 연중 7,000,000*1 7,000

체육
제2회 경희고등학교장배 

축구대회
10월 4,000,000*1 4,000

체육 교사피복, 운동화 3월 250,000*3 750

계 53,790



2017학년도 학교교육계획

98  

8. 제2외국어과 교육 계획

Ⅰ 제2외국어과 교육 방향

1. 제2외국어로 일상생활 이상 수준의 언어를 자유로이 구사할 수 있도록 한다.

2. 읽고 쓰는 능력을 기본으로 하고 말하고, 듣는 능력에 중점을 두어 의사소통중심의 교육이 될 수 있도

록 한다.

3. 언어 뿐 아니라 해당 국가의 문화 및 생활양식도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Ⅱ 제2외국어과 수업 계획

1. 의사소통중심의 언어 학습

가. 듣고 말하는 학습 능력의 배양을 통한 실제 의사소통 능력 향상

나. 해당 국가를 방문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활용 빈도 높은 언어의 학습

2.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업  

가. 중국 및 일본에 관한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활동 중심의 수업을 구성함으로써 일방적 

강의식 수업에서 탈피,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만들어 가는 방식의 수업을 구성

나. 활동 수업을 평가에 반영하여 수업이 공정하고 의미 있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함

Ⅲ 제2외국어과 평가 계획

학년 과목

주당 

수업 

시수

1학기 2학기

수행

평가

정기고사 

총점
수행

평가

정기고사 

총점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서․논

술형
선택형

서․논

술형
선택형

서․논

술형
선택형

서․논

술형
선택형

1학년

중국어 I 2 20 40 40 100 20 40 40 100

일본어 I 2 20 40 40 100 20 40 4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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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2외국어과 교내 대회(세부 계획 포함)

대회명 대회개요 대상
시행

시기

수행평가

연계여부
실시방식 담당자 예산

동북아 문화 연구대회

중국 및 일본부문으로 나누어

해당 문화에 대한 고찰을 소논문 

형식으로 제출, 시상함

1,2학년 5~6 월 ○
소논문

제출

제2외국어 

담당

중국, 일본 독서 감상문 

대회

중국 및 일본과 관련된 국내 

도서를 읽고 감상문을 제출, 시상함
1,2학년 10~11월 ○

감상문

제출

제2외국어 

담당

제2외국어

경시대회 (2회)

중국어 및 일본어 전반에 

대한 언어 능력 경시대회
1,2학년 7,12 월 × 경시대회

제2외국어 

담당

Ⅴ 제2외국어과 독서 지도

1. 교사 추천 도서 목록 제공

해당 언어는 물론, 해당 국가 전반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심의 제고와 그들의 생활 방식 및 사상에 

대한 인간적 접근을 위한 추천 도서 목록 제공

2. 중국, 일본 독서감상문 대회

독서 감상문 대회 실시하여 평가에 반영, 시상함으로써 동기 부여

Ⅵ 제2외국어과 역점 사업

1. 활동 수행평가 (1) 광고 만들기

가. 동영상 학습 매체에 익숙한 세대의 강점을 발휘, 배운 언어를 활용한 광고 만들기 

나. 15~20초 정도의 짧은 광고 만들기로 우리와 상대 국가의 언어 방식의 차이를 이해

다. 조별 활동을 통한 협동심, 책임감 제고

라. 수행평가 반영을 통한 적극적 참여 유도

2. 활동 수행평가 (2) 원어 연극

가. 자기 감정 및 원어 표현에 더욱 친숙해 질 수 있도록 원어 연극 실시

나.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교사가 제시한 동일 대본을 원칙으로 유창성은 물론, 표현력, 준비 상태

에 대한 다각적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함

다. 조별 활동을 통한 협동심, 책임감 제고

라. 수행평가 반영을 통한 적극적 참여 유도



Ⅳ. 부서별 업무 추진 계획

1. 교무기획부 업무 추진 계획

2. 학생지도부 업무 추진 계획

3. 입학홍보부 업무 추진 계획

4. 의과학부 업무 추진 계획

5. 체육예능부 업무 추진 계획

6. 1학년부 업무 추진 계획

7. 2학년부 업무 추진 계획

8. 3학년부 업무 추진 계획

9. 보건실 업무 추진 계획

10. 도서관 업무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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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무기획부 업무 추진 계획

Ⅰ 교무기획부 주요 사업 

1. 본교만의 특성화된 교육과정 편성과 원활한 운영

가. 교육과정위원회 활동의 지속적인 활성화 및 협의 결과의 피드백

나. 교사-학생-학부모 상호 간의 활발한 소통에 기초한 합리적인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다. 교사ㆍ학생ㆍ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라. 학생의 꿈과 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과정명
인문과학과정/자연인문과정

(2015이전)
인문과정

자연과정

이공과정

의학과정

(2016이후)

특징

인문계 관련 과목+

자연계 관련 일부 과목 이수/ 자연계 관련 과목

+인문계 관련 일부 과목 이수 

인문계 관련 

과목만 이수

자연계 관련 

과목만 이수

생명/화학 보통 및 

심화과목 이수

마. 학생의 선택을 최대한 보장하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내실화

바. 집중 학습 및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집중 이수제 실시

사. 교과 교실제 운영(과학, 음악, 미술 등)으로 교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도록 지원

아. 1,2학년 수학, 영어 과목 수준별 이동 수업을 통한 학력 제고

2. 공정하고 신뢰받는 학업성적 관리

가.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나. 과목별 평가 세부 계획의 사전 공개를 통한 학생ㆍ학부모의 신뢰 제고

다. 교사의 서술형 및 논술형 채점에 대해 학생들의 이의 제기 기간을 둠으로써 채점의 신뢰도 제고

라. 학부모 시험 감독제 운영을 통한 정기고사 운영의 투명성 확인 및 평가의 신뢰도 제고

마. 정기고사 일정 안내(학사일정 참조)   

3. 다양하고 재미있는 학습과 평가로 학생들의 사고력과 학력 제고

가. 학생들의 창의력, 사고력, 비판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 방법 및 평가 방법 도입

나. 다양한 시청각 자료, 탐구, 토론, 실험-실습 시간 증배

다. 과정을 중시하는 수행평가 실시 확대

라. 서술형 평가 반영 비율 45% 이상(3단위 이상 과목의 경우)으로 확대

4.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 강화

가. 교과학습 부진학생 지도 계획 수립 및 책임 지도

나. 해피프로그램(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TF 중심으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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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학사 운영

가.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수업 시수 및 수업 일수(193일) 확보

나. 요일별로 수업 일수를 고려한 학사 일정 운영

다. 과목수를 고려하여 정기고사 일수를 전학년 동일하게 4일로 조정

라. 일과표

구분 시간 소요시간

학생등교         ∼ 07 : 40

학급조회 07 : 40 ∼ 07 : 50 10분

1교시 08 : 00 ∼ 08 : 50 50분

2교시 09 : 00 ∼ 09 : 50 50분

3교시 10 : 00 ∼ 10 : 50 50분

4교시 11 : 00 ∼ 11 : 50 50분

중식 11 : 50 ∼ 12 : 50 60분

5교시 12 : 50 ∼ 13 : 40 50분

6교시 13 : 50 ∼ 14 : 40 50분

7교시 14 : 50 ∼ 15 : 40 50분

종례 및 청소 15 : 40 ∼ 16 : 00 20분

방과후학교(8교시) 16 : 00 ∼ 16 : 50 50분

방과후학교(9교시) 17 : 00 ∼ 17 : 50 50분

석식 17 : 50 ∼ 18 : 40 50분

자율학습Ⅰ 18 : 40 ∼ 20 : 10 90분

자율학습Ⅱ 20 : 25 ∼ 22 : 00 95분

자율학습Ⅲ 22 : 10 ∼ 23 : 00 50분

마. 전 학년 주당 수업 전개

요일 1~6교시 7교시

월 수업 수업

화 수업 수업

수 수업 학급자치활동 / 동아리

목 수업 수업

금 수업 학업능력경진대회

계 주당 34시간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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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적인 결강 대책으로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도록 관리

• 예측 가능한 결강 : 연가, 경사로 인한 특별휴가, 출장, 조퇴 등

① 사전에 시간표를 변경함으로써 수업시수를 확보한다.

② 이동수업 등으로 시간표 변경이 어려울 경우 해당 교사는 수업자료(유인물, 또는 시청각 자료 등)를 미리 

준비하여 해당 수업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결강 시간에 타 교사가 보강을 들어가 위의 ②항과 같은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면 수업 시수가 확보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결강 시간에 동일 교과 교사가 들어가서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했을 경우 수업 시수가 확보된 것으로 간주한다.

• 예측 불가능한 결강 : 병가, 조사로 인한 특별휴가, 긴급 사유 발생으로 인한 조퇴 등

① 사전에 준비된 수업자료(유인물, 또는 시청각 자료 등)가 있거나 수업자료를 만들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면 

동일 교과 교사가 보강을 한다.

② 위 ①항과 같은 여유가 없으면 보강 우선순위에 따라 보강 처리한다.

③ 병가 및 특별 휴가를 마친 교사는 사후에 보강 대책을 수립하여 부족한 수업시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④ 보강 시간은 정규수업 전 또는 정규수업 후의 시간을 활용하거나, 타 교사의 결강 시간을 활용하며, 보강 

후에는 교무부에 보강 사실을 통보해준다.

⑤ 결강 시간에 동일 교과 교사가 들어가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했을 때는 수업 시수가 확보된 것으로 간주한다.

• 보강 우선 순위

① 예전에 결강했던 동일 교과 교사 ② 당일 시간수가 적은 동일 교과 교사

③ 주당 총 시수가 적은 동일 교과 교사 ④ 예전에 결강했던 타 교과 교사

⑤ 당일 시간수가 적은 타 교과 교사 ⑥ 주당 총 시수가 적은 타 교과 교사

• 결･보강 통계표를 작성하여 결･보강 운영에 사용한다.

• 보강 수당 및 초과수당 지급

① 보강을 한 교사는 수당을 월별로 통합하여 지급 할 수 있다.

② 주당 일반교사는 16시간(동아리, HR제외), 부장은 14시간을 기준으로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시간당 수당을 

월별로 통합하여 지급한다.

6.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 운영

가. 학교 구성원의 요구를 담은 토론 주제 발굴

나. 월2회 전체 집합 토론

다. 분임별 토의 및 토론 활성화

(부장회의, 교과협의회, 부서별 협의회, 학년별 협의회, 교사 연구회 및 동아리 등)

7. 효율적인 교무업무시스템 운영 및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철저

가. 지침을 준수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하고, 교직원 연수 실시

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철저

다.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시 수정 전·후 생활기록부 증거물을 보관한다.

라. 학년별 학생부 기록관리 담당교사 지정 운영

8. 투명하고 객관적인 학적 관리 

가. 결원 모집 시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개 전형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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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 자격 검증을 위해 서류 확인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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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업 장학 활성화

가. 전교사 수업 장학 실시

1) 연간 계획에 의거하여 ‘수업 연구’, ‘수업 공개’, ‘기타 수업 장학’의 형태로 실시함.

수업 장학의

유형

구분 수업 유형별 특징

수업 연구 새로운 수업 방법을 도입하여 교과 수업의 혁신을 추구하는 수업

수업 공개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교사별 수업의 장점이 잘 부각되도록 조직화된 수업

기타 수업 장학
교사 간 협업 수업, 교과 간 융합 수업 등 교수 활동의 영역을 확장한 수업

(교사 ‘수업 연구 동아리’ 활동을 통해 이 유형의 수업을 계획할 수 있음)

2) 교사 개인별 희망에 따라 수업 장학의 형태, 시기, 대상, 내용 등을 자유롭게 선택함.

3) 교과별 협의회를 통해 수합된 교과별 수업 장학 계획을 교육연구부에서 검토하여 일정을 조율한 

후, 기안을 통해 전교사 수업 장학 일정을 확정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

4) ‘수업 연구’는 최소한 3개 교과 이상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업 공개’는 부득이한 

경우, 계획된 기간에 실시한 ‘수업 동영상’ 제출로 대체할 수 있음. 

나. 수업 공개 주간 설정

1) 학기별 1회씩 전교사 ‘수업 공개 주간’을 설정하여 교과 수업을 공개함.

- 1학기는 5월 3주차에, 2학기는 10월 3주차에 수업 공개 주간을 설정하여 운영함.

2) 수업 공개 주간의 수업 공개 결과는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연계하여 운영함.

다. 수업 혁신을 위한 교사 ‘수업 연구 동아리’ 운영

1) 매 학기 초에 교과별 또는 융합 교과의 형태로 ‘수업 연구 동아리’를 결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고함.

2) 학기별로 수업 연구 동아리 활동 실적 보고서를 교육연구부에 제출함.

3) 수업 연구 동아리 활동을 통해 수업의 질 향상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

과 지원책을 마련하여 제공할 예정임.

10. 체계적인 교직원 연수 관리

가. 각 부서 및 교과별 연수 계획을 종합하여 ‘2017학년도 맞춤식 학교 연수 계획’을 수립함.

1) 본교 실정에 맞는 자체 직무 연수 프로그램 개발하여 양질의 자체 연수를 운영함.

2)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지정한 필수 연수 프로그램을 적절한 시기에 체계적으로 운영함.

3) 연간 6회 ‘자체 연수의 날’을 지정하여 자체 연수 계획을 수립함.

1학기 자체 연수의 날 1회차 : 03월 ,   2회차 : 04월 ,   3회차 : 07월

2학기 자체 연수의 날 1회차 : 08월,    2회차 : 10월 ,   3회차 : 12월 

나. 각종 직무 연수 참가를 활성화하여 교사별 연간 직무 연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함.

다. 직무 연수 활성화를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개인 부담 직무 연수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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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과교육활동 지원 강화

가. 학기별 1회 이상 ‘교과별협의회’ 개최 - 수업 혁신을 위한 창의적 방안 기획 (3월, 8월 개최)

나. 교과별 의견수렴 및 교과교육 지원을 위한 ‘교과부장협의회’ 개최 (3월말, 9월초, 12월 중 개최)

다. 독서 교육 강화를 위한 교과 독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라. 교과별 교내대회 및 교과행사 지원 - 기획, 예산, 행정상의 지원 제공

12. 내실 있는 학교자체평가 실시

가. 2016 학교자체평가 결과를 충실히 피드백 하여 2017 학교평가 계획 수립

나. 공정성과 효율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학교자체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

다. 전교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자체평가지표 개발 및 학교평가지표에 대한 교직원 연수 강화

라. 2016 학교자체평가 결과를 다각적으로 활용하여 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13. 효율적인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가. 2016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를 충실히 피드백 하여 2017 교원능력개발평가 계획 수립

나. 공정성과 효율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평가관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

다. 전교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평가 방법을 결정하고 이와 관련된 교직원 연수 강화

라.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교육수요자(학생, 학부모) 대상 연수 강화

마.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참여율 제고를 위한 효율적 방안 모색

바. 교원평가의 제 과정을 통해 수업 및 교육 활동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유도

14. 민주적 절차와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교육계획의 수립과 실행

가. 교육계획 수립을 안건으로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 상설 개최

나.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전교직원 연수 실시 (3월 초, 12월 중 실시)

다. 교원평가와 학교평가의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교육계획 수립

라. 여러 차례의 교과별, 부서별 협의회를 통해 상향식 의견 수렴

마.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교과부장 협의회 상설 운영 (12월~2월중 3회 개최)

바.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부장 협의회 상설 운영 (11~12월 중 3회 개최)

사. 교육계획 수립에 있어서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중시

아. 차년도 예산 계획과 연동하여 교육계획 수립

자. 교육계획에 대한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여 교육계획이 충실히 실행될 수 있도록 유도

차.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 시 전년도 교육계획의 실행 성과를 반드시 피드백 하여 반영

15. 학업능력경진대회(국어, 영어, 수학)

가. 배경 : 학습의 성취는 단기간의 반짝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노력

으로 이루어짐

나. 목적 : 학생들의 학습을 종합적으로 꾸준히 지속시키고, 그 과정을 평가하기 위함

다. 일정 : 매주 금요일 7교시(예정)

(수학, 국어, 영어 순으로 순차적인 평가. 교내 행사시 차주에 시행함)

라. 시상 : 과목별 2회 시험의 점수 합계로 순위를 정하고, 전체 참여 인원의 20%를 시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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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과목별/회차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한 표준점수의 합산점수 기준)  

마. 결과 활용 : 시험 결과 학부모 문자 공지, 수준별 반 편성 시 고려, 학생 상담 시 활용

바. 세부일정

1학기

수학 국어 영어

시험일 시상 시험일 시상 시험일 시상

3월17일 학업능력경진대회

(수학이해력부문)

3월24일 학업능력경진대회

(국어독서부문)

3월31일 학업능력경진대회

(영어어법부문)4월14일 5월19일 5월26일

6월2일 학업능력경진대회

(수학논리력부문)

6월9일 학업능력경진대회

(국어현대문학부문)

6월16일 학업능력경진대회

(영어어휘부문)6월23일 6월30일 7월14일

2학기

8월25일 학업능력경진대회

(수학사고력부문)

9월1일 학업능력경진대회

(국어고전문학부문)

9월8일 학업능력경진대회

(영어독해력부문)9월15일 10월13일 11월3일

11월10일
학업능력경진대회

(수학응용력부문)
11월17일

학업능력경진대회

(국어화작문부문)
11월24일

학업능력경진대회

(영어문맥부문)

Ⅱ 교무기획부 행사 일정

주관부서 행사명 실시 시기 실시 대상 주요 내용 담당자

교무기획부 개학식 / 입학식 3월2일 강당 2,3학년 개학식, 1학년 입학식

교무부장

및

담당자

교무기획부 2017 교육계획서 발간 3월2주차 교과별, 부서별 교육계획 및 역점 사업 계획

교무기획부 학부모회의(3) 3월8일 강당 학교 운영 방침 소개 / 3학년 학부모회 구성

교무기획부 학부모회의(2) 3월10일 강당 학교 운영 방침 소개 / 2학년 학부모회 구성

교무기획부 학부모회의(1) 3월15일 강당 학교 운영 방침 소개 / 1학년 학부모회 구성

교무기획부 재학생 / 신입생 상견례 3월20일 운동장 재학생 / 신입생 상견례

교무기획부 교육실습 5/9~6/3 4주간 수업참관 및 수업지도 실습

교무기획부 1학기 수업공개 주간 5월 수업교실 교육실습 차원의 수업공개

교무기획부 개학식 8월14일 강당 2학기 개학식

교무기획부 교원능력개발평가(학생) 9월4주 컴퓨터실 온라인 학생만족도 조사 실시

교무기획부 2학기 수업공개 주간 10월1주 수업교실 동료장학 및 약식장학 차원의 수업공개

교무기획부 교원능력개발평가(학부모) 10월2주 온라인 학부모만족도 조사 실시

교무기획부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 10월4주 온라인 동료교원평가 실시

교무기획부 대학수학능력시험 11월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

교무기획부 학교자체평가위원회(최종) 12월14일 세미나실 2017학년도 학교자체평가서 작성 완료

교무기획부 학년말 평가회(3) 12월21일 세미나실 학년말 평가회(13)

교무기획부 학년말 평가회(1,2) 12월27일 세미나실 학년말 평가회(1,2)

교무기획부 제56회 졸업식 2월7일 평화의전당 제56회 졸업식

교무기획부 2017학년도 교지 발간 2월1주차 학교소식, 문예, 탐구, 기획특집 등으로 구성

교무기획부 2018학년도 학사달력 발간 2월 주차 2018학년도 학사일정 및 각종 행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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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무기획부 주관 연수 계획 

주관부서 연수 명칭 실시 시기 실시 대상 주요 내용 담당자 

교무기획부 교사 복무규정 연수 3월7일 교직원 2016 교사 복무규정 연수

교무부장

및 

담당자

교무기획부 나이스 / 성적처리 요령 연수 3월7일 신임교사 2016 나이스시스템 및 성적처리 요령 연수

교무기획부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연수 3월7일 교직원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및 작성 요령/지침

교무기획부 2016 학교평가 결과 연수 3월2주차 교직원 2016 학교자체평가서 활용에 관한 연수

교무기획부 신규 임용 교사 직무 연수 3월2주차 신임교사 2017 신임 교사에 대한 교무 업무 직무 연수

교무기획부 수업 장학에 관한 연수 3월2주차 교직원 2017 수업 장학 계획에 관한 연수

교무기획부 교육계획서 발간 연수 3월3주차 교직원 2017 교육계획서 안내 및 활용에 관한 연수

교무기획부 동대문구 지원사업 연수(1차) 3월4주차 담당교사 프로그램 운영 방법과 예산 집행에 관한 연수

교무기획부 중간고사 대비 학업성적관리 연수 3월4주차 교직원 수행 및 지필평가 출제 및 성적 처리 요령

교무기획부 중간고사 대비 학생 연수 4월3주차 전교생 정기고사 응시 요령 및 부정행위 예방 

교무기획부 중간고사 대비 학부모 연수 4월4주차 학부모 감독 정기고사 감독 요령 및 부정행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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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무기획부 2017 학교평가에 관한 연수 4월4주 교직원 학교평가계획과 자체평가지표에 관한 연수

교무기획부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연수 4월4주 전교생/교직원 개인 정보 보호 방안 및 사이버 범죄 예방 연수

교무기획부 교육실습에 관한 연수 4월4주 교직원 교육실습 계획 및 교생 지도방법에 관한 연수

교무기획부 교직원 정기 연수 4월24일 교직원 교권보호, 청렴, 양성평등, 선행교육예방 등

교무기획부 기말고사 대비 학업성적관리 연수 6월2주차 교직원 수행 및 지필평가 출제 및 성적 처리 요령

교무기획부 1학기 명사 초청 특강 6월 전교생/교직원 분야별 교육 특강 (예시 : 통일교육, 안보교육)

교무기획부 학교 홈페이지 활용 연수 7월 교직원 학교 홈페이지 운영 및 활용에 관한 연수

교무기획부 기말고사 대비 학생 연수 7월1주차 전교생 정기고사 응시 요령 및 부정행위 예방 

교무기획부 기말고사 대비 학부모 연수 7월2주차 학부모 감독 정기고사 감독 요령 및 부정행위 예방 

교무기획부 교직원 정기 연수 7월6일 교직원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및 작성 지침

교무기획부 교원능력개발평가 연수 8월 중
교직원 및

전교생/학부모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연수

교무기획부 중간고사 대비 학업성적관리 연수 9월2주차 교직원 수행 및 지필평가 출제 및 성적 처리 요령

교무기획부 중간고사 대비 학생 연수 9월4주차 전교생 정기고사 응시 요령 및 부정행위 예방 

교무기획부 중간고사 대비 학부모 연수 9월4주차 학부모 감독 정기고사 감독 요령 및 부정행위 예방 

교무기획부 교직원 정기 연수 9월26일 교직원 교권보호, 청렴, 양성평등, 선행교육예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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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무기획부 동대문구 지원사업 연수(2차) 11월 담당교사
당해 연도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평가와

차년도 프로그램 계획을 위한 연수

교무기획부 2학기 명사 초청 특강 11월 전교생/교직원 분야별 교육 특강 (예시 : 경제교육, 스피치교육)

교무기획부 기말고사 대비 학업성적관리 연수 11월2주차 교직원 수행 및 지필평가 출제 및 성적 처리 요령

교무기획부 기말고사 대비 학생 연수 12월1주차 전교생 정기고사 응시 요령 및 부정행위 예방 

교무기획부 기말고사 대비 학부모 연수 12월2주차 학부모 감독 정기고사 감독 요령 및 부정행위 예방 

교무기획부 교직원 정기 연수 12월6일 교직원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및 작성 지침

교무기획부 2017 교육계획 수립 연수 12월30일 교직원
2017 교과별, 부서별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연수

2017 학교 역점 사업 기획에 관한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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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지도부 업무 추진 계획

Ⅰ 학생지도부 주요 사업

1. 밝은사회운동 실천으로 기본 생활 예절 및 인성 교육 강화

가. 밝은사회운동 정신(선의⁃ 협동⁃ 봉사-기여)의 지속적 교육과 생활화로 기본 생활 예절 습득 유도

나. 지속적인 등교⁃ 중식⁃ 하교 지도, 교내외 순시 지도를 통해 건전하고 원만한 생활습관 형성 유도

지도유형 지도시간 지도내용 지도교사 비고

등교지도 07:10~08:00
인사 잘하기 지도, 용의복장 지도, 지

각 및 교통안전 지도
학생지도부 교사

학생도우미 : 

2학년 지도부 학생

중식지도 11:50~12:50
식당 질서 지도, 무단 외출 및 조퇴 지

도
학생지도부 교사

하교지도 15:30~17:00
교통안전 지도, 하교 지도, 

교내외 순시 지도
학생지도부 교사

교내

순시지도
휴식 시간

금연, 정숙, 폭력예방, 무단 외출 및 

조퇴 지도, 공공기물애용 지도

학급담임, 

학생지도부 교사

교외

순시지도

일과 후

(주 1회)

흡연, 유흥가 출입, 폭력, 약물 오남용, 

음주 학생 지도
학생지도부 교사

학교 단독 혹은 지구별 

합동 지도

2. 학교 폭력 예방으로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위한 학교폭력예방교육의 강화 

나. 학교폭력 대책 자치 위원회의 활성화

다. 학교폭력 추방 순시 지도의 강화 

라. 학교 폭력 상담 지도의 내실화 

마. 학교 폭력 및 집단 따돌림 실태 파악 및 처리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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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폭력 피해 신고처 전화번호

경희고 02) 966-3782, 966-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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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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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벌없는 학교 문화 만들기

가. 체벌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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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학생생활평점 제도를 활용하여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권리 모두를 존중

4. 체계적인 안전 교육 및 안전 관리 강화로 각종 안전사고 예방

가. 학교 안전관리 위원회 조직 및 활성화

나. 안전 점검의 날(매월 4일) 생활화로 생활안전에 대한 의식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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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체험 및 수련활동 계획 수립에 안전교육 및 안전계획 포함, 안전 지도교사 임명 및 임장 지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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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정실

3. 학급자치활동 및 조 ⁃ 종례 담임교사

4. 안전교육 담당자 지정 관련 교과 교사

5. 안전 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 학생지도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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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지도부/행정실/담임2. 사회재난시 안전수칙 및 대처요령

3. 자연재난시 안전수칙 및 대처요령

안전 교육

프로그램

1. 안전 점검의 날 운영 및 캠페인 행정실/학생지도부

2. 응급처치 교육 보건교사

3. 성폭력 / 학교폭력 교육 학생지도부/보건교사 

4. 기초 질서 지키기 및 안전생활 실천 학생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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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생회 자치 활동을 통한 자율적 생활 규정 준수

가. 지속적인 대의원 회의를 통한 학생 여론 적극 수렴 

나. 자정활동의 일환으로 ‘잘못은 고쳐주고 모르는 것은 알려주기’ 운동 전개 

다. 학생회 간부의 리더십 함양과 공동체 의식 강화 

1) 리더십 함양을 위한 임원수련회 활성화 

2) 경황제 행사 지원 

3) 자매학교 및 자매부대 방문  

라. 지도부 활동 활성화

1) 자격요건 강화 및 담당교사와 지속적인 면담(월 1회)

2) 등교 및 중식 지도, 석식지도

6. 흡연 예방 및 금연 운동 실시 

가. 학교 금연 운동 추진 팀의 지속적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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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흡연 학생 적발 시 추후 흡연 테스트로 지속적인 금연 관리 및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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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흡연 예방을 위한 교내 ⁃ 외 지도 및 예방 활동 실시

7. 진로 및 직업 선택에 도움이 되는 진로 프로그램 및 체험활동 운영

가. 진로 및 직업 선택에 도움이 되는 진로 프로그램 및 체험활동 운영

가. 진로검사, 인성검사, 학습능력검사 주관

나.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진로특강, 진로집단상담) 

다. 드림레터 발송(주1회)

라. 통합진로교육 교수학습 자료 제공 

마. 학부모대상 진로 설명회 

바. 교직원 진로 연수 지원

사. 진로직업 박람회 기획 및 운영

아. 진로직업체험센터 참가지원

자. 홈페이지 진로상담코너 운영

차. 취약학생 정서 상담 지원 및 관리

8. 전공심화연구 프로그램

가. 대상 : 진로희망에 따른 전공심화 강의(특강,실험)를 원하는 학생

나. 운영방법 : 강좌당 6차시(차시당 2시간) 총 12시간 운영

다. 강사 : 각 분야 전문가 및 대학교수

라. 개설시기 : 1학기, 여름방학, 2학기, 겨울방학 총 4기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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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삼위일체 축제(경황제) 만들기

가. 공연과 전시 등에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삼위일체 축제로 기획

나. 삼위일체 축제를 통하여 전인교육을 추구하고, 학교 구성원 사이의 신뢰형성과 상호 이해 심화

다. 내실 있는 상설 동아리 운영활성화로 학교 축제(경황제) 성공적 개최

라. 축제에 즈음하여 클럽활동 시간을 집중 운영하여 공연과 전시의 질적 향상 도모

10. 인근 지역사회 인재와 함께하는 대학생 학습멘토링

가. 운영일시 : 1학기, 여름방학, 2학기, 겨울방학 총 4기로 운영

나. 팀별인원 : 1팀당 5명 이내로 구성  

다. 추진사항 : 매 기수마다 종료 후 만족도 조사 및 멘토, 멘티 피드백 실시   

11. 학교 주도의 내실 있는 봉사활동 프로그램 실시

가. 일시적 봉사가 아니라 생활에서 지속되는 봉사를 함으로써 졸업 후에도 봉사하는 경희인 육성

나. 학교 모든 구성원이 밝은사회클럽에 가입하고, 밝은사회 정신에 입각하여 봉사활동을 생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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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활동의

생활화

• 일상에서의 봉사활동 생활화 : 도우미 조직(환경봉사, 급식, 도서, 방송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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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위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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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은사회클럽

• 밝은사회 경황클럽(학생), 동심클럽(교사), 사임당클럽(학부모), 

학부모 샤프론 봉사대(당해 학교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 지도)

• 봉사과제를 계획, 공고, 봉사 학생모집, 사전 교육, 현장 봉사활동 인솔

• 봉사확인서 인증 발급

연중

연간 의무봉사활동
• 1년에 4회 전일 봉사활동을 통해 전교생 봉사정신 함양

• 학기당 2회씩 본인이 원하는 봉사활동을 찾아 전일 봉사실시

12. 전문상담활동

가. 3인의 전문상담사가 상담활동 

나. 오후 12시~5시까지 상담활동

다. 정서취약, 상담신청자, 교사의뢰 우선 상담

라. 생명존중 자살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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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역점사업 참조)

가. 전공심화 연구 프로그램

나. 인성 교육을 위한 수화교육 프로그램

다. 대학생 학습멘토링

라, 맞춤식 프로그램

14. 다양한 동아리 활동

가. 정규 동아리

연번 담당 동아리 담당교사 연번 담당 동아리 담당교사

1 의학연구 손효정 21 영자신문 박정아

2 과학다큐 및 독서토론 유혜원 22 미술디자인 김현정

3 화학실험탐구 김진희 23 태권도 시범단 김영남

4 창의로봇 이재국 24 축구 육정우

5 드론 김중구 25 볼링 최현희

6 의학-화학 연구반 이훈 26 배드민턴 이진오

7 IT심층연구 정재웅 27 탁구 김동만

8 수학월간학회지편집 이서영 28 오케스트라 손희영

9 수학개념탐구반 우승훈 29 댄스반 손희영

10 경제,경영 탐구 심재영 30 고황산밴드 김무정

11 문예창작 박보령 31 엘리트축구 변일우

12 추리반 안충모 32 수학 소논문 작성 강양구

13 도서반 정움 33 수리논술 박군담

14 신문기자 노영한 34 수학탐구 유현승

15 역사문화탐방 이종경 35 GifTED & TalenTED 이아랑

16 사회과학탐구 남현진 36 경희독서당 장준혁

17 국궁 강민철 37 영어성경읽기 진대영

18 방송 김세인 38 영어 미디어 탐구 학습 김동현

19 시사토론 김기수 39 융합독서반 김남중

20 TED로 영어공부하기 박지설



경희고등학교 www.kyungheeboy.hs.kr

  Ⅳ. 부서별 업무 추진 계획  115

나. 자율 동아리 

연번 영역 동아리명 담당교사 연번 영역 동아리명 담당교사

1 국어 독서토론동아리 강민철 31 　
ISTR(Information Securitiy 

Technology Report)
홍지수

2 　 아로마겟돈 장준혁 32 　 경희 건축 동아리 김현정

3 　 철학동아리 장준혁 33 　 천문학 연구회 유혜원

4 　 꿈이 있는 이들의 모임 장준혁 34 　 명의(수의반) 손효정

5 　 독서토론, 독후감 쓰기 동아리 안충모 35 　 명의(수의반) 김진희

6 　 독서부 정움 36 　 명의(신경과) 김진희

7 　 논술 동아리 노영한 37 　 명의(피부,약학) 김진희

8 　 국어 탐구 동아리 안충모 38 　 명의(병리과) 손효정

9 영어 NIE 美 박지설 39 　 명의(정신과) 손효정

10 　 스위밍 박정아 40 　 명의(정형외과2) 손효정

11 수학 1st class Mathemetics 우승훈 41 　 명의(외과) 이훈

12 　 수리 들어간다 김중구 42 　 명의(정형외과1) 이훈

13 　 수학토론발표동아리 이서영 43 　 명의(치과) 이훈

14 　 Math Dessert 김중구 44 명의(흉부외과) 유혜원

15 　 이타적 유전자 β 정재웅 45 　 명의(내과,소아과) 유혜원

16 　 통계 동아리 정재웅 46 　 굳닥터 손효정

17 　 빅데이터 연구반 정재웅 47 　
D,R,S,R

(Display, Research Study Reading)
유혜원

18 　 OL-RIO-OLV 정재웅 48 　 Anomymous Thinking  Project 손효정

19 　 수학멘토단 유현승 49 　 Carothers(재료공학동아리) 강양구

20 　 수페인(수학동아리) 박군담 50 　 생명공학 동아리(비오스) 강양구

21 　 수리통계동아리 강양구 51 　 기계항공동아리(항공역학&기체탐구) 강양구

22 　 미적분1 구술 발표 연습 정재웅 52 　 화학공학동아리(Chemicals) 강양구

23 　 Conquer the  mathematics originality 우승훈 53 　 C.P.(Ceate patent) 이서영

24 　 창의력 수학 이서영 54 　
HACK(Highschool  activities about 

computer knowledge)
정재웅

25 과학 현대과학탐구반 유혜원 55 　 DTC(Drone technology and controll) 김중구

26 　 Ecstasy/Entity 이훈 56 　 환경의 발 유혜원

27 　 동물탐구토론동아리 박현묘 57 　 항공진로동아리 이훈

28 　 Educational Bio  Science 박현묘 58 　 생각하는 융합과학 정재웅

29 　 화학 4% 이훈 59 　 화학탐구동아리 이훈

30 　 KnowBrain(노브레인) 박현묘 60 　 융합프로그래밍 정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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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영역 동아리명 담당교사 연번 영역 동아리명 담당교사

61 　 생명과학 정보동아리 손효정 91 다일봉사동아리 손희영

62 생명과학 탐구동아리 손효정 92 　 프라모델 노영한

63 　 F=ma 유혜원 93 　 미'찾아  '식'찾아 박지설

64 　 통계물리 동아리'로빅' 이재국 94 　 폴리S 진대영

65 　 과학 논문 탐구 동아리 이훈 95 　 공간 진대영

66 　 Dream of Aircraft 김중구 96 　 영상탐구제작부 장준혁

67 사회 KHSC 남현진 97 　 팝콘 시네마 김세인

68 　 LEAP(Law,Economy And  Property) 심재영 98 　 성민이와 아이들 노영한

69 　 마케팅 분석과 연구 심재영 99 체육 카리스노 이진오

70 　 반크(Vank) 동아리 심재영 100 　 자전거 동아리 김영남

71 　 역지사지(역사고전탐구동아리) 최우석 101 　 달려라 경희 안충모

72 　 H.O.I(History of  Itary) 최우석 102 　 Ankle breaker 이진오

73 　 Economist 진대영 103 　 S.A.C(soccer analyzing Club) 진대영

74 　 역사탐구토론 최우석 104 음악 Heeflo 정재웅

75 　 역사탐구 이종경 105 　 Raine Traum 손희영

76 　 경희영상제작단 심재영 106 Maestro(지휘) 손희영

77 　 E&E(English&Espanol)  Society 심재영 107 크레센도 손희영

78 　 GDP(Global Diplamats & Policians) 심재영 108 오케스트라 손희영

79 Objection, Your Honor! 심재영 109 미술 만화제작부 진대영

80 　 Issue 메이커 진대영 110

81 　 헌법동아리 남현진 111

82 　 R&D(reading and discussion) 노영한 112

83 　 모의정당, 토론 동아리 심재영 113

84 기타 T.T(Teacher Team) 장준혁 114

85 　 T.I(Teaching i) 박지설 115

86 　 GameTopia 이성빈 116

87 　 MOM(movie of movie) 김세인 117

88 　 margorp 김세인 118

89 　 보게미 최우석 119

90 　 e-편한세상 김세인 120

※ 자율 동아리는 학생의 요구에 따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 또는 신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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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행사명 실시 시기 실시 장소 주요 내용 담당자

학생지도부 드림레터 발송 매달 1주 진로직업에 관한 정보 발송 실무사

학생지도부 대학생 학습멘토링(1기) 3월~6월 해당교실 학습멘토링 활동 손희영

학생지도부 1학기 환경봉사대 조직 및 운영 3월~8월 교무실 및 특별실 점심시간을 이용 교내외 환경정화활동 실무사

학생지도부 밝은사회 사임당클럽 회원조직 3월 3주 시청각실 밝은사회 임원 선출 및 활동안내 실무사

학생지도부 밝은사회 학생클럽 입회식 3월 4주차 평화의전당 신입생 및 신입교사 밝은사회클럽 입회 김중구

학생지도부 전공심화연구 프로그램(1기) 3월~6월 해당교실 전공심화연구 프로그램 수강 및 대회 운영 김중구

학생지도부 정규동아리 편성 및 운영 3월~2월 해당교실 정규시간 동아리활동 손희영

학생지도부
자율동아리, 진로동아리 편성

운영
3월~2월 동아리별 자율 동아리별 자율활동 지도 손희영

학생지도부 밝은사회클럽 지도자수련회 4월 2주차 외부연수장소 밝은사회 지도자 연수 김중구

학생지도부 카네이션 만들기 봉사 4월 3주차 시청각실 노인복지회에 카네이션 만들어 기부 실무사

학생지도부 행복교육박람회 7월 13일 해당장소 진로직업박람회 관람 및 참여 김중구

학생지도부 대학생 학습멘토링 2기 운영 6월~8월 해당교실 학습멘토링 활동 손희영

학생지도부 전일제 봉사활동 7월 3주차 외부활동 계획에 의한 개인별 또는 조별 봉사활동 김중구

학생지도부 사임당클럽 주관 봉사활동 7월 3주차 향림원 사회복지법인 향림원 봉사횔동 김중구

학생지도부 전공심화연구 보고서대회(1기) 6월 4주차 시청각실 전공심화연구 보고서대회(1기) 심사 및 시상 김중구

학생지도부 진로직업체험의 날 7월 4주차 외부활동 분야별 직업체험 김중구

학생지도부 1학기 선행상 및 봉사상 시상 7월 4주차 선행상 봉사상 수상자 심의 및 상장 수여 실무사

Ⅱ 경황제 소개

1. 목적 및 기대효과

가. 학교 구성원 전체가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되게 한다.

나. 클럽활동 시간에 갈고 닦았던 학생들의 특기와 소질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문화적인 창

작, 발표의 경험, 성취감 등을 느낄 수 있게 한다. 

다. 특정 클럽 소속 학생뿐만이 아닌 전교생의 적극적인 행사 참여(참여분과)를 통해 애교심과 공동

체 의식을 기른다.

라. 본교생과 외부 손님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종합 축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경희인의 문화적 역량

을 향상시킨다.

마. 교직원들의 적극적 지도와 참여를 통해 사제 간의 신뢰를 더욱 높인다.

바. 학생들이 기획하고 준비하여 진행하는 ‘학생 창조적 역량의 장’이 되게 한다.

2. 일시 : 2017년 12월 22일(금)

Ⅲ 학생지도부 행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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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행사명 실시 시기 실시 장소 주요 내용 담당자

학생지도부 전공심화프로그램 2기 운영 8월 2주차 해당교실 전공심화프로그램 수강 및 전공심화연구대회 김중기

학생지도부 경황제 8월 3주차 강당 및 크라운관 학교 동아리별 발표 및 공연 손희영

학생지도부 2학기 환경봉사대 조직 및 운영
8월 4주부터 

~12월까지
교무실 및 특별실 점심시간을 이용 교내외 환경정화활동 실무사

학생지도부 2학기 봉사멘토링 조직 및 활동
8월 4주부터 

~12월까지
해당 중학교 중학생 대상 진로 및 학습멘토링 손희영

학생지도부
전공심화프로그램 연구대회

(2기)
9월 3주차 시청각실 전공심화프로그램 연구대회(2기) 심사 및 시상 김중구

학생지도부 1학기 k-mooc 연구대회 9월 3주차 시청각실 1학기 k-mooc 연구대회 심사 및 시상 손희영

학생지도부 전공심화 프로그램 3기 운영 9월~11월 해당교실 전공심화프로그램 수강 및 전공심화연구대회 김중구

학생지도부 대학생 학습멘토링 3기 운영 9월~11월 해당교실 학습멘토링 활동 손희영

학생지도부 진로ucc 대회발표 및 시상 9월 중 시청각실 진로ucc발표대회 김중구

학생지도부 밝은사회 거리미화 캠페인 9월 4주차 종로일대 밝은사회 캠페인 및 환경정화활동 김중구

학생지도부 진로직업박람회 참가 11월 1주차 해당장소 진로직업박람회 관람 및 참여 김중구

학생지도부 진로직업체험의 날 11월 4주차 외부활동 단체 직업체험활동 김중구

학생지도부 밝은사회 김장담그기 행사 11월 4주차 교내식당 병설학교(6개교) 김장담그기 주관운영 김중구

학생지도부 진로직업체험의 날 12월 1주차 외부활동 단체 직업체험활동 김중구

학생지도부 진로직업체험의 날 12월 3주차 외부활동 분야별 직업체험 김중구

학생지도부 전일제 봉사활동 12월 3주차 외부활동 계획에 의한 개인별 또는 조별 봉사활동 김중구

학생지도부 사임당클럽 주관 봉사활동 12월 3주차 향림원 사회복지법인 향림원 봉사횔동 김중구

학생지도부
전공심화프로그램 연구대회

(3기)
12월 3주차 시청각실 전공심화프로그램 연구대회(3기) 심사 및 시상 김중구

학생지도부 2학기 선행상 및 봉사상 시상 12월 4주차 선행상 봉사상 수상자 심의 및 상장 수여 실무사

학생지도부 대학생 학습멘토링 4기 운영 1월~2월 중 해당교실 학습멘토링 활동 손희영

학생지도부 전공심화프로그램 4기 운영 1월 중 해당교실 전공심화프로그램 수강 및 전공심화연구대회 손희영

학생지도부
전공심화프로그램 연구대회

(4기)
2월 1주차 시청각실 전공심화프로그램 연구대회(4기) 심사 및 시상 김중구

학생지도부 2학기 k-mooc 연구대회 2월 1주차 시청각실 2학기 k-mooc 연구대회 심사 및 시상 손희영

학생지도부 신입생 대상 주요 검사 실시 2월 중 1학년교실 학습능력검사, 다인성검사, 진로적성검사 김중구

학생지도부 1학기 학급임원 선거 3월 8일 교실 학급임원 3명 선출 이재국

학생지도부 1학기 환경미화심사 3월 17일 교실 환경정화 및 개선 이재국

학생지도부 1학기 학생회 리더십 캠프 4월 1일 국회 리더십 함양을 위한 등반 및 대화 이재국

학생지도부 춘계소풍 4월 7일 미정 자연친화적인 현장 체험 학습 이재국

학생지도부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6월 9일 강당 2016학년도 학생회 임원 선출 이재국

학생지도부 2학기 학급임원 선거 7월 20일 교실 학급임원 3명 선출 이재국

학생지도부 2학기 환경미화 심사 8월 24일 교실 환경정화 및 개선 이재국

학생지도부 2학기 학생회 리더십 캠프
8월 25~26일

(1박2일)
미정

리더십 함양을 위한 단체활동 경험 및 학교 발전

을 위한 토론
이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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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학생지도부 주관 연수 계획

주관부서 연수 명칭 실시 시기 실시 대상 주요 내용 담당자

학생지도부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 1차 3월 4주차 전교생/교직원 전교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 전문상담사

학생지도부 학부모 진로 설명회 4월 3주차 1,2학년 학부모 학생 진로에 대한 특강 연수 김중구

학생지도부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 2차 4월 4주차 학부모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수 전문상담사

학생지도부 스마트폰 과다사용 예방교육 5월 24일 1학년 학생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예방교육 김중구

학생지도부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 3차 7월 4주차 전교생/교직원 전교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 전문상담사

학생지도부 학부모 진로 설명회 10월 2주차 1,2학년 학부모 학생 진로에 대한 특강실시 김중구

학생지도부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 4차 10월 4주차 전교생/교직원 전교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 전문상담사

학생지도부 동문졸업생 직업멘토링 12월 3주차 1,2학년 직업별 동문 멘토링 손희영

학생지도부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 5차 2월 2주차 전교생/교직원 전교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 전문상담사

학생지도부 학교폭력예방교육(교직원1차) 3월 7일 교직원 나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나? 이종경

학생지도부
학교폭력예방교육

(학부모1차/전교생1차)
3월 8일

3학년 학부모

및 전교생
나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나? 이종경

학생지도부 학교폭력예방교육(학부모1차) 3월 10일 2학년 학부모 나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나? 이종경

학생지도부 학교폭력예방교육(학부모1차) 3월 15일 1학년 학부모 나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나? 이종경

학생지도부 학교폭력예방교육(교직원2차) 4월 4일 교직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이종경

학생지도부 학교폭력예방교육(전교생2차) 4월 5일 전교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이종경

학생지도부 학교폭력예방교육(학부모2차) 4월 27일 학부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이종경

학생지도부 학교폭력예방교육(전교생3차) 5월 24일 전교생 학교폭력 징후 판별 ,발생시 대응요령 이종경

학생지도부 학교폭력예방교육(전교생4차) 6월 28일 전교생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사례 및 처리 결과 이종경

학생지도부 학교폭력예방교육(교직원3차) 7월 6일 교직원 학교폭력사안 처리시 유의사항 이종경

학생지도부 학교폭력예방교육(학부모3차) 7월 7일 학부모 학교폭력 징후 판별 ,발생시 대응요령 이종경

학생지도부 학교폭력예방교육(전교생5차) 7월 12일 전교생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사례 및 처리 결과 이종경

학생지도부 학교폭력예방교육(전교생6차) 9월 20일 전교생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사례 및 처리 결과 이종경

학생지도부 학교폭력예방교육(학부모4차) 10월 7일 학부모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사례 및 처리 결과 이종경

학생지도부 학교폭력예방교육(전교생7차) 11월 15일 전교생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사례 및 처리 결과 이종경

학생지도부 학교폭력예방교육(교직원4차) 12월 6일 교직원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사례 및 처리 결과 이종경

학생지도부 학교폭력예방교육(전교생8차) 12월 20일 전교생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사례 및 처리 결과 이종경

학생지도부 아동학대예방교육(1차) 3월 28일 전교생/교직원 아동 학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예방 이종경

학생지도부 아동학대예방교육(2차) 5월 30일 전교생/교직원 아동 학대를 조기에 인지하는 방법과 신고 의무 이종경

학생지도부 아동학대예방교육(3차) 7월 21일 전교생/교직원
아동의 올바른 양육 방법, 훈육 방법, 

및 자녀와의 소통 방법
이종경

학생지도부 아동학대예방교육(4차) 9월 8일 전교생/교직원 아동 학대에 대한 구체적 사례 및 처리 방법 이종경

학생지도부 아동학대예방교육(5차) 10월 24일 전교생/교직원 아동 학대에 대한 구체적 사례 및 처리 방법 이종경

학생지도부 아동학대예방교육(6차) 11월 29일 전교생/교직원 아동 학대에 대한 구체적 사례 및 처리 방법 이종경

학생지도부 아동학대예방교육(7차) 12월 15일 전교생/교직원 아동 학대에 대한 구체적 사례 및 처리 방법 이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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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학홍보부 업무 추진 계획

Ⅰ 입학홍보부 주요 사업 

1.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통한 건학이념에 적합한 인재 선발

가. 건학이념에 부합하며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방향으로 입학 전형 개선 

나.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인재 선발 

다. 사교육 유발 요인을 배제하고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갖춘 인재 선발 

라. 투명하고 공정한 입학전형 관리를 통한 공교육의 신뢰성 제고 

2. 학교 홍보 자료 제작 및 관리

가. 학교 홍보를 위한 각종 인쇄물 및 영상물 제작

나. 의학 과정 등 맞춤식 교육과정 운영, 수학 정석을 통한 수학 교육의 체계성, 국제화 마인드를 위

한 외국어 동아리 운영,  교과 연계와 심화를 통한 다양한 진로 동아리 운영 

다. 대학별 고사(논술)의 체계적 지도, 교과와 연계된 4회의 각종 경시대회, 창의·로봇 영재학급 운영 

등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 등 본교의 교육 인프라 및 학생부 기록 관련 집중 홍보

라. 본교 홈페이지, 언론 매체, 학교 동아리 활동 등을 활용한 홍보 병행

마. 학교 홍보 관련 자료 체계적 관리

3.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한 중학교 방문 홍보 및 상담

가. 중학교를 방문하여 홍보물을 전달하고 우수 학생 면담 및 소규모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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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와 긴밀한 연락 체제를 구축하여 상호 협조

라. 학생회 지원을 통한 홍보 학생 도우미 운영

4. 다양한 학교 설명회 개최

가. 중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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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본교 방문을 희망하는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해 탐방 기회 상시 제공 및 안내

5. 학교의 브랜드 관리 및 장기적 비전 제시

가. 본교의 브랜드 가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나. 입학 대상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를 파악하여 학교의 장기적 비전으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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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적극적인 홍보로 결원 학생 모집

가. 전출생 관리: 부적응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면담 관리로 전출생 최소화 및 학생들의 학교활동에 

대한 고충 신속 처리

나. 전입생 관리 : 결원 추가 모집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및 전입생의 학교 적응을 위한 상담 관리

7. 국제 교류 

가. 해외자매학교를 통한 국제교류/ 국제교환학생제도 활성화   

나. 경희대 국제 교육원과 외국어대학교와 협력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Ⅱ 입학홍보부 행사 일정

주관부서 행사명 실시 시기 실시 장소 주요 내용 담당자

입학홍보부 월별 홍보전략 회의 및 세미나 매월 4주차 세미나실 학교 홍보 내용 공유와 전략 수립 황승근 외

입학홍보부 국제 교류 행사 1학기 중 본교 자매 결연 학교와 국제 교류 황승근 외

입학홍보부 중핚교 방문 입시 설명회 1학기 중 인근 중학교 학교 홍보 및 우수 학생 유치 황승근 외

입학홍보부
신입생 유치를 위한

중학교 방문 설명회
9월 ~ 11월 인근 중학교 학교 홍보 및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발굴 황승근 외

입학홍보부
2018학년도 신입생 입학

설명회 (1차)
10월 1주차 본교

2018학년도 신입생 입학설명회 및 

학교 홍보
황승근 외

입학홍보부
2018학년도 신입생 입학

설명회 (2차)
10월 4주차 본교

2018학년도 신입생 입학설명회 및 

학교 홍보
황승근 외

입학홍보부
2018학년도 신입생 입학

설명회 (3차)
11월 4주차 본교

2018학년도 신입생 입학설명회 및 

학교 홍보
황승근 외

※ 위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Ⅲ 입학홍보부 주관 연수 계획 

주관부서 연수 명칭 실시 시기 실시 대상 주요 내용 담당자

입학홍보부
2018학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

면접관 연수 (신규 연수)
8월 중 신임교원

자기주도학습전형의 이해와 실습 

(신규)
황승근

입학홍보부
2018학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

면접관 연수 (보수 연수)
8월 중 전교원

자기주도학습젼형의 이해와 실습 

(보수)
황승근

입학홍보부
2018학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

면접 문항개발 연수
11월 중 전교원 자기주도학습전형 면접 문항 개발 연수 황승근

※ 위 연수는 교육청 연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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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과학부 업무 추진 계획

Ⅰ 의과학부 주요 사업

1. 교내 의학과정 관련 프로그램 참여 및 이수 관리

(1학년 생명과학 중점학급 / 2학년 의학과정 학급)

가. 의생명과학 관련 진로 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이수 관리

1) 의생명과학 관련 진로에 대한 올바른 직업관 형성과 진로 탐색을 위한 기회를 제공함.

2) 경희의료원 및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진이 참여하는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함.

3) 1학년 생명과학 중점 학급 학생 대상 60시간 내외, 2학년 의학과정 학급 학생 대상 60시간 내외

로 총 120시간 내외의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함.(상세 강좌 내용은 특색 사업 참조)

나. 의생명과학 관련 인성교육 프로그램 참여 및 이수 관리

1) 학생지도부에서 주관하는 수화교육 프로그램에 의학과정 학생의 참여 및 이수 여부 관리

2) 수화 및 의생명과학 관련 봉사활동에 의학과정 학생의 참여 및 이수 여부 관리

3) 의생명과학 관련 권장 도서 독서활동에 의학과정 학생의 참여 및 이수 여부 관리

다. 의생명과학 관련 진로 탐색 프로그램 참여 및 이수 관리

1) 학생지도부에서 주관하는 전공 심화 연구 프로그램 중 의생명과학 프로그램에 의학과정 학생의 

참여 및 이수 관리

라. ‘나도 의학자 대회’ 개최 및 이수 관리

1) 의학 과정 학생들이 관심 분야 질병에 대해 심화 탐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기회 제공

2) ‘나도 의학자 대회’에 의학과정 학생의 참여 및 이수 여부 관리

2. 교내 의학과정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

가. 의학과정 학급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1) 의학과정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정보 및 진행 상황을 제공함.

2) 의학과정 프로그램에서 실시한 교육 자료 및 참여한 학생들의 학습 자료를 정리하여 게시함.

나. 인성교육 프로그램 관련 지원

1) 의생명과학 관련 봉사활동 정보를 탐색하여 수시로 제공함.

2) 의생명과학 관련 권장 도서를 선정하여 제공함.

다. 진로 탐색 프로그램 관련 지원

1) 학생지도부에서 주관하는 전공 심화 연구 프로그램에 의생명과학 관련 프로그램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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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생명과학 관련 진로 탐색을 위한 다양한 학생 활동 및 대회 실시

가. 진로 체험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한 의학체험보고서 대회 실시

나. 의료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의학토론대회 실시

다. 생명과학1 교과 수행평가와 연계한 다양한 질병에 대한 탐구활동 및 ‘나도 의학자 발표 대회’ 실시

라. 질병 탐구 활동의 심화 연구 활동 결과 발표를 위한 질병 연구 작은 발표회 실시

마. 의학 과정 학생들의 자율 동아리 활성화

4. 과학 교육 활동 지원 강화

가. 과학 교육 행사 및 대회 활성화 지원

1) 과학의 날 행사, 과학경시대회 및 논술대회 지원

2) 과학논문연구대회,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학생탐구발표대회, 로봇경진대회, 과학독서대회 

실시 지원

나. 경희대학교와 연계한 심화 실험 프로그램 지원

1)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을 이용한 심화 실험 특강 실시

다. 창의로봇 영재학급 운영 지원

1) 1,2학년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를 거쳐 영재교육 대상자 20명을 선발

2) 창의·로봇 영재학급과 연계하여 정규 및 자율동아리를 개설 운영

3) 응용과학교과 활동, 창의·로봇 집중과정, 체험활동, 봉사활동 등 연간 100시간 운영

4) 교내 로봇경진대회를 통해 창의로봇 영재학급 운영 성과를 전교생에게 파급

5) 창의로봇 영재학급 산출물 발표대회를 통해 활동성과를 축적

라. 이공계 전문가 특강 활성화 지원

1) 의학 관련 전문가 특강

2) 공학 관련 전문가 특강

마. 과학실무사를 활용한 과학 교육 활동 지원 강화

1) 과학실무사를 활용한 행정 업무 지원

2) 과학실무사를 활용한 과학실 관리 및 과학 실험 보조 활동 지원

3) 실험실 안전 지도 철저

5. 의학 계열 진로 탐색을 위한 입시 자료 탐색 및 제공

가. 의학 계열 진로를 위한 입시 자료를 탐색 및 정리하여 학생에게 제공

나. 탐색 및 정리한 입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의학 관련 입시 설명회 실시

6. 미래 인재 프로그램 운영

가.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외국어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인재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1)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창의·진취·건설적인 외국어 인재가 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언어 프로

그램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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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행사명 실시 시기 실시 장소 주요 내용 담당자

의과학부 의대 입시 설명회 4월 5주차 세미나실 의대 입시 주요 사항 안내 박현묘

의과학부
미래 인재 프로그램 보고서 

대회(1회)
8월 3주차

외국어 인재 프로그램 부문과 소프트웨어 

인재 프로그램 부문 활동 보고서 평가
김현정

의과학부 의학체험 보고서 대회(1회) 8월 4주차 의학과정 진로체험교육 활동 보고서 평가 손효정

의과학부 나도 의학자 발표대회 11월 3주차 세미나실 질병에 대한 심화 연구 결과 발표 손효정

의과학부 의학토론대회 12월 4주차 세미나실 의료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토론 실시 손효정

의과학부
미래 인재 프로그램 보고서 

대회(2회)
12월 4주차

외국어 인재 프로그램 부문과 소프트웨어 

인재 프로그램 부문 활동 보고서 평가
김현정

의과학부 의학체험 보고서 대회(2회) 2월 2주차 의학과정 진로체험교육 활동 보고서 평가 손효정

의과학부 질병 연구 작은 발표회
학기 중 

수시 시행
세미나실 다양한 질병에 대한 심화 탐구 내용 발표 박현묘

의과학부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4월 2주차
학생 창의력 증진을 위한 발명품 아이디어 

경진대회 지원
이재국

창의로봇 영재학급 개강식 4월 2주차 다산실 창의로봇 영재학급 개강식 및 커리큘럼 안내 이재국

과학의날 행사 5월 17일 과학실 등 과학과 주관 각종 행사 지원 유혜원

과학경시대회(1학기) 5월 17일 해당 교실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과목 실시 지원
유혜원

과학논문연구대회(3학년) 6월 13일
3학년 대상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

학 과목 논문연구대회 실시 지원
김기권

과학독서대회(1,2학년) 6월 13일
1,2학년 대상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

학 과목 독서대회 실시 지원
김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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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 학기에 총 10차시 20시간 과정으로 금요일 8, 9교시를 활용하여 운영됨.

(상세 강좌 내용은 특색 사업 참조

나. 소프트웨어 인재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1)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코딩 실습과 고급 프로그래

밍 실습을 포함한 과정을 개설하여 제공함.

2) 경희대 교수 및 대학(원)생이 참여하는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함.

3) 1학기 과정(소프트웨어 코딩의 이해와 실습)에 15차시, 2학기 과정(C# 프로그램의 이해와 실

습)에 15차시로 총 30차시 1년 과정으로 금요일 8, 9교시를 활용하여 운영됨.(상세 강좌 내용

은 특별 사업 참조)

Ⅱ 의과학부 행사 및 주요 업무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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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행사명 실시 시기 실시 장소 주요 내용 담당자

과학논술대회(1학기) 7월 3주차 해당 교실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과목 실시 지원
박현묘

학생탐구발표대회 9월 1주차

과학적 탐구과정을 통한 문제해결방법을 

익혀 창의역량을 강화시키는 

탐구발표대회 실시 지원

김동만

창의로봇영재학급 수료식 및 

산출물대회
11월 23일 다산실

영재학급 논문집 발간, 특강, 시상, 

수료식 지원
이재국

과학경시대회(2학기) 12월 3주차 해당 교실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과목 

실시 지원
유혜원

과학논술대회(2학기) 12월 3주차 해당 교실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과목 

실시 지원
김동만

로봇 경진 대회 12월 3주차
학생 창의력 증진을 위한 로봇 아이디어 

경진대회 지원
이재국

과학논문연구대회(1,2학년) 12월 3주차
1,2학년 대상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과목 논문연구대회 실시 지원
이훈

Ⅲ 의과학부 주관 연수 계획

주관부서 연수 명칭 실시 시기 실시 대상 주요 내용 담당자

의과학부 의대 입시 설명회 4월 5주차 학생, 학부모 2018학년도 의대 입시 주요 사항 안내 박현묘

의과학부 의학 과정 프로그램 운영 3월 2주차

1학년 생명과학

중점학급 및 

2학년 의학과정

학급 담임교사

2016학년도 의학 과정 프로그램 운영 결과 

및 2017학년도 프로그램 운영 방안 수립
손효정

의과학부 2017 의학 과정 운영

1학기 

중간고사 

기간

교사
2017학년도 의학 과정 학생 대상으로 운영

되는 프로그램의 종류 및 실시 현황 안내
박현묘

의과학부
2017 미래 인재 프로그램 

운영

1학기 

중간고사 

기간

교사
2017학년도 미래인재 프로그램에서 운영되

는 프로그램의 종류 및 실시 현황 안내
김현정

의과학부 실험실 안전 연수(1학기)

1학기 

중간고사 

기간

과학기술과 

교사
실험실 안전 지도 지은숙

의과학부 실험실 안전 연수(2학기)

2학기 

중간고사 

기간

과학기술과 

교사
실험실 안전 지도 지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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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육예능부 업무 추진 계획

Ⅰ 체육예능부 주요 사업 

1. 수업 장학 활성화

가.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

나. 체육, 음악, 미술 실제학습시간(ALT-PE) 최대한 확보  

다. 비만도 감소를 위한 체육수업 

라. 내용 발달 수업 진행 

2. 체육예능부 교내 대회 및 행사 계획

가. 경희 올림픽 : 5월 중 육상, 축구, 농구, 럭비, 배드민턴, 태권도, 탁구 등 다양한 종목 개최

나. 경희 월드컵 및 육상대회 : 10월 중 반 대항 축구 경기로 진행 및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전종

목 1등급 학생들 간 육상대회 실시 

다.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에 축구, 농구, 배드민턴 등 참가 

라. 비만, 금연 UCC 공모전 : 전체 학년 대상으로 비만, 금연 UCC를 제작 발표 

마. 저체력 및 비만 학생 관리 프로그램 : 비만 개선 프로그램을 보건교사와 협력하여 진행

바. 경희 콩쿠르 : 실용음악, 순수음악 분야 콩쿠르 대회 실시

사. 금연 포스터 대회 : 금연 포스터 작품 전시 대회

3. 체육예능부 독서 지도 계획

가. 체육, 예능 지식 확장, 풍부한 체육·예술 감수성 발달, 학생 인지 발달 등에 도움이 되는 도서 목

록을 학생들에 제공

나. 도서 목록을 참조하여 학기별로 책을 읽고  관련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 향후 대학 진학 

및 진로탐색에 도움 제공

Ⅱ 체육예능부 역점 사업

1. 교내 외 대회 활성화

가. 경희고 4대 스포츠 제전 개최 : 경희 올림픽(5월), 경희 월드컵(10월), 육상대회(10월) 개최, 체육 

특기대회 개인전(12월)

나.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활성화

다. 경희 콩쿠르 대회 활성화

라. 금연 포스터 대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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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 진학 관련 지원 사업

가. 체육대학 진학 희망자 및 학부모 대상 상담 활동

나. 학기 및 방학 중 내실 있는 운동 지원

다. 동대문구청 지원사업 학력신장 부문 지원

라. 음악 및 디자인 실기 지도 방과 후 학교 수업 계획

3. 학생 희망대학 탐방 및 선배들과의 만남

가. 체육 명문학교(경희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와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교를 탐방하여 학생들

에게 학습동기를 부여 

나. 체육대학에 진학한 선배들과의 간담회를 매년 2회 추진하여 체육대학 생활에 대해 듣고 성공적

인 체육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준비 전략에 정보 공유

Ⅲ 체육예능부 행사 일정 

주관 행사명 실시 시기 실시 장소 주요 내용 담당자

체육예능부
비만 및 

금연 ucc공모전 
5월 교내

비만해결 및 금연을 위한 UCC제작 발표

(상장수여)

육정우

이진오

체육예능부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참가
4월~11월 미정

학교스포츠클럽 종목 신청 및 참가선수 모집

방과후 수업 및 동아리활동을 통한 연습

대회 참가 및 경기 실시

육정우

이진오

체육예능부
제2회 체육특기

대회
12월 각 경기장

자신의 특기 종목을 연습하고 12월 중 

체육특기 개인전 참가(상장수여)

육정우

이진오

체육예능부 겨울 스키캠프 운영 겨울방학 미정 겨울 스포츠를 직접 체험하고 도전하기
육정우

이진오

체육예능부
축구부 훈련 및 

대회 참가
3월~18년 2월 미정

2017년 전국고교축구리그대회 참가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참가(2회)
변일우

체육예능부
체육예능 관련 

방과 후 수업
3월~18년 2월

경희대 

캠퍼스내
실기 위주의 방과 후 수업 교과 담당

체육예능부 경희 콩쿠르 대회 10월 미정
2학년 실용, 순수음악 분야 콩쿠르 대회 

(상장수여)
손희영

체육예능부 금연 포스터 대회 5월 교내 금연을 주제로 한 미술 작품 전시(상장수여)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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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학년부 업무 추진 계획

Ⅰ 1학년부 주요 사업 

1. 학교생활 적응과 진로탐색을 위한 길잡이 프로그램 운영

가. 학습능력검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학습 플랜 지도   

나. 다인성검사, 진로검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진로 상담 및 자기 이해 상담 실시  

다. 자기소개서와 학습 계획서 작성 지도를 통해 연간 봉사, 동아리, 독서 활동 등 고교생활의 큰 틀 

설계 

2. 생활기록부 관리를 통한 맞춤형 진학 컨설팅 

가.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를 위한 생활기록부 컨설팅

1) 분기별로 생활기록부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2) 주기적인 학생 상담을 통하여 진학 계획에 맞는 생활기록부를 설계

3) 입학사정관을 초빙하여 학년 차원에서 생활기록부를 점검

나. 지속적인 개인별 진학 컨설팅으로 학습 동기 부여

다. 개인별 성적과 특성을 분석을 통한 맞춤형 대입 전형 안내와 진학 목표 설정

라. 학생 진학 컨설팅 결과를 학부모와 공유

마. 주요 부서와 유관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속적 제시

1) 교무부를 비롯한 주요 부서에 유관 업무 담당자를 통해 신속한 학생 프로그램 제시 

2) 봉사활동 및 진로활동에 풍성한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부서 연계 활동 강화

생활기록부 TF팀 구성

컨설팅 지원팀 학년부 활동

외부 전문가 행정부서 창체활동 독서활동 정보 공유

입학사정관

초빙

생활기록부

컨설팅

교무기획부

진로상담부

인성교육부

등 컨설팅

자율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학년 차원

독서 지원

[학생] [학부모] [교사]

진학컨설팅 교차검토

⇩ ⇩ ⇩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비한 체계적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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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양한 학생별 맞춤별 프로그램을 통한 학력 신장 극대화

가. 방과후학교 수업 수준별 편성(경황반, 이튼반, 특수대학, 일바반)

나. 수시 전형 대비 특성화 프로그램

1) 독서토론논술과 기본 글쓰기 과정을 기본으로 하는 체계적인 논술 수업을 지도 

2) 자소서와 모의면접반을 학생 수요에 따라 편성하여 종합적인 학생부 관리를 유도

다. 자율학습 – 16명 우수반 청운재 입실

4. 학급 자치 활동의 강화 

가. 학급별 특색 사업 

1) 학급별 1인 1역 학생 활동을 체계화시켜, 실질적 학생 중심의 활동 평가 강화 

2) 존중과 배려의 학급 문화를 형성하여 자율적인 학생공동체 복원 

3) 또래멘토링을 형성하여 소통과 나눔의 문화 유형

5. 현장체험학습을 통한 공동체 의식 및 전인적 인격 형성 

가. 수련활동 

1) 10월 16일(월) ~ 10월 18일(수), 장소 미정

2) 수련시설을 이용한 수련활동을 통한 자율적 공동체 의식 함양

Ⅱ 1학년부 행사 일정

주관부서 행사명 실시 시기 실시 장소 주요 내용 담당자

1학년부 학부모 대입 진학설명회 1/2차 2월 4주차 시청각실 2020학년도 대입 전형 학부모 진학설명회 최우석

1학년부 학생부 관리 담임 워크숍 3월 중 세미나실 학생부 항목별 관리 및 학생지도 계획 수립 최우석

1학년부 1학년 학부모회의 3월15일 강당 학부모회 임원 선출 최우석

1학년부 1학기 학부모 상담 주간 3월 4주차 1학년 교무실 학부모 상담 담임

1학년부 3월 학력평가 분석 협의회 4월 2주차 세미나실 3월 학력평가 분석 및 지도 방안 수립 김진희

1학년부 학생 대입 진학설명회 5월 2주차 강당 2020학년도 대입 전형 학생 진학설명회 이서영

1학년부 9월 학력평가 분석 협의회 9월 4주차 세미나실 9월 모의평가 분석 및 지도 방안 수립 김진희

1학년부 11월 학력평가 분석 협의회 12월 2주차 세미나실 11월 모의평가 분석 및 지도 방안 수립 김진희

1학년부 2학기 학부모 상담 주간 11월 3주차 1학년 교무실 개인별 진학 컨설팅 및 학부모 상담 담임

1학년부 학부모 대입 진학설명회(2차) 11월 3주차 시청각실 2020학년도 대입 전형 학부모 진학설명회 이서영



2017학년도 학교교육계획

130  

Ⅲ 1학년부 주관 연수 계획

주관부서 연수 명칭 실시 시기 실시 대상 주요 내용 담당자

1학년부 학부모 진학 관련 연수(1차) 2월 중 1학년 학생 학생부 및 자기소개서 연수, 성격유형 검사 최우석

1학년부 학생수련활동 학부모 연수 3월 15일 1학년 학부모 학생수련활동에 관한 학부모 연수 박정아

1학년부 학생 대입 전형 진학 연수 5월 2주차 1학년 학생 2019학년도 대입 전형에 관한 학생 연수 이서영

1학년부 학부모 진학 관련 연수(2차) 11월 3주차 1학년 학부모 2019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 관한 학부모 연수 이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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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학년부 업무 추진 계획

Ⅰ 2학년부 주요 사업 

1. 생활기록부 관리를 통한 맞춤형 진학 컨설팅 

가.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를 위한 생활기록부 컨설팅

1) 분기별로 생활기록부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2) 주기적인 학생 상담을 통하여 진학 계획에 맞는 생활기록부를 설계

3) 입학사정관을 초빙하여 학년 차원에서 생활기록부를 점검

나. 지속적인 개인별 진학 컨설팅으로 학습 동기 부여

다. 개인별 성적과 특성을 분석을 통한 맞춤형 대입 전형 안내와 진학 목표 설정

라. 학생 진학 컨설팅 결과를 학부모와 공유

마. 주요 부서와 유관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속적 제시

1) 교무부를 비롯한 주요 부서에 유관 업무 담당자를 통해 신속한 학생 프로그램 제시 

2) 자율, 진로, 봉사활동에 풍성한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부서 연계 활동 강화

생활기록부 TF팀 구성

컨설팅 지원팀 학년부 활동

외부 전문가 행정부서 창체활동 독서활동 정보 공유

입학사정관

초빙

생활기록부

컨설팅

교무기획부

학생지도부

의과학부

컨설팅 협조

자율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학년 차원

독서 지원

[학생] [학부모] [교사]

진학컨설팅 교차검토

⇩ ⇩ ⇩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비한 체계적 준비

2.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학력 신장 극대화

가. 정시 전형 대비 교과관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1) 전 교과(국어, 수학, 영어, 사탐, 과탐) 방과후학교 수업 편성

2) 수준별(경황반, 이튼반, 특수대학진학반)로 수업을 편성하여 수업의 질 향상

나. 수시 전형 대비 특성화 프로그램

1) 독서 포럼과 기본 글쓰기 과정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독서토론 수업을 지도 

2) 자소서와 모의면접반을 학생 수요에 따라 편성하여 종합적인 학생부 관리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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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급 자치 활동의 강화 

1) 학급별 학생 활동을 체계화시켜, 실질적 학생 중심의 활동 평가 강화 

2) 존중과 배려의 학급 문화를 형성하여 자율적인 학생공동체 복원 

3) 학급 내 학습 공동체 및 또래 멘토링 그룹을 형성하여 소통과 나눔의 문화조성

4. 현장체험학습(교육여행)을 통한 공동체 의식 및 전인적 인격 형성 

1) 교과의 학습 내용을 현장과 접목함으로써 전인적/사실적 교육

2) 학생 중심의 교육 여행 설계로 안전하고 풍부한 체험 기회 제공

5. 자기 주도 학습 관리 

1) 학습 플래너를 이용하여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도록 지도

2) 주간, 월간 자기 주도 학습 관리 우수 학생 사례 학급 발표 

3) 활동 내역 및 구체적 성과물 학생생활기록부 반영 및 모범 학생 추천

Ⅱ 2학년부 행사 일정

주관부서 행사명 실시 시기 실시 장소 주요 내용 담당자

2학년부 2학년 학부모회의 3월 10일 강당 학부모회 임원 선출 이성빈

2학년부 3월 학력평가 분석 협의회 4월 2주차 세미나실 3월 학력평가 분석 및 지도 방안 수립 유혜원

2학년부 학생 대입 진학설명회 5월 2주차 강당 2018학년도 대입 전형 학생 진학설명회 안충모

2학년부 학부모 대입 진학설명회(1차) 5월 2주차 시청각실 2018학년도 대입 전형 학부모 진학설명회 안충모

2학년부 1학기 학부모 상담 주간 5월 2주차 2학년 교무실 학부모 상담 담임

2학년부 9월 학력평가 분석 협의회 9월 4주차 세미나실 9월 모의평가 분석 및 지도 방안 수립 유혜원

2학년부 학생부 관리 담임 워크숍 11월 중 세미나실 2학년 생활기록부 종합 점검 담임

2학년부 2학기 학부모 상담 주간 11월 3주차 2학년 교무실 개인별 진학 컨설팅 및 학부모 상담 담임

2학년부 학부모 대입 진학설명회(2차) 11월 3주차 시청각실 2018학년도 대입 전형 학부모 진학설명회 안충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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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2학년부 주관 연수 계획

주관부서 연수 명칭 실시 시기 실시 대상 주요 내용 담당자

2학년부 교육여행 학부모 연수 3월 10일 2학년 학부모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에 관한 학부모 연수 정재웅

2학년부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연수 3월 중 2학년 학생 생기부 관련 교내 활동 안내, 진로진학 연수 안충모

2학년부 학생 대입 전형 진학 연수 5월 2주차 2학년 학생 2018학년도 대입 전형 학생 진학 연수 안충모

2학년부 학부모 진학 관련 연수(1차) 5월 2주차 2학년 학부모 2018학년도 대입 전형에 관한 학부모 연수 정재웅

2학년부 학부모 진학 관련 연수(2차) 11월 3주차 2학년 학부모 2018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 관한 학부모 연수 정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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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학년부 업무 추진 계획

[3대 핵심 가치]

전문성 공유 신뢰

변화하는 대입 제도를 철저히 분석

하여 3학년 교사 모두가 입시 전문

가로 거듭나도록 함.

대학 및 타고등학교와, 학생 및 학

부모와, 타학년 교사와 정보를 공유

하여 풍부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바

탕으로 대입 전략 수립.

학교, 학생, 학부모간의 정보비대칭, 3

학년부와 타학년부의 정보비대칭을 해

소하여 서로간의 신뢰 구축.

Ⅰ 3학년부 주요 사업

1. 진학 지도

가. 진학 TF팀을 운영하여 대입 전략 수립

나. 대입 지원 전략 워크숍으로 학생별 진학 정보 분석

다. 맞춤형 진학 컨설팅으로 진학 지도 내실화

라. 대학 입시 설명회로 학생, 학부모, 교사간의 정보 공유

마. 학생 생활기록부 점검 및 관리 철저

진학 TF팀 구성

대외 활동 대내 활동

대학 방문 고교 교류 자료 축적 자료 분석 정보 공유

대입자료수집

학교 홍보

[대학초청]

대입설명회

대입정보 

공유

다년간의 대입자

료 데이터베이스

화

대학 및 교육청 

제공 자료 분석

[학생] [학생/학부모] [교사]

진학컨설팅
[경희고]

대입설명회
대입연수

⇩ ⇩

⇨ 대입지원 전략 워크숍

⇩⇧

⇨ 학교생활기록부 점검 및 관리

대입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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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력 신장

가. 학생별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운영

1) 교과 및 비교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2) 자기주도학습(청운재 및 교실)

3)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4) 특성화 프로그램(논술반, 자기소개서 쓰기 및 면접 대비반, 인적성반 등)

나. 수시로 학생들과 개별 상담하여 학습 지도

학생 상담

↓ ↓ ↓ ↓ ↓ ↓

학생부+논술+

수능
학생부+수능 논술+수능 적성+수능 수능

실기

(체육 등)

5 방과후/멘토링

4 논술반 방과후/멘토링

3 면접반 면접반 방과후/멘토링 방과후/멘토링 방과후/멘토링

2 자소서 쓰기반 자소서 쓰기반 논술반 인적성반 방과후/멘토링 비교과 방과후

1 자기주도학습

⇧

방과후학교 및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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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3학년부 행사 일정

주관부서 행사명 실시 시기 실시 장소 주요 내용 담당자

3학년부 학부모 방문의 날 행사 3월 2주차 강당/교실 학년 운영방안 소개와 개별 상담 담임교사

3학년부 3월 학력평가 분석 협의회 4월 2주차 세미나실 3월 학력평가 분석 및 지도 방안 수립 이아랑

3학년부 대학별 학교 방문 입학설명회 4월~7월 중 세미나실/시청각실 대학별 학교 방문 입학설명회 강양구

3학년부 대입 전형 분석 워크숍 4월 중 3학년 교무실 2017학년도 수시 전형 분석 진대영

3학년부 학생 대입 전형 진학설명회 5월 2주차 강당 2017학년도 대입 전형 학생 진학설명회 장준혁

3학년부 학부모 대입 전형 진학설명회 5월 2주차 시청각실 2017학년도 대입 전형 학부모 진학설명회 장준혁

3학년부 1학기 학부모 상담 주간 5월 2주차 3학년 교무실 1학기 학부모 상담 담임교사

3학년부 6월 모의평가 분석 협의회 6월 4주차 세미나실 6월 모의평가 분석 및 지도 방안 수립 이아랑

3학년부 수시 지원 전략 워크숍 8월 중 3학년 교무실 수시모집 지원 전략 분석 및 지도 방안 수립 진대영

3학년부 학부모 진학설명회 8월 4주차 시청각실 수시모집 대비 학부모 진학설명회 장준혁

3학년부 수시모집 학부모 상담 주간 9월 1주차 3학년 교무실 수시모집 지원 학부모 상담 담임교사

3학년부 9월 모의평가 분석 협의회 10월 2주차 세미나실 9월 모의평가 분석 및 지도 방안 수립 이아랑

3학년부 대학수학능력시험 분석 협의회 12월 2주차 세미나실 대학수학능력시험 분석 및 지도 방안 수립 이아랑

3학년부 정시 지원 전략 워크숍 12월 중 3학년 교무실 정시모집 지원 전략 분석 및 지도 방안 수립 진대영

3학년부 학부모 진학설명회 12월 3주차 시청각실 정시모집 대비 학부모 설명회 외부강사

3학년부 정시모집 학부모 상담 주간 12월 3주차 3학년 교무실 정시모집 지원 학부모 상담 담임교사

Ⅲ 3학년부 주관 연수 계획

주관부서 연수 명칭 실시 시기 실시 대상 주요 내용 담당자

3학년부 학년 운영방안 및 지도계획 연수 3월 2주차 3학년 학부모 학년 운영방안 및 지도계획 연수 김남중

3학년부 학생 대입 전형 진학 연수 5월 2주차 3학년 학생 2017학년도 대입 전형 학생 진학 연수 장준혁

3학년부 학부모 대입 전형 진학 연수 5월 2주차 3학년 학부모 2017학년도 대입 전형 학부모 진학 연수 장준혁

3학년부 학부모 수시 지원 진학 연수 8월 4주차 3학년 학부모
2017학년도 수시지원 전략 안내 

학부모 연수
장준혁

3학년부 학부모 정시 지원 진학 연수 12월 3주차 3학년 학부모
2017학년도 정시지원 전략 안내 

학부모 연수

외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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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건실 업무 추진 계획

Ⅰ 교육 목표 및 추진 방향

1. 교육 목표

건강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 발생시 조속한 치료, 지도 등 충실한 보건관리로 

건강한 학생을 육성하고 시기와 상황에 적절한 보건교육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며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깨끗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2. 추진 방향

가. 학교보건교육 및 보건관리로 학생과 교직원의 질병관리 및 예방, 건강 유지․증진

나. 올바른 생활습관의 형성으로 자기 건강관리 능력 배양

다. 학교보건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라. 건강에 유익한 학교환경조성으로 쾌적하고 즐거운 학교 분위기 형성

Ⅱ 세부 추진 계획

1. 건강 검사 

검사종류 대상학년 실시기관 실시방법 근 거

신체

발달상황

고1 검진기관
키, 몸무게 측정 후 비만도 산출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 제2항 별표1

고2,3 학교자체 (교직원)

건강조사
고1 검진기관 문진표에 의한 조사 

학교건강검사규칙 제3조 제3항 

별지 제1호의2서식 내지 제1호의 4

고2,3 학교자체 (교직원) 건강조사 설문지에 의한 조사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의2 제2항 별표1의2 

건강검진 고1 검진기관 검진기관 방문검진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 제2항 별표2

별도 

검사

소변 고2,3 한국학교보건협회 스틱 검사
학교건강검사규칙 제6조의 1항, 2항

결핵 고2,3 대한결핵협회 흉부 간접촬영

2. 보건교육

가. 보건교육 내용

영역 대상학년 시간 방법

성교육(성폭력 예방) 전학년
15시간 

(3시간)
창체 및 관련교과

시간과 연계함

교직원은 별도연수

흡연, 음주,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전학년 2시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전학년/

전교직원
2시간

생활습관 질병 및 교내 필요한 질병예방, 신종감염병예방, 정신건강 등 전학년 기타 보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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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교육(성폭력 예방) 

추 진 내 용 시기 대 상 방법 및 내용

학생 성교육 연중 전교생

- 관련교과 및 창체 등을 통해 학년별 15시간의 성교육(3

시간의 성폭력예방교육 포함) 실시

-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관련교과 단원에서 특정 성교육 

주제에 대한 성교육 지도 요소가 어떤 형태로든 다루어진

다면 1차시 분의 수업을 한 것으로 간주

- 발달단계에 맞는 성지식과 건전한 성의식 함양 성희롱․

성폭력 의미와 대처능력을 기름

교직원 연수 연중 교직원 -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 연수(각 1시간씩)

학부모 연수 연중 학부모 - 가정과 연계된 성교육 실시(보건소식지)

성고충전담창구 운영 연중 전교생/교직원 고충접수 및 조사처리(상담원 남녀 각 1명)

다. 흡연, 음주,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추 진 내 용 시기 대 상 방법 및 내용

흡연, 음주,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연중 전교생

- 관련교과 및 창체 등을 통해 학년별 2차시의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관련 단원에서 약물오남용 예방교

육 지도 요소가 어떤 형태로든 다루어진다면 1차시 분의 

수업을 한 것으로 간주

절대금연구역 홍보 연중 교직원 및 방문자
- 학교시설 전체의 절대금연구역 설정 홍보

- 교직원 및 교내 방문자 절대금연 실천

학부모 연수 연중 학부모

- 자녀 앞에서 흡연하지 않기 등 가정에서의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부모와 연계된 흡연예방교육 전개(보건소

식지)

라. 응급심폐소생술 교육

1)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 및 후송체계를 확보하여 적기에 응급의료를 제공함으로써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후유증을 최소화한다. 

2) 응급처치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2시간) 및 전교직원(이론2시간, 실습 2시간)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한다.

3) 교직원 역할을 구체적으로 분담 명시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한다.

4) 학년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대회를 개최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마. 기대 효과

1) 체계적인 학교보건교육을 통하여 자기 건강관리 능력 배양

2) 각종 건강검사를 통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성인병 예방 

3) 보건실 기능 활성화에 따른 안정되고 쾌적한 학습 분위기로 학습능력 향상

4) 보건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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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도서관 업무 추진 계획

I 도서관 지원 업무

1. 학교 도서관의 근본적인 역할

가. 각 교과에서 다양하게 진행되는 특색 프로그램들을 수행하는데 학생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주

는 역할이 중요하며, 학생들에게 근본 지식을 다질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찾아주고, 필요한 자

료를 신속하게 구입, 제공하여, 정보 수집 및 과제해결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다. 

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 시상하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부담을 더해주기 보다는 도서관 본

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학생들에게 수업자료, 진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편안한 분위

기에서 스트레스와 부담 없이 독서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이 더 큰 의의가 있다. 

다.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도서관에서 자연스럽게 책을 읽으며, 올바른 독서

습관을 형성한다. 인성을 함양시키고, 지식을 얻고, 책을 통해 본인의 진로에 대한 고민, 궁금증

을 해소시키며, 관련 자료를 찾아봄으로써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

라. 언제든 필요한 자료, 정보를 사서교사에게 요청하고, 질의할 수 있고, 최대한 지원한다. 교사역시 

수업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마. 교사추천도서, 교과추천도서, 수행평가 관련 도서와 목록을 제공하여 모든 학생이 모든 교과, 모

든 주제에 관한 자료를 얻고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장을 열어주며, 언제든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II 도서관 주요 독서 프로그램

1. 프로그램명 : 123 책읽기 운동, 수요 단편영화 상영

2. 추진 방향

꾸준히 독서하고, 글 쓰는 활동을 통해 올바른 독서습관을 기르고, 읽고, 쓰는 능력을 향상시킴과 동

시에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며, 학생의 진로 탐색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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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세부 추진 계획

1. 123 책읽기 운동

가. 교육 목표 

날마다 20분 씩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독서에 대해 흥미를 느낄 

수 있고, 생각의 깊이를 넓혀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다양한 정보를 얻는다.

나. 세부 계획

프로그램명 대상학년 일정 세부 참여 내용

123 책읽기

운동

1,2학년 희망자

(기별, 학년별)

* 1~2학기 총 4기 진행

  - 1기: 4~5월

  - 2기: 6~7월

  - 3기: 9~10월

  - 4기: 11~12월

* 시간 

  - 1학년11:50~12:15 

  - 2학년 12:20~12:45

1) 신청자는 활동카드와 활동지를 배부받고 지정 좌석에 앉는다. 

2) 진행자의 안내에 따라 20분간 책을 읽는다.(휴대폰 사용이나 

이야기 절대금지/도서선택은 자유, 만화책 제외 )

3) 20분 후, 3분간 책에 대해 떠오른 글을 반드시 볼펜으로, 

쉼 없이, 생각나는 대로 작성한다. (글쓰기 능력 향상 위해 

수정불가)

4) 1기당 12회 이상 모두 성실히 참여한 학생은 학생부에 기록해

준다. (부득이 예고된 결석 시 반드시 사전 신고해야하며, 

사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실시 가능)

5) 매 회 활동지는 사서교사에게 제출, 사서교사는 도장을 찍어 

확인한다.

6) 2회 종료 후 활동지를 묶어 돌려준 다.

7) 기수별 참여우수자 시상

    - 학년별 10명 :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7명, 

도서상품권 5,000원권 각각 수여 

다. 활동지 양식

회차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날짜
/

(월)

/

(화)

/

(수)

/

(목)

/

(금)

/

(월)

/

(화)

/

(수)

/

(목)

/

(금)

학생서명

교사서명

2. 수요 단편영화 상영

가. 교육 목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거나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들으며 그들의 삶에 대한 교훈을 얻고, 

자신의 진로, 직업, 학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나. 세부계획

프로그램명 대상학년 일정 세부 참여 내용

수요 단편영화 전교생 희망자
- 1~2학기 매 주 수요일

- 시간: 11:50 ~12:45

- 누구나 참석 가능. 매 주 수요일 점심시간에 진로, 직업, 위인

들에 대한 단편영화를 상영 - 찰리채플린, 극한직업 등

- 영화 관람 후 활동지에 간단하게 한 줄 감상을 남기고, 사서선

생님께 제출하고 확인 받음.





Ⅴ. 특색 사업

1. 의학과정 프로그램

2. 전공심화연구 프로그램

3. 창의·로봇 스쿨 운영 계획

4. 1학년 중점학급 운영

5. 경희 인성교육 프로그램I (J-ROTC)

6. 경희 인성교육 프로그램II (수화교육)

7. 해피 프로그램

8. 특수대학 진학 프로그램

9. 멘토링 프로그램

10. 미래인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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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학과정 프로그램

Ⅰ 의학과정 프로그램의 개요

1. 의학과정 프로그램 운영 목적

의생명과학 관련 장래 희망을 가진 의학과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체의 건강과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의생명과학 관련 직업에 대한 올바른 직업관을 가지게 하며, 의생명과

학 관련 분야의 소질과 적성을 타진해 보는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2. 프로그램 운영 대상

(1) 1학년 중 생화학 중점학급 선택 학생

(2) 2학년 중 의학과정 선택 학생

3. 프로그램운영 방법

가. 의학과정 프로그램 교육과정 : 인성 교육, 진로 탐색 교육, 진로 체험 교육, 발표 대회 등 4개 부

문에서 1, 2학년 2년간 교육과정을 편성함.

나. 의학과정 프로그램 이수 시 혜택

1) 의생명과학과 관련된 각종 외부 체험활동 신청 시 우선적으로 추천

2) 의생명과학과 관련된 대학 학과에 입학 서류 제출 시 우선적으로 추천

Ⅱ 의학과정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구분 인성 교육 진로 탐색 교육 진로 체험 교육 발표 대회

활동 수화 교육

봉사 활동

(수화 및 의과학 

관련 봉사 활동)

독서 활동
전공 심화 연구

프로그램

경희의료원 및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연계 프로그램

‘나도 의학자’

발표 대회

조건 25시간 이상 50시간 이상
의생명과학 관련 

도서 연간 10권 이상

의생명과학 관련 2개 

프로그램 이상 이수

120여 시간 프로그램 이수

(1학년 60 + 2학년 60)

2회 참가

1회 수상

시기
1학년 1~2학기

2학년 1~2학기
2학년 2학기까지 2학년 2학기까지 2학년 2학기까지 2학년 2학기까지 2학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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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의학과정 프로그램별 세부사항

1. 인성 교육 프로그램 1 - 수화 교육

가. 전교생 대상으로 교내 활동으로 실시 예정

나. 실시 시기 : 1학년 1학기와 2학기 실시

다. 이수 조건 : 25시간 이상 참여

2. 인성 교육 프로그램 2 - 봉사 활동

가. 수화 교육 후 수화관련 봉사 활동을 기본으로 하고, 

이에 추가하여 의생명과학 관련 개별 봉사 활동(병원, 요양원 등에서의 봉사 활동) 실시

나. 실시 시기 : 1학년 1학기 ~ 2학년 2학기

다. 이수 조건 : 50시간 이상 참여

3. 진로 탐색 교육 - 전공심화연구 프로그램

가. 전교생 대상으로 다양한 전공별 전공심화연구 강좌 개설 공지 예정

나. 학생들의 관심 및 진로 진학 경로에 맞추어 강좌 신청

다. 실시 시기 : 1학기, 여름방학, 2학기, 겨울방학에 개설 및 실시되는 다양한 강좌 진행 

라. 이수 조건 : 의생명과학 관련 2개 이상의 강좌 이수

4. ‘나도 의학자’ 발표대회

가. 발표 대회 방식 : 전교생 중 1학년 전체, 2학년 신청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학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탐구 보고서를 제출하고 발표 대회에 참가

나. 선정 주제 : 학생 주도적으로 질병의 원인 및 치료, 예방에 관련된 주제를 선정

다. 실시 시기 : 매 학년 2학기에 1회 실시 예정

라. 이수 조건 : 2학년까지 발표 대회 참가 2회 + 대회 수상 1회 이상

5. 진로 체험 교육

-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경희의료원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

가. 프로그램 진행 기간 : 2개년 (1학년 ~ 2학년)

나. 진행일 : 토요일 및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1회당 3~4시간 진행

다. 총 이수 시간 : 총 120시간 내외 (1학년 60시간 + 2학년 60시간)

라. 이수 조건 : 1학년 및 2학년 프로그램 총 이수시간의 80% 이상 이수

마. 진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의 주제(안)

1) 협력 기관 :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경희의료원

2) 아래 제시된 표의 진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은 본교 및 협력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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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주제 활동 내용 소요 시간 비고

1 심장 해부를 통한 구조 알기
- 심장의 구조를 이해하기

- 돼지 심장 해부 실습하기
3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해부학

2 심장 박동과 혈압

- 청진기와 혈압계 사용법 익히기

- 맥박의 원리 이해하기

- 심장 소리와 혈압을 이해하기

3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생리학

3 순환기에 대한 이해
- 심장 질환을 다루는 순환기 내과의 다양한 

검사 및 치료 과정 체험하기 
3

경희의료원

순환기내과

4 눈의 구조와 시력. 각막 이식
- 눈의 구조와 시력 이해하기

- 돼지 눈알 해부 실습하기
3

경희의료원

안과

5 귀의 구조와 청각

- 귀의 구조와 청력 이해하기

- 고막 관찰을 통해 역할 이해하기

- 중이염과 귓속뼈의 관계 알기

3
경희의료원

이비인후과

6 식중독과 손 씻기
- 식중독 세균의 종류와 배양법

- 세균 염색 및 현미경 관찰
3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미생물학

7
약물의 성질을 이용한 

아스피린 찾기

- 약물의 성질 이해하기

- 약물의 성질을 이용한 약 구별

- 약물 오남용 이해하기

3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약리학

8 혈액의 구성과 하는 일
- 혈액의 구성 이해

- 혈액표본제작 및 관찰
3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생리학

9 현미경 작동법과 표본 관찰
- 현미경 역사, 원리, 작동법 익히기

- 현미경 표본제작, 관찰 및 그리기
3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병리학

10 남녀생식계통의 발달

- 남녀 성장단계 이해하기

- 성장별 생식계통의 발달과 구조 이해하기

- 클레이를 이용한 생식기 만들기

3
경희의료원

비뇨기과

11 뇌의 구성 및 하는 일
- 뇌의 부위별 명칭과 하는 일 알기

- 뇌표본 관찰하고 모형 조립하기
3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해부학

12 신경에 대한 이해

- 두뇌, 척수, 말초 신경 및 근육에 대한 각종 

질환을 다루는 신경과에서 MRI, CT 영상

을 통한 진단 과정 확인하기

3
경희의료원

신경과

13 뇌막, 뇌척수액, 뇌혈관
- 뇌 주변의 막, 척수액, 혈관 관찰

- 두부를 이용한 뇌혈관 질환 실습
3

경희의료원

신경외과

14 실험동물 독성실험
- 약리학과 독성학 이해하기

- 지표동물 지렁이 활용 독성 실험 
3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약리학

15 수술의 역사 및 피부 봉합술 

- 수술의 역사 이해하기

- 피부 봉합술 실습

- 수술실 체험

3
경희의료원

외과

16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지

- 심폐소생술의 원리 알기

- 심폐소생술 실습

- 부목 실습

3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교육학

17 DNA구조와 모형
- DNA 구조이해

- DNA 모형 만들기
3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생화학

18 효소의 구성과 역할
- 효소의 역할 알기

- 효소가 활성화 되는 환경 실험
3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생화학

19 장애란 무엇인가?
- 장애 체험

- 장애 이해하기
3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교육학

20 진로탐색 – 나의 꿈 나의미래

- 의사가 되는 과정

-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의 차이

- 의사로서 진출 분야

3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생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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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주제 활동 내용 소요 시간 비고

21 시신기증과 의학발전

- 시신기증 절차 알기

- 모의 시신기증서 및 유서 쓰기

- 위령비, 납골당 및 해부실습실 견학

3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해부학

22 시체의 보존과 부패

- 과거와 현재의 시체 보존방법 알기

- 미라의 분류와 제작과정 알기

- 물고기, 육고기를 이용한 미라 제작 

3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해부학

23 암 표본을 통한 암 이해하기

- 암의 정의와 분류를 이해하기

- 가상현미경을 이용한 암세포 관찰

- 정상세포와 암세포 차이 알기

3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병리학

24 과학논문 작성하기

- 연구 가설 세우기

- 문헌 및 인터넷 자료 조사하기

- 결과 정리 및 토의하기

3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생리학

25 과학지식과 연구윤리

- 과학지식의 속성 이해하기

- 변조, 날조, 표절에 대해 이해하기

- 연구 윤리 어긴 사례 찾기

3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교육학

26 메디컬 일러스트레이션

- 얼굴 사진 찍기

- 얼굴의 뼈, 근육, 피부 그리기

- 메디컬 일러스트레이션 이해하기

3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해부학

27 임신과 분만

- 임신의 원리를 이해하기

- 태아의 발달과정 이해하기

- 분만 마네킹으로 분만실습하기

3
경희의료원

산부인과

28 호흡과 질병

- 호흡의 원리와 폐활량 측정

- 질병과 폐활량의 변화

- 호흡기 질환 이해하기

3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생리학

29 DNA 추출과 친자확인

- 자기 몸에서 DNA 채취하기

- DNA 검사를 통한 친자확인

- 모형 조립을 통한 DNA 구조 알기 

3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생화학

30
인체 모형을 이용한 의학술기 

체험

- 응급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1차 응급 처치 

실습하기
3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교육학

31 몸과 마음의 치료, 정신과학

- 뇌에 대한 총체적인 학문인 정신과학의 

다양한 분야와 여러 치료법 이해하기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환자에 대한 태도 

실습하기

3
경희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32 로봇수술 트레이닝 센터 실습 - 로봇 수술 체험하기 3
경희의료원

외과

33
초음파 검사를 통한 인체의 

이해

- 초음파 검사를 통해 인체 연부 조직의 해부

학적 구조물 상세 관찰하기
3

경희의료원

영상의학과

34
자기공명영상(MRI)에 대한 

이해

- MRI의 원리 및 장점 이해하기

- MRI실 견학하기
3

경희의료원

영상의학과

35 질병진단의 종결자, 병리 진단

- 질병 진단의 최종 판결, 병리 진단, 가염질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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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시경

에 대해 이해하기

- 내시경 트레이닝 장비 체험하기

3
경희의료원

소화기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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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공심화연구 프로그램

Ⅰ 전공심화연구 프로그램의 개요

1. 목적

가. 자신의 관심분야를 미리 접해보고 객관적이고 다양한 전문지식을 알게 되는 기회 제공 

나. 관심분야에 대한 연구와 실습을 통해 한 차원 높은 잠재능력을 발휘해보는 역량강화 

2. 방침

가. 강좌 개설은 1학기(1기), 여름방학(2기), 2학기(3기), 겨울방학(4기)으로 1년에 4회 운영함

(학기 중에는 토요일에 강좌 개설, 방학기간은 평일에 강좌 개설함)

나. 강좌 개설을 위한 최소 인원은 5명 이상으로 운영함

다. 강좌는 특강(토론과 발표수업을 포함하는 것을 권장함)과 실험으로 나누어 진행함

라. 강좌 종료 후에는 전공별로 전공심화연구 보고서대회를 개최함

3. 기대 효과

가. 관심 분야 전문가들의 강의를 듣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진로와 진학에 대한 확신과 함께 학습 동

기를 다지는 계기가 됨

나. 전공에 대한 다양한 정보 습득과 심화연구를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 설계 및 전공 포트폴리오 구

성에 확실한 방향키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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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공심화연구 프로그램의 세부 추진 계획

추진 사항 세부 내용 추진 시기

프로그램 홍보 및 강사 모집 
- 인근지역 명문대학과 지역사회 인재대상으로 강의신청접수

  (충분한 인력풀 구성)
1월~2월

1기

전공심화연구 프로그램 신청
-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1기 전공심화연구 프로그램 공지

- 가정통신문 발송 ⇒ 신청자 접수
3월

전공심화연구 프로그램 운영 - 각 연구주제에 따라 1기 전공심화연구 프로그램 강의 실시 3월~6월

전공심화연구 보고서대회 (1기)
- 1기 전공심화연구 프로그램 설문조사

- 1기 전공심화연구 보고서대회 실시
7월말

2기

전공심화연구 프로그램 신청
-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2기 전공심화연구 프로그램 공지

- 가정통신문 발송 ⇒ 신청자 접수
7월말

전공심화연구 프로그램 운영 - 각 연구주제에 2기 전공심화연구 프로그램 강의 실시    여름방학

전공심화연구 보고서대회(2기)
- 2기 전공심화연구 프로그램 설문조사

- 2기 전공심화연구 보고서대회 실시
9월

3기

전공심화연구 프로그램 신청
-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3기 전공심화연구 프로그램 공지

- 가정통신문 발송 ⇒ 신청자 접수
9월

전공심화연구 프로그램 신청 - 각 연구주제에 3기 전공심화연구 프로그램 강의 실시    9월~11월

전공심화연구 보고서대회(3기)
- 3기 전공심화연구 프로그램 설문조사

- 3기 전공심화연구 보고서대회 실시
12월

4기

전공심화연구 프로그램 신청
-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4기 전공심화연구 프로그램 공지

- 가정통신문 발송 ⇒ 신청자 접수
12월말

전공심화연구 프로그램 신청 - 각 연구주제에 4기 전공심화연구 프로그램 강의 실시    1월

전공심화연구 보고서대회(4기)
- 4기 전공심화연구 프로그램 설문조사

- 4기 전공심화연구 보고서대회 실시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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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의·로봇 스쿨 운영 계획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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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창의·로봇 스쿨 운영 계획

1. 경희고등학교 1,2학년에 재학 중이며 창의력이 뛰어나고 로봇과 프로그래밍에 소질과 관심이 있는 학

생을 선발하여 심화된 동아리활동 형태로 20명 이내로 운영한다. 

2. 창의․로봇 분야뿐 아니라 응용과학 및 드론, 로봇 기초,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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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로봇교육에 중점을 둔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적용한다.

5. 자발적 참여와 동기부여를 위해 전시회, 로봇올림피아드, 2017-2018 KRC, FLL, FTC 등과 같은 다

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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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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창의·로봇 스쿨의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1.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구분 응용과학교과 활동 창의․로봇집중 교육활동 특별활동

계
과목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창의․로봇

집중과정
드론

과제

연구

로봇관련 전시회 및 

인성교육

시간 2 2 2 2 56 4 8 4 80

- 기간 : 4월 ~ 12월 

- 방학중 : 봉사활동, 전시회 참가, 과제연구 및 로봇집중 연구활동, 국내·외 로봇대회 준비

- 학기 중 : 수요일(1시간) 16:00 ~ 16:50 / 수요일(3시간) 19:30~22:00

2. 연간 수업 일정 및 운영 시간표

시 기 추 진 항 목 세 부 추 진 내 용 대 상

2017년 

2월
프로그램 계획 수립

· 기초조사 분석 및 지도교사 선정

·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방침 수립

· 프로그램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

프로그램

담당교사

2017년 

3월~4월

교육 

대상자 선발

· 계획수립

· 과학 및 로봇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창의성과 잠재 능력을 가진 

발전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선발

경희고등학교

2017년 

4월~11월
프로그램 운영

· 창의·로봇 스쿨 개강(4월)

· 교과활동 운영, 각종 외부 대회 참가

· 과제연구, 봉사활동 운영(방학중)

·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운영

창의·로봇 

스쿨 

20명 이내

2017년 11월 프로그램 평가
· 학생 평가 및 교육과정 평가 및 반성

· 학생 생활기록부 작성 -관련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 기록

창의·로봇 

스쿨 

20명 이내

3. 연간 운용 내용 및 기간

구 분 창의성 기초이론 창의·로봇 설계과정 창의·로봇 프로그래밍과정

교육내용
발명기초 이론과 아이디어 

창출법 이해

LEGO사 EV3 로봇을 활용한 

로봇 제어기초 및 설계 제작과정

LEGO사 EV3 로봇을 활용한 응용 제어 

심화기술 및 코딩, C언어 이해, 

드론 기초와 비행원리 이해

일 정 2017학년도 1,2학기 2017학년도 1학기 2017학년도 2학기

시 간 18시간 20차시 40시간 20차시 40시간

비 고 CA시간 활용 40시간 수료증 발급 40시간 수료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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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창의·로봇 스쿨 세부 추진 계획

1. 창의·로봇 스쿨 집중과정 세부 활동 내용

운영내용 활동 내용 시기

창의성 개발을 

위한

이론과정

▪ 발명기초 이론 배경

▪ 브레인스톰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 창출

▪ 실생활에서 개선할 아이디어 도출

4~11월

로봇

기본과정

▪ 로봇의 이해 및 LEGO EV3 소개

▪ LEGO EV3 프로그래밍 연습 - 주행 및 회전 프로그램

▪ BlueTooth 활용 - 휴대폰 및 노트북을 활용한 프로그램

▪ 경찰봇 -초음파센서를 이용한 미행로봇프로그램,

▪ 각도센서 및 컨트롤러를 이용한 유선조정자동차프로그램

   

4~11월

로봇

심화 및 프로그

래밍과정

▪ 라인트레이서 - 빛 센서 2개를 이용한 자유곡선 트레이서 및 장애물 넘고 임무수행

▪ Data Logging의 활용 및 지형탐사 로봇 만들기

▪ 프로그램 연습 - 센서의 변수값을 모터의 변수값으로 변환하기

▪ 미로 찾기 로봇 - 변화하는 미로에 대응하는 로봇 설계하기

▪ 로봇씨름 – 제한된 공간 내에서 상대방 로봇을 밀쳐내는 미션수행 

▪ C언어의 이해1,2

▪ 드론 이론과 비행 원리 

  

4~11월

평가
▪ 미션 수행을 위한 가장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로봇모형 설계

▪ 미션 수행을 위한 로봇모형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래밍 설계
11월

Ⅴ 창의·로봇 스쿨 중점 사업 및 행정사항

1. 로봇 관련대회 적극 참가 및 KRC(코리아로봇챔피언십) 지역대회 유치

가. 2017년 8월에 열릴 예정인 2017 WRO(월드로봇올림피아드) 한국 예선전 참가, 2017년 임베디

드 창의로봇경진대회 참가, 2017-2018 KRC 코리아로봇챔피언십 대회 FTC 및 FLL 대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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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7-2018 KRC(코리아로봇챔피언십) FLL지역예선 대회 유치를 통한 로봇 명문고의 위상과 

SW선도 학교를 위한 기반 마련. 

2. 봉사활동과 연계한 교육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

가. [초등-고교 연계 프로그램] 2017 찾아가는 레고 로봇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체험 프로그램 운영

나. 창의·로봇 프로그래밍 스쿨 학생들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레고 EV3 로봇을 

활용하여 SW(소프트웨어)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코딩 교육 실시.

3. 진로활동과 연관된 다양한 과학 로봇 체험활동 운영

가. 과학체험캠프를 통해서 과학과 로봇, 최첨단 기술의 다양한 연구소 및 산업 현장 견학

나. 2017 KES(한국전자전), 2017 RoboUniverse Seoul 등의 로봇 관련 다양한 전시회 참관

4. 심화된 동아리활동 형태로 창의·로봇 설계과정과 창의·로봇 프로그래밍과정으로 운영

가. 1학기 창의·로봇 설계과정(40시간)과 2학기 창의·로봇 프로그래밍과정(40시간)운영으로 출석률

이 80%이상인 학생에 대하여 경희고등학교장 명의의 교육수료증 발급 

나. 교육 중에 필요한 실습교재 및 소모품, 강사료 등에 대해 학교예산과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한다.

Ⅵ 창의·로봇 스쿨 운영 예산

분야 항목 산출근거 금액(원)

운영수당

1)일반강사 수당(내부강사)
60,000원(1시간)×30회, 

원고료14,000×30매
2,220,000

2)일반강사 수당(외부강사)
60,000원(1시간)×50회, 

원고료14,000×50매
3,700,000

3)대학생 멘토수당 20,000원(2시간)×2명×40회 1,600,000

소계 7,520,000

교육

재료비

1)로봇교재비 4,000,000원 4,000,000

2)과제활동 지원비 150,000원×7팀 1,050,000

소계 5,050,000

운영비

1)외부대회 유치 및 운영 지원 500,000원×2회 1,000,000

2)협의회비 30,000원×6명×4회 720,000

소계 1,720,000

체험활동

경비

체험활동 활동비 15,000원×20명×2회 600,000

식사비 10,000원×2회×20명 400,000

교통비(45인승 버스 1대) 500,000원×1일×1대 500,000

간식비 5,000원×20명 100,000

학생보험비 100,000원 100,000

소계 1,700,000

총  계 15,9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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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스쿨 운영 계획

Ⅰ 드론스쿨 운영 방향

1. 드론분야에 취미와 소질이 있는 학생을 발굴.

2. 신성장 동력으로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드론 분야에 대한 다양한 기회의 장 마련.

3. 이론과 실습, 프로그래밍 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론과 프로그래밍, 레이싱이 가능한 드

론 전문가 양성.

Ⅱ 드론스쿨 운영 계획

1. 드론의 제작과 프로그래밍, 조종과 레이싱 분야에 흥미와 의욕이 있고 창의력이 있는 학생을 지도

한다.

2. 수학과학 중심의 자율형사립고의 특성을 살려 드론의 과학적 원리와 프로그래밍과정에서의 수학적 

사고력을 접목시켜 수학과학의 융합 교육이 가능하도록 한다.

3. 최첨단기술인 드론에 대한 기초와 제작, 조종 및 프로그래밍 능력을 배양한다.

4. 드론제작․프로그래밍과정과 드론조종․레이싱과정을 통합 편성 운영한다.

5. 드론스쿨을 이수한 학생에게 경희고등학교장 명의로 교육이수증을 발급한다.

◦ 드론교육을 위한 재료 및 구성 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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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드론스쿨의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1.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구 분 드론제작․ 프로그래밍과정 드론조종․ 레이싱과정

교육내용
드론 기초 이론, C언어기본, 아두이노,

기본형 드론제작, 업그레이드형 드론제작

드론 기초 이론, 드론 기본 비행, 촬영용 드론 비행, 

레이싱용 드론 비행, 드론 레이싱대회 출전

일 정 2017학년도 1학기 2017학년도 2학기

시 간 10차시 20시간 10차시 20시간

비 고 20시간 이수증 발급 20시간 이수증 발급

가. 현재 1∼2학년 재학생 중 드론스쿨 신청자(총 20명 내외)

나. 정규동아리 부서로 운영하며 더 심화된 과정으로 운영.

다. 월요일 야간자율학습 1교시 또는 금요일 8~9교시, 주1회 2시간으로 교육 실시

라. 내부강사 및 서울시교육청 지원강사, 드론 외부전문강사

2. 행정사항

가. 각 과정에 출석률이 80%이상인 학생에 대하여 경희고등학교장 명의의 이수증 발급

나. 교육 중에 필요한 실습 교재 및 소모품 등은 개인별로 준비를 하고 수업 진행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드론 관련 각종 외부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참가 경비에 대해서는 개인별 부담한다.

Ⅵ 드론스쿨 운영 예산

분야 항목 산출근거 금액(원)

운영수당
1)일반강사 수당(내부강사) 40,000원(3시간)×15회, 1,800,000

2)일반강사 수당(외부강사) 50,000원(2시간)×12회, 1,200,000

총  계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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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학년 중점학급 운영

1. ‘중점학급’ 이란

특정 교과(전공)와 관련된 체험 활동과 전공 탐색 활동을 강화한 개념의 학급

2. 중점학급의 편성

1) 1학년 교육과정 : 1학년 학생 모두 교육과정은 계열 구분 없이 공통으로 진행됨(교육과정은 같음)

2) 중점학급의 목적 : 진로 및 계열 선택을 위한 다양한 체험 활동과 진로 탐색 활동을 강화하기 위함

3) 중점학급 편성 : 영어 중점학급, 수학 중점학급, 화학 중점학급, 생명과학 중점학급으로 편성함

3. 중점학급의 운영

1) 1학년 입학 전 학생 개개인의 희망에 따라 4가지 중점학급으로 학급을 편성함

2) 1학년 때 중점 학급 과정을 마치고 2학년 진급하면서 계열을 선택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함

2017학년도 신입생 중점학급 운영 안내

영어

중점학급

수학 

중점학급

생화학 

중점학급

인문과정 이공과정 이공과정 의학과정

해외대학 

진로트랙

이공계열 

진로트랙

이공계열 

진로트랙

의치한의대 

진로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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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영어 중점학급 계획

영어

중점학급 신청
→

어학/인문/경영⋅

경제 관련 동아리 

가입

→

진로

체험활동

(월1회)

→
전문가 특강

(분기1회)
→ 인문과정 선택

입학전 1학년(3월) 1학년
1학년(3월)

~2학년(8월)
2학년

- 주로 영어 또는 인문/사회계열 담임선생님이 배정되고, 담임 및 관련 교과 교사와 학급별로 테마

형 활동

- 봉사 및 인성활동 : 수화교육(30시간)이수, 요양원 또는 병원 봉사활동, 또래 멘토링 활동 등

활동명 활동 내용

My 'Weekly Inspirational Quotes‘

- 매주 1명씩 인상 깊은 영어명언을 선정

- 매주 월요일 조회시간에 명언을 선정한 이유를 영어로 발표

- 명언을 인쇄해서 출력물을 학급, 학년 게시판에 게시

Keeping My Weekly Diary
- 일상생활에서 느낀 점을 영어로 기록

- 매주 1~2페이지 분량의 Diary형태로 기록

Newsletter - 'Magnolia'
- 한 학기에 1번씩 학급소식지 발행

- 사회 각 분야나 도서. 학교에 관한 소식을 영어로 작성/발행

Q & A Cafe
- 온라인 상에 영어교과 카페 개설

- 영어와 관련된 각종 자료 공유 및 질문/응답의 공간

- 체험, 진로 및 독서 활동 계획

활동 분야 활동명 활동 내용

체험 및 

진로 탐색

활동

Interviews with Visitors to Korea

- 한국에 방문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과 인터뷰

- 3~4인 1조로 사전에 인터뷰 주제와 질문지를 작성

- 대학가나 외국인 방문지역으로 나가 외국인과의 인터뷰 진행

- 체험활동 다음날 인터뷰 결과지 제출 및 발표

전문가 특강
- 분기별 1회씩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강 수강

- 느낀 점을 특강 소감문으로 작성

독서활동 Be an ‘English Book Reader’
- 매달 추천 원서나 본인이 선택한 원서를 독서

- 독서 감상문을 기록하고 영어 어휘를 정리함

- 추천 권장 독서 목록(각 분야 택 5권씩 총 10권 이상 필독)

인문/사회 분야 영어 분야(영어 원서 독서 필수)

도서제목 저자 도서제목 저자

징비록 유성룡 Romeo and Juliet William Shakespeare

광장 최인훈 Hamlet William Shakespeare

그리스 로마 신화 - Macbeth William Shakespeare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센델 Animal Farm George Orwerll

시장인가 정부인가 비키 Wuthering Heights Emily Bronte

소크라테스의 변명 플라톤 Jane Eyre Charlotte Bronte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정약용 What men live by Leo Nikolaevich Tolst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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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수학 중점학급 계획

수학

중점학급 신청
→

수학

관련 동아리 가입
→

진로

체험활동

(월1회)

→
전문가 특강

(분기1회)
→ 이공과정 선택

입학전 1학년(3월) 1학년
1학년(3월)

~2학년(8월)
2학년

- 주로 수학 전공 담임선생님이 배정되고 담임 및 관련 교과 교사와 함께 학급별로 테마형 활동 

- 수학 계열의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진로 체험활동을 하게 됨.

- 수학 관련 각종 교내 대회 및 공모전에 그룹별로 참여

- 봉사 및 인성활동 : 수화교육(30시간)이수, 요양원 또는 병원 봉사활동, 또래 멘토링 활동 등

- 수학 중점학급 관련 활동

활동명 활동 내용

수학 NIE 활동

- 매주 1회 진행

- 신문에서 기사(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범위)를 스크랩 하고, 그 주제를 선택한 이유와 

그 안의 수학적인 요소를 해석하여 A4지에 적어 발표

- 우수 작품은 그 출력물을 학급, 학년 게시판에 게시

NIE 활동한 것을 기사화 하여 수학 신문 발간

오답노트 만들기 - 수학 문제를 풀다가 막혔거나 틀린 문제를 따로 모아 일기 형태로 기록

‘셈’지 발간
- 한 학기에 1번씩 문제집 발간

- 오답 노트 작성한 것을 수합하여 그것을 토대로 문제집 만들기

Q & A 까페
- 온라인 상에 수학교과 카페 개설

- 수학과 관련된 각종 자료 공유 및 질문/응답의 공간

- 체험, 진로 및 독서 활동 계획

활동 분야 활동명 활동 내용

체험 및 진로 탐색

활동
수학체험전 참가

외부 단체(과학관, 수학사랑, 타교 등)에서 주관하는 수학 체험전에 참가

참여했던 부스 중 몇 개를 골라 활동 내용 및 수학적 내용에 관한 보고서 작성

독서활동
- 매달 추천 도서나 본인이 선택한 도서를 독서

- 독서 감상문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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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권장 독서 목록 (각 분야 택 5권씩 총 10권 이상 필독)

수학 분야 물리/지구과학 분야

도서제목 저자 출판사 도서제목 저자 출판사

세상은 수학이다
고지마히로유키 저

허명구 역
해나무 빛의 물리학

EBS 다큐 

프라임, 해나무

스토리텔링수학
토마스리싱거저

전대호 역
해나무

모든 사람을 위한 

빅뱅 우주론 강의
이석영 사이언스 북스

십대를 위한 맛있는  

수학사
김리나 저

㈜휴머니스트

출판그룹
물리학 클래식 이종필 사이언스 북스

암호 수학

쟈넷베시너, 

베라플리스저

오혜정 역

GBRAIN
최무영 교수의 

물리학 강의
최무영 책갈피

열세 살 딸에게 

가르치는

갈루아이론

김중명 저 도서출판승산 헬로, 사이언스
정재승, 이식, 

전응진
청어람 미디어

우리 역사 속 수학이야기 이장주 저 사람의 무늬 달
에드거 윌리엄스 저

이재경 역
반니

작은 수학자의 

생각실험
고의관 저 궁리 유쾌한 우주 강의

다다 쇼 저 

조민정 역
그린북

즐기면서 배우는 

수학 100시간 상, 하

구로다토시로,

세이산수학서클 저  

김부윤, 정영우 역

경문사

(세상과 소통하는 

교양인을 위한) 

과학을 한다는 것

에른스트 페터 피셔 저  

김재영, 정민, 

신동신 외 역

반니

통계 속 숫자의 거짓말

게르트보스바흐,

옌스위르겐코르프 저 / 

강희진 역

작은책방 코스모스
칼 세이건 저 

홍승수 역
사이언스북

홀릭-기묘하고 

재미있는 수

데릭니더만 저  

강대훈 역
경문사

천재들의 과학노트. 

5: 해양학

(과학사 밖으로 뛰쳐나

온 해양학자들) 

캐서닐쿨렌 저  

양재삼 역
작은 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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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생화학 중점학급 계획

생화학

중점학급 신청
→

의·치·한 관련 

동아리 가입
→

진로

체험활동

(월1~4회)

→
전문가 특강

(년2회)
→ 의학과정 선택

입학전 1학년(3월)
1학년(3월)

~2학년(2월)

1학년(3월)

~2학년(8월)
2학년

- 담임 및 관련 교과 교사와 함께 학급별로 테마형 활동 

- 생명·화학 및 보건 의학과정 계열의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진로 체험활동을 하게 됨

- 생명·화학 및 보건 의학과정 관련 각종 교내 대회에 그룹별로 참여

- 봉사 및 인성활동 : 수화교육(25시간)이수, 요양원 또는 병원 봉사활동, 또래 멘토링 활동 등

- 생명과학 중점학급 운영 방안

실시월 내용 비고

2017 / 03월 의,치,한 관련 동아리(명의프로그램)부원 모집

2017 / 04월 진로체험교육프로그램 (1차)

2017 / 05월 과학의 날 행사 및 1학기 생명/화학 경시대회

2017 / 07월 전일제 진로탐색체험 (질병연구 작은 발표회)

2017 / 07월 전일제 봉사활동 (병원, 요양원 등)

2017 / 08월 질병연구 작은 발표회

2017 / 09월 1회 의학체험보고서대회

2017 / 09월 진로체험교육프로그램 (2차)

2017 / 10월 의학토론대회, 나도 의학자 발표대회(예선)

2017 / 12월 2학기 생명/화학 경시대회

2017 / 12월 전일제 진로탐색체험 (질병연구 작은 발표회)

2017 / 12월 전일제 봉사활동 (병원, 요양원 등)

2018 / 02월 2회 의학체험보고서대회

- 진로 탐색 및 독서 활동 계획

실시월 내용 추천도서

2017 / 07월 진로탐색체험 (병원, 대학, 연구원 등 연계)
연번 제목 저자

1 이중 나선 제임스 왓슨 

2 침묵의 봄 레이첼 카슨

3
줄기세포 발견에서 

재생의학까지
샐리 모건

4 과학공화국 - 화학법정 장완상 

5 볼츠만의 원자 데이비드 린들리

6
장난꾸러기 돼지들의 화학 

피크닉
조 슈워츠

2017 / 07월 의학, 과학 계열 전문가 특강

2017 / 10월 나도 의학자 발표대회

2017 / 연중
의학과정 홈페이지를 이용한 도서 추천, 

의학소식, 입시관련자료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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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희 인성교육 프로그램I (J-ROTC)

Ⅰ 목 적

경희고등학교의 J-ROTC 프로그램은 자율동아리 활성화 목적의 일환으로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개

발함과 동시에 인성교육에 목적을 두며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미래를 선도해 갈 리더로서 리더십 

함양에 목적을 둠으로써 학생의 내면 성장을 목표로 한다.

Ⅱ 방 침

본교의 J-ROTC 프로그램은 아래의 교육 방침을 근간으로 이루어진다. 

1. J-ROTC 프로그램 참가 대상은 본교의 학생 중 자발적 신청자로 구성한다. 

2. J-ROTC 프로그램은 민주 시민 교육 및 리더십 교육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3. J-ROTC 프로그램 참여 학생은 본교가 마련한 강령과 운용 규정을 준수한다. 

4. J-ROTC 프로그램 참여 학생은 주 1회 지정된 복장을 착용 교육과정에 참여한다.  

5. J-ROTC 프로그램 참여 학생은 주 1회 연간 일정에 따른 교육을 받는다. 

6. J-ROTC 프로그램 참여 학생은 학교 주관의 교내외 행사 및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Ⅲ J-ROTC 제2기 선발계획

시기 교육 활동 내용 비고

16년 12월 �J-ROTC 홍보, 신입생 설명회 및  신청서 접수 현재 1학년 52명

2학년 16명

신입생 50명 선발 예정17년 1월 �제2기 모집 기간(체육예능부 및 행정실 제출)

2월 20일

�선발 방법

1차 체력테스트

2차 합격자 면접(자기소개 3분 스피치 준비)

�윗몸일으키기50회(1분)

�팔굽혀펴기 30회 (1분)

�10미터 왕복달리기2회(9초)

�줄넘기 20분(pass/fail)

2월 21일 �합격자 통보(50명 이내시 전원 합격처리) �학교 홈페이지 참조

3월 �제2기 J-ROTC 단복사이즈 측정
�동복 코트 및 하복등(수익자 부담)

�추후 가정통신문 안내

※ 추가모집 방법 및 기간은 별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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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구분 교육 활동 내용 월 비고

홍보 기간 �JROTC 홍보, 설명회 및 모집
16’12

~17’2

신입생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 홍보

1. 질서의식 / 

준법정신

�제식 훈련 매월 월○회

�교칙준수를 위한 교내 캠페인 활동 매월 월○회/등교시

�교칙준수를 위한 교내 학생자치회 참여 매월
월○회

대위원회 협조

�등굣길 교통안전지도 활동 매일 2인 1조

�교외 순찰활동(점심시간)

�학교 홍보활동 도우미

�경희대 인성교육 프로그램 실시(9회실시)

매주

(매주 

금요일)

주○회

5인 1조

순찰루트 사전결정

2. 봉사정신

�심폐소생술 강연 및 실습(2주) 

응급처지 강연 및 실습(2주)
5

강연 및 실습

보건실 협조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격주 봉사확인서발급

�서울 현충원 현충탑 청소 및 참배

�국가유공자 대상 위문봉사

�보훈요양원위문활동 및 수발봉사

�북부보훈지청 앞섬이 봉사활동 참여

  - 보훈 선양 행사 및 위문 봉사

5,9

연중
봉사확인서발급

�교내 등교 교통안전 지킴이 봉사대 2인 1조

3. 의사소통

능력

�주제토론활동(독도는 우리땅 발표대회) 분기 조별 활동

�논술 분기
주제토론활동을

바탕으로 글쓰기

�대중연설 7,12
정기고사 후

Public Speech Contest 개최

�명사초청 강연

  -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사무처장님 특강(1H)

�북부보훈지청 협조

3,4,6,

9,11

애국심 고취 및 리더십 관련 분야 

명사 초청

�활동보고회 매월

그 달의 활동에 대해 JROTC 전원이 

모여 한 명씩 발표하며 서로를 이해

하고 의사소통스킬 피드백 교환

4. 공동체의식 / 

배려

�교내 캠핑 참가
하계/동계

방학

교내 1박2일 캠프를 통해 함께하는 

공동체의식 배양

�주말을 이용한 함께하는 등산 격주
주말을 이용하여 인천 및 

인근지역 등산/탐방

�군부대 체험 활동(입소) 

❖명예대원 협력학교 활동

�의용수비대의 헌신과 국토수호정신을 학습하고 

감사하는 활동 및 홍보

�우리 땅 독도를 올바르게 배우고 알리는 활동 및 홍보

�일반적 독도활동 보다 독도의용수비대에 관한 창의적 활동

�다채로운 각계 각층 등에게 독도의용수비대 인식도 높이는 

활동

�독도사랑 탐방 추진(예정)

하계/동계

/단기방학

혹서·한기로 인한 환경이 우려되는 

경우 창체휴업일을 낀 단기방학 중 

실시 독도수호활동을 위한 조직편성

으로 지속적인 홍보(독도사랑 캠페

인,독도사랑배드민턴대회참가,인터

넷 홍보등)

�‘I'm all ears' 학교폭력 및 고충상담 창구 역할하기 상시 담임교사·단장·생활지도부 연계

Ⅳ 세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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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구분 교육 활동 내용 월 비고

5. 리더십자질 

함양교육

�J-ROTC 활동을 통해 본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

하게 설정
3,12

학년 초 설정 후

학년 말 점검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참가

�현충일 중앙 추념식(6/6)

�호국보훈 계기 뮤지컬 공연 (6/10)

�6.25전쟁 중앙행사(6/25)

�6.25전쟁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7/27)

�순국선열의 날 행사(11/17)

6,7,11 나라사랑 행사참여

�존경하는 리더상(像) 설정 3,12 상동

�희생하는 리더 : 고 윤영하 소령 추모식 참여 10

6. 솔선수범

하는 리더

�당당한 지도자 되기 -두려움 없애기 3,12

정신적, 신체적으로 버거워 보일지

라도 극복해야 할 과제 학년 초 선정, 

학년 말 점검

�능력 있는 지도자 되기 (1인 1자격증 획득) 3, 12 학년 초 설정 후 학년 말 점검

�자기 모습을 아는 지도자

(내가 보는 나의 모습 vs 남이 보는 나의 모습)

하계/동계 

방학
캠핑 시 실시

�천시(天時)를 읽는 지도자

(국제정세, 외교 강연 / 주제 연구)
분기 조별 활동

�지리(地利)에 밝은 지도자

(독도법(Map reading) 익히기 / 내 고장 지리 알기)
격주 등산 및 지역사회 탐방 시 병행

�인화(人和)를 도모하는 지도자 

(내가 속한 조직의 구성원 알기 : 

자기소개의 시간 / 칭찬의 시간 갖기)

매월
월별 활동보고회 시

이달의 대원 선정

�남을 위하는 지도자(이기심 버리기 : 마니또(비밀친구)) 매월 월별 활동보고회 시 마니또 설정

7. 솔선수범 

하는 지도자

�솔선수범하는 리더상 연구 분기 주제토론 활동과 병행

�J-ROTC 자체 상벌위원회/법정 운영 매월 월별 활동보고회 시 운영

�교내·외 환경 정화 활동 상시 순찰, 야외활동 시 병행

8. 신체단련 /

스포츠 활동

�주말을 이용한 함께하는 등산 격주 소요시간 및 시작/종료 인증

�군부대 체험 활동(입소)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견학

하계/동계

/단기방학

사관학교 캠프 참가 및

해군 부대 탐방

�생존수영 및 하이다이빙(스노쿨링) 교육을 통한 안전 의식

과 도전정신 배양 (예정)
학기 1학년 해당

�1인 1스포츠 활동-방과후활동 적극 참여

(축구, 농구, 배드민턴, 탁구, 태권도, 유도 등)

�J-ROTC 학교간 스포츠 교류 활동

상시 활동내용 개인기록

�약물 의존 없는 무결점 건강인 인증

(금연 서약/테스트, 카페인 Free 선언)
분기

흡연 테스트 실시

카페인 및 음료·유해물질멀리하기

�체력 측정 : 학생건강체력평가 1등급 목표 학기

자체 체력종목 측정

�윗몸일으키기50회(1분)

�팔굽혀펴기 30회 (1분)

�10미터 왕복달리기2회 (9초)

�줄넘기 20분(pass/fail)

종목 측정·기록

기타 �신입 부원 OT 2



경희고등학교 www.kyungheeboy.hs.kr

  Ⅴ. 특색 사업  163

Ⅴ J-ROTC 단체복장 안내

하절기 동절기

  

개별 구매 품목 : 검정색 구두, 베레모, 흰장갑, 넥타이, 벨트등

Ⅵ J-ROTC 운영 예산

<단위 천원>

구분 사 업 명
집행시기

(월)

예산내역 및 산출기초

(단가 × 개)
예산요구액 비고

J-ROTC 인성교육프로그램강사료 연중 1,800,000*1 1,800

계 1,800

2016년 9월 10일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참가 『인천상륙작전 지역 항해 中 군함 선상에서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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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희 인성교육 프로그램II (수화교육)

Ⅰ 인성교육을 위한 수화교육 프로그램

1. 목적

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넓은 안목과 마음을 갖는 인성을 겸비한 경희인 육성

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유연한 사고를 함양하는 교육으로 한 단계 성숙한 경희인을 육성

2. 방침

가. 매주 1시간 1,2학년 대상으로 수화 교육 운영

나. 반별 수화 발표회를 계획하여 평소에 학습에 대한 목적을 가지도록 운영

다. 수화 교육 성과가 우수한 학생들이 학교 축제(경황제)에서 발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운영 

라. 손말사랑 경진대회 실시

3. 기대 효과

가. 경희고 학생들은 누구나 수화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게 함

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소외된 이웃을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교육적 의미가 있음

Ⅱ 수화교육 세부 추진 계획

학기 월 회 실시일(화요일) 수화 교육 내용

1학기

3월

1 3/8 청각장애인의 이해 오리엔테이션

2 3/15 ‘사람’ 수형과 움직임 1

3 3/22 ‘사람’ 수형과 움직임 2

4 3/29 인사, 방과 방사이

4월

5 4/5 가족

7 4/12 수화 노래1

8 4/19 ‘사람’ 수형과 움직임 3

5월
9 5/24 학교

10 5/31 농인들과의 대화

6월

11 6/7 자연

12 6/14 ‘물’의 수형과 종류, 수화노래 2

13 6/21 학교

14 6/28 ‘보다’ 관련 수형과 움직임1

2학기

8월
15 8/23 교통, 통신

17 8/30 ‘산’의 수형과 움직임, 수화노래 3

9월

16 9/6 ‘보다’ 관련 수형과 종류 2

17 9/20 요일과 시제

18 9/27 운동과 음식

10월
19 10/18 ‘강’의 수형과 움직임, 수화노래 4

20 10/25 ‘땅’과 ‘바람’의 수형과 종류

11월

21 11/1 ‘바다’의 수형과 종류

22 11/8 경제

23 11/15 해,달,별 수형 및 움직임

24 11/22 단원 정리 및 수화노래 5

25 11/29 수화노래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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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피 프로그램

Ⅰ 해피 프로그램 개요

1.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해피 프로그램의 목표

가. 수준별 교육을 통해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 및 기초학력 향상

나. 학습 부진 과목별, 요인별 다각적인 맞춤형 지원

다. 학습 부진으로 인한 학교 부적응 및 사회 부적응 예방

라. 기초 향상 학습을 통한 학습에 대한 자신감 고양 

마. 궁극적으로 ‘나의 정체성과 진로 찾기’를 지향함

2.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해피 프로그램의 성격

기초 학력 향상 프로그램 ➠
∎ 기초 학력 향상을 위한 방과후 학교

∎ 기초 학력 향상을 위한 자율 동아리 활동

∎ 기초 학력 향상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 

나의 정체성 및 진로 찾기 ➠
∎ 학습 동기 부여 및 진로 탐색

∎ 전문 인성 상담원과의 상담

∎ 나의 정체성 찾기와 미래 탐색 활동 

Ⅱ 해피 프로그램 세부사업 계획

1. 대상 학생 모집 

가. 동아리 활동을 통한 모집

나. 방과후 학교를 통한 모집

다. 대학생 멘토링을 통한 모집

2.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해피 프로그램 운영 계획

가. 학년 교과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수준별 및 기초 학력 향상 프로그램 개설

나. 해피 기초학력 프로그램 동아리 운영 및 외부 강사 활용

다. 대학생 멘토링을 통한 ‘기초 학력 향상 프로그램 개설’

라. 전문 인성 상담원 활용 – 진로 및 인성 상담이 필요시 진로진학부의 전문 상담원 활용 

마. 나의 정체성 찾기와 미래 탐색 – 자기주도 프로그램을 통한 자아 존중감과 자신의 진로 찾기 

바. 동문 선배와의 만남 – 성공한 동문 선배를 만나 자서전적 인생 스토리를 듣고 상담

사. ‘2017 서울 학습 도움 센터’ 프로그램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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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학습 및 인성 상담 일지 (�상담   �기관방문)

학교명 학교
학년

반 
학년    반 학생명 장소

성 별 □남   □여 생 년 월 일            년      월    일(만      세)

보호자
이름: 

□부  □모  □기타(          )
연락처

학생

보호자 

보호유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해당사항 없음       □기타(                       )

양육형태 □부모  □편부  □편모  □조부모  □친척  □시설거주  □기타(                      )

경제활동 □맞벌이  □단독(부,모)  □무직  □기타(                        )

가족관계       남      녀 중      째

방과후

활동형태
□부모  □혼자 지냄(    시까지)  □기관  □기타(                     )

방과후

활동

□교과목(전체,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독서

□예능활동(             )  □해당사항없음   □기타(                  )

의뢰자
이름 :

□담임교사  □기타(                     )

의뢰사유
□학습전략(공부방법) 부재  □학습동기 부족  □ 사회성 부족 

□주의집중 부족  □3R's 부진  □기타(                               )

상담 날짜

2016.   .   (   ) 시간    :  ~  :  단계        단계      회기  총회기

2016.   .   (   ) 시간    :  ~  :  단계        단계      회기  총회기

2016.   .   (   ) 시간    :  ~  :  단계        단계      회기 총회기

2016.   .   (   ) 시간    :  ~  :  단계        단계      회기  총회기

2016.   .   (   ) 시간    :  ~  :  단계        단계      회기 총회기 

2016.   .   (   ) 시간    :  ~  :  단계        단계      회기  총회기

Ⅲ 해피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보조자료

< 맞춤학습 및 인성 상담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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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비고

영역 
①

②

상담목표
①

②

학생상담 
①

②

교사 상담

1. 방법 ( �면담  �전화  �문자 )

2. 내용 :

기타 상담 

첨부

(활동사

진)

■ 학업평가 결과

1) 교과향상도

영역 도구 과목 5월 9월 11월 비고 (의견)

교과

교과

향상도

측정

국어 도달/미도달

수학

영어

  2) 진단평가 및 중간․기말고사(고)

영역 도구 과목 진단평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비고 (의견)

교과

진단평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국어

수학

영어

2016년      월      일

   경희고등학교     학습 및 인성 상담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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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수대학 진학 프로그램

Ⅰ 특수대학 진학 프로그램의 개요

1. 특수대학 진학 프로그램 운영 목적

경찰 대학교 및 사관학교(육사, 해사, 공사) 관련 장래 희망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학 관련 정

보를 제공하고 1차 시험을 준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운영함. 기출문제를 분석, 연구하여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을 집중적으로 학습해 진학에 도움을 주고자 함.

2. 프로그램 운영 대상 : 

- 1, 2, 3학년 중 특수대학 진학 희망자 학생

3. 프로그램운영 방침

가. 교육과정 : 특수대학 1차 시험에 해당하는 국어, 수학, 영어 과목 기출 유형 분석

나. 강좌 개설은 1학기(1기), 여름방학(2기), 2학기(3기), 겨울방학(4기)로 1년에 4회 운영함.

다. 기별로 1회 이상 선배 생도들의 특강 진행

라. 국어, 영어, 수학 모두 수강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 1과목, 2과목만 신청할 수 없음

4. 기대 효과

가. 수능과 연계된 특수대학 기출 문제를 접해보며 진학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음

나. 특수대학에 진학한 선배들의 특강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고 공통 목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모

여 활동하며 의지를 다짐

Ⅱ 특수대학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추진 사항 세부 내용 추진 시기

1기
특수대학 프로그램 신청

-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1기 특수대학 프로그램 공지

- 가정통신문 발송 ⇒ 신청자 접수
3월

특수대학 프로그램 운영 - 1기 전공심화 연구프로그램 강의 실시 3월~6월

2기
특수대학 프로그램 신청

-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1기 특수대학 프로그램 공지

- 가정통신문 발송 ⇒ 신청자 접수
7월말

특수대학 프로그램 운영 - 1기 전공심화 연구프로그램 강의 실시 여름방학

3기
특수대학 프로그램 신청

-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1기 특수대학 프로그램 공지

- 가정통신문 발송 ⇒ 신청자 접수
9월

특수대학 프로그램 운영 - 1기 전공심화 연구프로그램 강의 실시 9월~11월

4기
특수대학 프로그램 신청

-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1기 특수대학 프로그램 공지

- 가정통신문 발송 ⇒ 신청자 접수
12월말

특수대학 프로그램 운영 - 1기 전공심화 연구프로그램 강의 실시 겨울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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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멘토링 프로그램

Ⅰ 멘토링 프로그램

1. 목적

가. 상위권 학생의 명문대 진학을 위한 학습노하우 전수

나. 중하위권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배양 및 자신감 고취

다. 협력학습 및 모둠학습을 통해 교과에 대한 흥미 유발과 교과 성적을 향상한다.

라. 또래의 학습 방법을 공유하여 좋은 학습 방법을 찾아 발전적인 학습태도를 가진다.

2. 운영 방향

가. 멘토들은 자신이 배운 내용을 실제로 활용함으로서 개인의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나. 멘티들의 경험을 전수받고 학교에서의 자신의 상담자와 같은 후견인이 존재하여 즐겁고 재미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

다. 자신의 몸과 같이 남을 품어주고 자신의 것들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마인드를 형성하게 하고, 다

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도움을 주고 살아가는, 진정한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한다.

3. 프로그램 안내

가. 대학생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

나. 학급내 멘토링 프로그램

다. 셀(cell) 멘토링 프로그램

Ⅱ 대학생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 

1. 운영 개요

가. 학습멘토링 대상자 :  고1, 2, 3 재학생

나. 대학생 학습멘토링 4기구성(4분기)진행

다. 일시 : 평일[18:40~22:00], 주말[08:00~18:00]

라. 주당 1회 학습플래너 검사 및 지도

마. 학습멘토개설과목 : 국어,영어,수학,과탐,사탐,논술,제2외국어 등 

바. 멘티구성 : 신청학생 중 학습수준에 따라 5명 이내로 구성 (수익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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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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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2월

1기 학습멘토링 프로그램 신청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멘토링 프로그램 공지

가정통신문 발송 ⇒ 신청자 접수
3월

대학생 학습멘토링 1기 운영 과목, 수준별 학습멘토를 개별적,팀별 매칭 운영(총16회운영) 3월~5월

1기 학습멘토링 평가회
멘토링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설문 실시

멘토회의개최 - 피드백 및 보완적 학습방안 연수
5월초

2기 학습멘토링 프로그램 신청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멘토링 프로그램 공지

가정통신문 발송 ⇒ 신청자 접수
5월중

대학생 학습멘토링 2기 운영 과목, 수준별 학습멘토를 개별적,팀별 매칭 운영(총16회운영) 5월~8월

2기 학습멘토링 평가회
멘토링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설문 실시

멘토회의개최 - 피드백 및 보완적 학습방안 연수
8월

3기 학습멘토링 프로그램 신청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멘토링 프로그램 공지

가정통신문 발송 ⇒ 신청자 접수
8월중

대학생 학습멘토링 3기 운영 과목, 수준별 학습멘토를 개별적,팀별 매칭 운영(총16회운영) 9월~12월초

3기 학습멘토링 평가회
멘토링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설문 실시

멘토회의개최 - 피드백 및 보완적 학습방안 연수
12월중

4기 학습멘토링 프로그램 신청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멘토링 프로그램 공지

가정통신문 발송 ⇒ 신청자 접수
12월말

대학생 학습멘토링 4기 운영 과목, 수준별 학습멘토를 개별적,팀별 매칭 운영(총16회운영) 1월~2월

4기 학습멘토링 평가회
멘토링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설문 실시

멘토회의개최 - 피드백 및 보완적 학습방안 연수
2월

3. 기대 효과

가. 학습멘토링 프로그램 참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습관 형성

나. 학습멘토링을 통해 조별 스터디 학습방향 제시

다. 학습플래너를 작성하여 평소에도 학습습관이 형성되도록 지도

라. 지역인재와 협력하여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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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급 내 멘토링 프로그램 

1. 운영 개요

가. 운영 시간 : 쉬는시간, 점심시간, 야간 자율학습시간(수시 진행) 

나. 운영 기간 : 2017. 3. ∼ 2018. 2 (방학포함)

다. 인원 구성 : 학급내에서 멘토1인과 멘티(3인이내 소수)로 구성

라. 멘토링 내용 :  또래 교과 학습 지도 및 질문 답변

2. 세부 추진 내용

추진 사항 세부내용 추진 시기

학급내 멘토링 모집 학급내 멘토링 추진 계획 설립 1월~2월

1기 학급내 멘토링 신청 학급 담임의 상담을 통한  ⇒ 신청자 접수 3월

1기 학급내 멘토링 운영 멘토와 멘티 매칭 후 진행 (학급 담임 관리) 3월~5월

1기 학급내 멘토링 평가
멘토링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데이터 수집

멘토회의개최(학년별)- 피드백 및 보완적 학습방안 
5월초

2기 학급내 멘토링 신청 학급 담임의 상담을 통한  ⇒ 신청자 접수 5월중

2기 학급내 멘토링 운영 멘토와 멘티 매칭 후 진행 (학급 담임 관리) 5월~8월

2기 학급내 멘토링 평가
멘토링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데이터 수집

멘토회의개최(학년별)- 피드백 및 보완적 학습방안 
8월

3기 학급내 멘토링 신청 학급 담임의 상담을 통한  ⇒ 신청자 접수 8월중

3기 학급내 멘토링 운영 멘토와 멘티 매칭 후 진행 (학급 담임 관리) 9월~12월초

3기 학급내 멘토링 평가
멘토링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데이터 수집

멘토회의개최(학년별)- 피드백 및 보완적 학습방안 
12월중

4기 학급내 멘토링 신청 학급 담임의 상담을 통한  ⇒ 신청자 접수 12월말

4기 학급내 멘토링 운영 멘토와 멘티 매칭 후 진행 (학급 담임 관리) 1월~2월

4기 학급내 멘토링 평가
멘토링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데이터 수집

멘토회의개최(학년별)- 피드백 및 보완적 학습방안 
2월

3. 기대효과

가. 각 교과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성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나. 또래 학습 멘토링 문화를 활성화시켜 협동 학습의 분위기를 정착시킬 수 있다.

다. 또래 학생들로 구성된 멘토링 활동을 통해서 구성원 간의 협동심을 기르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

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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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회차 주제 내용

진학을 위한 

나의 점검
1,2 나의 꿈 나의 진로

1. 진로학습멘토 양성 프로그램

2. 나의 포토폴리오 작성 

3. 고교 교육과정 3개년 이수 계획 작성

4. 학생부 교과 성적 기록표 작성

진로 및 대입을 

위한 나의 준비
3 대입의 환경 변화

1. 대입의 환경 변화와 준비 알기

2. 학생생활기록부 반영 방법 알기

3. 대학별 고사 운영 파악 하기

(교과,논술,적성,학생부종합전형,기회균둥)

4. 대학별 특성과 장단점 알기

대학입시전형이해

4
학생부 종합전형이해과 

창의적 체험활동

1. 학생부종합전형 설명

2. 창의적 체험활동 정리

5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요소 및 대비방안

1.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 검토 방법 알기

2. 면접자 역할을 통한 서류 면접해 보기

6
학생부종합전형을 위한 

자가 진단

1. 자신의 부족한 점 파악 하기

2.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한 준비 사항 토의 하기

7 서류평가의 이해
1.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 방안

2. 자가진단을 통한 부족한 부분 보완방법 토의

대학입시지원

8 나에게 맞는 전형 찾기

1. 전형 유형별 전형요소 중요도 알기

2. 나에게 유리한 전형 알기

3. 실전 지원에 따른 합격유무 토의

4.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9,10 자기소개서 작성 

1.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경험

2. 교내외 활동

3. 인성 (배려, 나눔, 협력, 갈등관리)

4. 학업계획 및 진로계획

5. 자시소개서 자가 평가

진로,학습 

멘토의 역할
11 진로,학습멘토의 역할

1. 멘토상담의 자세

2. 진로에 대한 정보 알기

3. 진학에 대한 자료 분석 정리

4. 조별 멘토 운영 방법 알기

5. 멘토의 역할알기

Ⅳ 셀(cell) 멘토링 프로그램 

1. 운영 개요

가. 운영 시간 : 멘토교육은 평일 방과후 시간에 실시한다. 진로멘토링은 야간자율학습시간에 조별로 

실시한다. 

나. 운영 기간 : 2017. 5. ∼ 2018. 2 (방학포함)

다. 인원 구성 : 반편성은 멘토2명 멘티 6인 이내로 구성.

라. 멘토교육 :  총15회로 구성하여 교육한다. (주당 1회( 90분간)) 실시

마. 멘토링 활동 : 매주 1회 이상 수시진행(시험기간이나 공휴일은 휴식함) 

2. 세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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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회차 주제 내용

인성교육 12 인성에 대한 고찰 

1. 인성의 의미 알기

2. 예시를 통한 느낌 공유하기

3. 사회에서의 역할 찾기

4. 자신이 살아가야 할 관점 찾기

토론교육 13 토론 실습
1. 공감대 형성하는 주제로 토론 

2. 토론의 방법 관점 알기

독서토론 14 독서 토론

1. 주어진 책을 읽고 내용 요약

2. 독서를 통한 자신의 관점 주장

3.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공감방법이나 반박방법

롤모델 선정

하기 
15 자신만의 롤모델찾기

1. 자신의 하고자하는 분야에 대해 알아 본다

2. 자신이 주목하고 롤모델로 삼고 싶은 사람을 검색한다

3. 롤모델을 통해 자신이 준비해야하는 것을 생각해본다

3. 기대 효과

가. 학생들의 개인 역량 강화한다.

나. 남을 위한 배려하는 마음을 증진 한다.

다. 다양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준비를 위한 방법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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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래인재 프로그램

Ⅰ 외국어 인재 프로그램

1. 운영 목적

∙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창의·진취·건설적인 외국어 인재 양성

∙ 다양한 외국 문화 및 언어에 관심을 가진 지역 전문가 육성

2. 운영 대상 

가. 1기 : 1, 2, 3학년 학생

나. 2기 : 1, 2학년 학생

3. 운영 방법

가. 기간 : 

1) 1기 : 2017. 03. 17. ~ 2017. 07. 21. (1학기)

2) 2기 : 2017. 09. 01. ~ 2018. 02. 02. (2학기)

나. 시간 : 매주 금요일 8,9교시 토요일 오전

다. 장소 : 경희고 교실, 경희대 강의실, 한국외대 강의실

라. 강사 : 경희대 국제교육원 강사, 한국외대 교수(원어민 포함), 대학(원)생

4. 해당 언어

영어(회화)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
스칸디

나비아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아랍어 태국어 베트남어

터키·

아제르바이진어

이란어 몽골어 폴란드어 루마니아어
체코·슬로

바키아어
헝가리어

세르비아·크로

아티아어
우크라이나어

그리스어 불가리아어 카자흐어 우즈베크어 아프리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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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프트웨어 인재 프로그램

1. 도입 배경

현재는 IT를 중심으로 한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발전하는 과학기술, 정보기술은 우리의 생활을 

모두 바꾸어 놓았으며, 산업 기반 환경도 더 이상 물질을 기반으로 한 제조 산업에서 무형의 자산이 

가치를 가지는 정보화산업으로 급속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소프트웨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프로세스에 대한 충분

한 이해를 가진 전문 인력이 사회 전반에 걸쳐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고등학생으로서 

기본 고등교육과 함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같이함으로서 향후 전문분야 및 전공학과 

선택에 기초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운영 목적

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와 제작 기법을 습득한다.

나. 소프트웨어 코딩 연습을 통해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의 구체적 기능들을 습득한다.

다. 고급 프로그래밍 이론과 실습을 통해 전문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습득한다.

라. 자신이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직접 구현할 수 있도록 전문 프로그래밍 능력을 배양한다.

마. 소프트웨어 구동원리를 이해하고 관련 내용들을 습득함으로서 고등교과 과정중의 수학,  논리, 

과학 및 기술에 대한 이해를 더하고 공부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킨다.

3. 운영 대상

1,2 학년 학생, 3학년 학생(1학기)

4. 운영 방법 

본 프로그램은 2학기 과정으로 구성하며, 전반부인 1학기는 소프트웨어 코딩 실습으로 진행하

고, 후반부인 2학기에는 실제 고급 프로그래밍 과정을 진행한다. 

① 1학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초적인 구성을 알아보고,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및 알고리즘에 기초한 

기본적인 코딩 실습을 병행한다. 또한 코딩에서 사용하는 Tool은 미국 MIT 대학에서 개발한 

Scratch를 이용하여 연습하고 YBM/한국 TOEIC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코딩관련 전문자격증

인 COS (Coding Specialist) 취득하도록 하여, 소프트웨어에 대한 실제 지식을 습득하고 있

음을 증명할 수 있다. COS는 Level에 따라 Advanced, Intermediate, Basic 등의 3개 단계로 

분류되고 있으며, 학생들은 각 Level을 선택해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② 2학기

고급 프로그래밍 과정은 C#언어를 통해 전문 프로그램을 배우고 간략한 Windows Program을 

스스로 제작하는 단계까지 진행함으로서 소프트웨어 전문 인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기를 배양한

다. C#언어의 기초에서부터 Window Program까지 실습을 통해 익힘으로서 본인이 구상하는 기

능은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기본까지 모두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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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과정

① 1학기 과정 

∙ 과정명 : 소프트웨어 코딩의 이해와 실습

∙ 주교재 : 스크래치 알고리즘 이해와 창의개발 프로그래밍, YBM Net, 2016, 

ISBN: 979-11-5899-058-9

주차 주 제 수업 내용

1주 소개 강의소개 및 강의 진행 방향제시

2주 스크래치란 스크래치 환경 및 사용법 이해

3주 스크래치와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개념

프로그램의 번역과 실행

스크래치에서의 변수

4주 순차구조 순차구조 프로세스의 이해와 실습

5주 연산자 연산자 문법에 대한 이해와 실습

6주 반복구조 1 반복구조와 무한반복

7주 반복구조 2
정해진 숫자만큼의 반복하기

특정 조건까지 반복하기

8주 조건구조
조건구조 이해하기

조건이 참일 경우, 거짓일 경우 실행하기

9주 리스트 리스트 구조 이해하기 및 실습

10주 블록 추가 블록 구조 이해하기 및 실습

11주 알고리즘
알고리즘의 표현

알고리즘의 기본구조 및 필요성

12주 순서도 순서도 이해하기

13주 디버깅
스크래치에서의 디버깅 전략

디버깅 방법

14주 COS 모의고사 COS 모의 테스트 실습

15주 COS 자격증 시험
COS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제 시험 참여

(학교에서 진행함)

※ 수업은 컴퓨터 실습실에서 진행함.

※ COS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은 YBM/한국 TOEIC 위원회에서 시험감독 위원들이 학교에 와서 학교에서 시험을 진행함.

※ COS 자격증 합격시 자격증은 학교로 발송되고, 학교에서 배부함.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학생 본인의 주소지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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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학기 과정 

∙ 과정명 : C# 프로그램의 이해와 실습

∙ 주교재 : C# Programming with a Workbook, 이지선, 장병옥 저, 이한출판사 

ISBN: 9788982415159(8982415157)

주차 주 제 수업 내용

1주 강의소개 및 C#의 소개
강의소개 및 강의 진행 방향제시

C언어 -> C++ -> C# 으로의 변화

2주 데이터 타입과 연산자 데이터 타입과 특성 이해하기

3주 데이터 타입과 연산자 연산자의 종류와 특성 이해하기

4주 제어문 제어문에 대한 이해 및 실습

5주 배열 배열의 개요 및 배열 변수 활용하기

6주 클래스 클래스의 개념 이해하기

7주 클래스 클래스의 구성 및 활용하기

8주 구조체 및 형 변환, 네임스페이스

구조체란 무엇인가?

형 변환에 대한 이해

네임 스페이스 이해하기

9주 델리게이트와 이벤트 델리게이트와 이벤트 처리하기 및 실습

10주 예외 처리 예외처리에 이해 및 프로그램 작성하기

11주 윈도우즈 폼 프로그램(1) 윈도우즈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및 실습

12주 윈도우즈 폼 프로그램(2) 윈도우즈 프로그램 만들기

13주 윈도우즈 폼에서 이벤트 처리 윈도우즈 폼에서 이벤트 처리 방법 이해하고 실습하기

14주 입출력 입출력 프로세스 이해 및 실습

15주 쓰레드
쓰레드란 무엇인가?

쓰레드를 통한 프로그래밍

※ 수업은 컴퓨터 실습실에서 진행함.

※ 수업을 마치는 15주후에는 C#을 이용하여 간단한 프로그램은 직접 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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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직원 명부

( 2017년 3월 2일 기준 )

연번 직 위 성 명 과목 담임 비고 연번 직 위 성 명 과목 담임 비고

1 교장 이규섭       44 교사 김현정 미술     

2 교감 김효준        45 교사 이훈 화학 2-5   

3 교무기획부장 이정규 진로     46 교사 박지설 영어 2-8   

4 학생지도부장 이재국 기술     47 교사 노영한 국어 1-5   

5 입학홍보부장 황승근 지리     48 교사 우승훈 수학 1-3   

6 의과학부장 박현묘 생명과학     49 교사 이서영 수학 1-4   

7 체육예능부장 육정우 체육     50 교사 김중구 수학   

8 3학년부장 김남중 국어 3-4   51 교사 김진희 화학 1-8    

9 2학년부장 이성빈 영어 2-1   52 교사 김세인 한문 2-7   

10 1학년부장 최우석 역사 1-6   53 교사 김지언 음악     

11 교사 김진성 사회   54 교사 황인우 국어     

12 교사 김동만 화학     55 교사 고은혜 역사   

13 교사 변일우 체육     56 교사 김민정 사회   

14 교사 권혁춘 윤리     57 교사 김종원 물리

15 교사 김기수 영어     58 교사 김혜진 지구과학

16 교사 김무정 국어     59 교사 홍지수 정보

17 교사 오만근 국어 60 교사 김영남 체육

18 교사 강민철 국어     61 교사 유현덕 스페인어

19 교사 김미향 보건     62 교사 장혜랑 프랑스어

20 교사 손희영 음악     63 상담교사 김연숙 상담

21 교사 유혜원 물리 2-4   64 상담교사 박효진 상담

22 교사 진대영 영어 3-1   65 상담교사 공소영 상담   

23 교사 김기권 지구과학   66 교무실무사 김수희       

24 교사 안충모 국어 2-2 67 교무실무사 강새움       

25 교사 장정오 수학   휴직 68 교무실무사 오혜인       

26 교사 남현진 사회     69 교무실무사 노승민       

27 교사 이진오 체육     70 과학실무사 지은숙       

28 교사 공민정 미술   휴직 71 축구부감독 이승근       

29 교사 최현희 영어     72 축구부코치 변윤철       

30 교사 김동현 영어 3-7   73 축구부코치 정담현       

31 교사 유정화 국어   휴직 74 축구부코치 김해언       

32 교사 정  움 사서   행정실 / 관리실

33 교사 장준혁 국어 3-2   연번 직 위 성 명 담당업무 소속 비고

34 교사 강양구 수학 3-6   1 행정실장 엄황 총괄 高

35 교사 박보령 일어/중어 1-1  2 교직원 김민주 시설 계약 高

36 교사 이아랑 영어 3-3   3 교직원 박재만 인사 회계 高

37 교사 박정아 영어 1-2   4 교직원 이상걸 인쇄 문서 高

38 교사 손효정 생명과학 1-7    5 교직원 최아름 수납 高 휴직

39 교사 유현승 수학 3-8   6 교직원 배슬기 수납 高

40 교사 정재웅 수학 2-6   7 교직원 한상훈 관리 高

41 교사 박군담 수학 3-5   8 교직원 김해훈 관리 高

42 교사 심재영 사회 2-3   9

43 교사 이종경 역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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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서별 업무

교장 이 규 섭

교감 김 효 준

부서 구성원 부서 업무

교무기획부

이정규(부장), 
김진성,권혁춘,김기수
김무정,김기권,강민철

최현희, 남현진, 황인우
장혜랑, 고은혜, 정움

교육과정, 학사일정, 학교생활기록부 기록관리, 성적/평가업무, 학업성취도평가, 

정보인증/나이스관리,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학력평가, 교육계획서, 수업장학, 교

직원연수, 교육실습, 교원능력개발평가, 학교평가, 교지, 도서관운영, 통계연감

독서프로그램, 선택과집중프로그램,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

학생지도부
이재국(부장),

오만근, 손희영, 이종경, 
김미향, 김중구,

학교폭력대책자치/선도위원회, 등하교/급식지도, 상벌점관리, 학생회, 생활관, 안전

관리, 동아리, 멘토링, 경황제, 전공심화, 봉사활동, 사회통합, 밝은사회, 진로체험, 

보건실, 성폭력/성희롱, 가정폭력예방, 진로상담, 학생상담 등

입학홍보부
황승근(부장), 

김민정, 김혜진, 홍지수
신입학 및 전편입학 관리, 학교홍보, 국제교류

의과학부
박현묘(부장), 

김동만, 김현정, 김종원, 
유현덕, 김지언, 지은숙

의학과정, 진로체험, 과학과련 업무, 실험실습, 의학과정 홈페이지 관리, 

미래인재프로그램

체육예능부
육정우(부장), 변일우,

이진오, 김영남
체육대회, 스포츠클럽 운영, 체력검사, 체대진학지도, 축구부 운동지도/숙소관리, 

체력검사, 비만학생 관리, 주니어 ROTC

1학년부
최우석(부장), 박보령,

박정아, 우승훈, 이서영,
노영한, 손효정, 김진희

경황반, 방과후수업 관리, 자기주도 학습, 자율학습 관리,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현장체험학습, 수련회 업무, 학생부 관리, 진학설명회, 논술

2학년부
이성빈(부장), 안충모,
심재영, 유혜원, 이 훈,
정재웅, 김세인, 박지설

경황반, 방과후수업 관리, 자기주도 학습, 자율학습 관리,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현장체험학습, 교육여행 업무, 학생부 관리, 진학설명회, 논술

3학년부
김남중(부장), 진대영,

장준혁, 이아랑, 박군담,
강양구, 김동현, 유현승

경황반, 방과후수업 관리, 자기주도 학습, 자율학습 관리,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현장체험학습, 졸업앨범 제작, 진학TFT 운영, 학생부 관리, 진학설명회, 논술, 

진학프로그램 관리, 대입지원결과수합, 학교프로파일, 학생지도, 학력평가

행정전담팀

김수희

결석계, 출석부, 교무일지, 각종 회의록 관리, 초과수당/강사수당, 수상업무, 현장체험

학습신청서 관리, 학부모회 관리, 경시대회 시험감독 명단 관리, 고사업무지원, 

각 부문별교육 담당(환경, 문화예술, 경제, 통일, 다문화, 독도교육 등), 신입생 모집업

무, 문자메시지 발송, 연락처, 명렬표, 가정통신문 관리, 임의공문 전달, 공문배부, 

쿨메신저 관리, 에듀파인, 행사관리, OMR카드리딩, 간식주문, 교사휴게실 청소

오혜인

시간표, 학급 반편성, 성적시상, 장학 업무, 포상, 입학/졸업식, 멀티미디어 도우미 

선출 및 봉사시간 부여, 월중행사표, 연수 관리,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정보인증/나이스, 학년말평가회, 정보공시, 대입전형 전산자료 및 수능업무, 성적평가 

업무, 방과후학교 교재관리, 학교규정, 청렴/교권보호/양성평등 업무, 우편물, 결보강, 

리로스쿨, 1학년지원, 에듀파인, 행사관리, OMR카드리딩, 교감실 청소

노승민

교과서 업무, 방송지원 및 방송실 관리, 홈페이지 관리, 행사사진 촬영, 학생증, 환경미

화, 학교안전교육, 계기교육, 소풍, 자유수강권, 선행상, 학습멘토링, 주말프로그램, 

에듀팟, 밝은사회 업무, 사회통합지원 프로그램, 체육관련 행사보조, 축구부관련 업무

보조, 소모품 재고관리, 복사기관리, 게시판, 조직도 관리, 소프트웨어구입, 상벌점 

관리, 2학년 지원, 에듀파인, 행사관리, OMR카드리딩, 교장실 청소

강새움

학적/전출입, 모범학생상 관리, 정보화 기기 관리, 동대문구청 지원사업, 인터넷통신

비지원, EBS교재지원, 교육종단연구, 교육계획서, 방과후학교관리(통계), 수업공개/

연구, 교원능력개발평가,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 개인정보보호 업무, 학교평가, 세

미나실(소회의실)예약, 커피(탐탐)주문 및 관리, 3학년 지원, 에듀파인, 행사관리, 

OMR카드리딩, 교사휴게실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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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무실 좌석배치도

1층

도서관

사서 : 정움

(756)

   

보건실

보건 : 김미향

(769)

   

체육예능부

변일우

(765)

이진오

(767)

부장 육정우

(766)

축구부

코치(768)

김영남

(768)
   

의과학부

부장 : 박현묘

(781)

지은숙(782) 김동만(783)

김현정(784) 김종원(785)

유현덕(786) 김지언(787)

2층

교감실

교감 : 김효준

(703)

   

교무행정전담팀

강새움

(708)

팀장 김수희

(705)

오혜인

(707)

노승민

(706)     

교무기획부

부장 : 이정규

(741)

김무정

(742)

최현희

(743)

남현진

(744)

황인우

(745)
   

입학홍보부

부장 : 황승근

(761)

(762)

김혜진

(763)

홍지수

(764)

김민정

(719)

2층

~

3층

   

부장

김남중④

(731)

장준혁②

(732)

이아랑③

(734) 진학

상담실유현승⑧

(733)

강양구⑥

(735)

            3학년 교무실 (2층)

진대영①

(736)

박군담⑤

(737)

김동현⑦

(738)
이름 옆

숫자는 학급
  

교장실

교장 : 이규섭

(701)

  

상담실

상담실장:김연숙

(748)

박효진, 공소영

(749)

개인

상담실

4층

  

2학년 교무실

부장 : 이성빈①

(721)
이름 옆

숫자는 

학급

유혜원④

(728)

이 훈⑤

(722)

정재웅⑥

(723)

심재영③

(727)

박지설⑧

(724)

김세인⑦

(725)

안충모②

(726)
   

교사연구실

고은혜

(752)

권혁춘

(753)
강민철

(754)

김진성

(755)
김기권

(751)

김기수     

(788)

       

학생지도부

부장 : 이재국

(771)

오만근

(772)

이종경

(773)

손희영

(775)

김중구

(774)

5층

손효정⑦

(717)

이서영④

(716)

우승훈③

(715)

부장 : 최우석⑥

(711)

김진희⑧

(718)
1학년 교무실

박정아②

(712)

이름 옆

숫자는 학급

노영한⑤

(714)

박보령①

(713)
  

2층

행정실

행정실장 : 엄 황 (791)

이상걸 (794) 박재만 (792)

김민주 (793)

배슬기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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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원회별 조직표

순 위원회명 정원 위원장
주무위원

(간사)
위원 위원회 기능

1 교무위원회 11 교장
교무기획

부장

교감, 교육과정계,

각 교과(국수영사과예체)부장 7명

학업성적 관리(성적관리 소위원회), 

교육기자재 선정, 장학생 선정 및 

학생포상

2
학교운영

위원회
11 위원장 (행정실장)

학부모위원 5명,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자문

3
교원인사

위원회
7 교감

교무기획

부장

교직원의 복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임명하는 교원 5명
교원 인사 

4
입학전형

위원회
7 교장 입학홍보부장

교감, 교무기획부장,

교육연구부장, 학생지도부장, 

1학년부장

입학전형요강 관련업무, 

지원자격규정 업무, 전형방법규정 업무, 

사정기준규정 업무

5
추천심의

위원회
9 교감

교무기획

부장

교육연구부장, 학생지도부장, 

해당학년부장, 업무담당교사

대입 추천 입학 관련 학생 추천 및 

그 규정에 관한 사항

6

학교폭력

대책자치

위원회

11 교감 학생지도부장

학생지도부장, 학폭담당교사, 

보건교사, 학부모위원 5, 

학교담당경찰관

학교 내ㆍ외 폭력 관련 업무

7

학생선도

및 

복지위원회

6 교감 학생지도부장
교무기획부장, 학생지도부장,

해당학급담임, 학생지도담당

학생 지도 관련 업무, 교복선정, 

구매 관련 업무, 후생복지업무, 

교육환경개선자문, 상벌(징계) 관련 업무

8
공적심의

위원회
6 교감

교무기획

부장

교육연구부장, 학생지도부장, 

교사대표 2명

교내⋅외 교원표창 대상자에 대한 

공적을 심의하는 업무

9 교권보호위원회 7 교감
교무기획

부장

교장, 행정실장,

학생지도부장, 외부위원 2명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과 관련된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

10
성희롱고충심의

위원회
6 교감 보건교사

학생지도부장, 행정실장, 

여교사대표 2명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조사 및 

처리 등의 업무 

11
예/결산

소위원회
15 교장 박재만

교감, 행정실장,

행정부장 7명, 학년부장 3명,

학운위 정/부위원장

학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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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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결석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 질병 결석, 기타 결석이 아닌 모든 결석

기타 결석 학교장이 인정하는 개인 사정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등

5. 학생 출결 관리(근태 사항) 

1.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ㆍ경연대회ㆍ현장실습ㆍ훈련 참가, 교환ㆍ현장(체험)학

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단, 교환학습‧체험학습 규정에 따라야 함)

다.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제15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기간

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석으로 학

교의 장이 인정하는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기간

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임시보호기간 등) 제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임시보호 기간(3~7일 이내)

사.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719호 별지 5호를 근거로 함)

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2. 각종 결석 및 지각, 조퇴, 결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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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단결석 :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 또는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은 질병결석

다. 기타결석 :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

이 인정하거나 또는 공납금 미납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라. 지각, 조퇴, 결과 : 정해진 등교 시간 이후에 출석했을 경우는 지각으로, 교과 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는 결과로, 정해진 수업 시간이 끝나기 전에 하교한 경우는 

조퇴로 구분하여 출석부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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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내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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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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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20

사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부모의 형제‧자매 1

4. 체험학습

가. 기간 : 교육과정 정상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1) 시험 기간은 피해서 실시하며 국외 체험학습기간은 연속 5일(휴무일, 공휴일 제외) 이내로 실시

2) 체험학습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하여 출석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석으로 처리

나. 내용 : 현장체험학습,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직업체험 등

다. 진행 절차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신청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학생→담임) 양식은 홈페이지(양식 자료실) 참조

↓

사전 승인 학교장 심사 ‧ 결재 후 승인 통보 실시 7일 전까지 신청해야 승인 가능함

↓

실시 체험학습 실시 신청 기간 동안 실시(국외는 5일 이내 실시)

↓

사후 확인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학생→담임) 및 확인 양식은 홈페이지(양식 자료실) 참조

↓

결과 처리 출석 인정 및 에듀팟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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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학년 교육과정차수 가격 

검정 문학 좋은책신사고 이숭원 외 2 2009 개정 6,320

인정 미적분Ⅰ 좋은책신사고 황선욱 외 2 2009 개정 4,780

인정 미적분Ⅱ 좋은책신사고 황선욱 외 2 2009 개정 7,390

인정 영어Ⅱ 천재교육 김진완 외 2 2009 개정 8,500

인정 영어독해와 작문 와이비엠 신정현 외 2 2009 개정 8,100

검정 동아시아사 천재교육 안병우 외 2 2009 개정 5,330

검정 경제 씨마스 김종호 외 2 2009 개정 8,740

인정 철학
(사)한국검인정

(경북교육청)
문성학 외 2 2009 개정 7,280

인정 실용경제 해냄에듀 경기도교육감 2 2009 개정 9,000

인정 중국어Ⅰ 다락원 정상률 외 2 2009 개정 7,760

인정 일본어Ⅰ 다락원 윤강구 외 2 2009 개정 7,000

인정 정보 형설 이태욱 2 2009 개정 8,900

6. 교과서 안내

● 1학년 교과서

구분 교과서명 출판사명 저자 학년 교육과정차수 가격 

검정 국어Ⅰ 천재교육 박영목 외 1 2009 개정 4,240

검정 국어 II 천재교육 박영목 외 1 2009 개정 4,130

인정 수학 I 좋은책신사고 황선욱 외 1 2009 개정 3,670

인정 수학 II 좋은책신사고 황선욱 외 1 2009 개정 3,700

인정 영어Ⅰ 비상교육 홍민표 외 1 2009 개정 8,520

인정 실용영어Ⅰ 능률교육 이찬승 외 1 2009 개정 7,300

검정 한국사 금성출판사 김종수 외 1 2009 개정 6,050

검정 법과 정치 천재교육 김왕근 외 1 2009 개정 4,120

검정 사회문화 비상교육 신현민 외 1 2009 개정 4,630

인정 생명과학Ⅰ 비상교육 심규철 1 2009 개정 12,000

인정 화학Ⅰ 비상교육 류해일 1 2009 개정 10,000

인정 스포츠문화 동아출판 주명덕 외 1 2009 개정 9,900

인정 음악과 생활 박영사 주광식 외 1 2009 개정 4,620

인정 미술창작 미진사 강해중 외 1 2009 개정 5,210

인정 중국어Ⅰ 다락원 정상률 외 1 2009 개정 7,760

인정 일본어Ⅰ 다락원 윤강구 외 1 2009 개정 7,000

● 2학년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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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과서명 출판사명 저자 학년 교육과정차수 가격 

인정 화학Ⅱ 교학사 박종석 2 2009 개정 14,500

인정 생명과학Ⅱ 교학사 권혁빈 2 2009 개정 13,000

인정 물리Ⅰ 교학사 김영민 2 2009 개정 13,000

인정 지구과학Ⅰ 교학사 이태욱 2 2009 개정 10,000

인정 확률과 통계 좋은책신사고 황선욱 외 2 2009 개정 4,190

인정 운동과 건강생활 두산동아 주명덕 외 2 2009 개정 5,280

인정 생명과학 실험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주혜 2 2009 개정 13,010

인정 과학 실험 서울특별시교육청 이미하 2 2009 개정 11,040

● 3학년 교과서

구분 교과서명 출판사명 저자 학년 교육과정차수 가격 

검정 화법과 작문 비상교육 박영민 외 3 2009 개정 4,910

검정 독서와 문법 비상교육 이관규 외 3 2009 개정 5,560

인정 심화영어독해Ⅰ 와이비엠 한상호 외 3 2009 개정 9,800

인정 심화영어독해Ⅱ 중앙입시교육원 경기도교육감 3 2009 개정 8,500

검정 한국지리 금성 서태열 외 3 2009 개정 5,620

검정 한국사 금성출판사 김종수 외 3 2009 개정 6,050

검정 윤리와 사상 지학사 박병기 외 3 2009 개정 6,260

인정 스포츠과학 체육과 건강 김의환 외 3 2009 개정 4,370

인정 기하와 벡터 좋은책신사고 황선욱 외 3 2009 개정 7,670

인정 확률과 통계 좋은책신사고 황선욱 외 3 2009 개정 4,190

인정 논리학 교학사 정해창 3 2009 개정 8,000

인정 환경과 녹색성장 천재교육 이상원 3 2009 개정 11,000

인정 물리Ⅱ 교학사 김영민 3 2009 개정 14,500

인정 화학Ⅱ 교학사 박종석 3 2009 개정 14,500

인정 화학Ⅰ 비상교육 류해일 2 2009 개정 10,000

인정 생명과학Ⅱ 교학사 권혁빈 3 2009 개정 13,000

인정 지구과학Ⅱ 교학사 이태욱 3 2009 개정 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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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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을 초과한 학생에게는 매월 첫 번째 토요일에 벌점초과자교육을 실시한다.

4. 한 학기 벌점이 20점을 초과하면 선도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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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발 규정 위반 1점

학교, 학급 활동에 모범이 되어 추천을 받음 3점 중식외 교내 음식물 반입 및 취식 행위 1점

수업교재, 교구, 기자재 안전관리에 모범이 됨 3점 쓰레기 무단 투기(껌, 가래침 포함) 1점

형편과 처지가 어려운 급우를 위해 도와줌 3점 복도 통행시 문란 행위 (교실내 고성방가 포함) 1점

학습 준비물을 수업 보조도구로 활용되도록 함 3점 거친 장난 또는 심한 욕설 1점

방과후 업무 보조 및 환경정화활동을 함 3점 오토바이 등교 적발 5점

학교의 명예를 높임 (심사 후 상점 부여) 3~5점 청소 및 주번활동시 담당교사지도 불응 3점

공인된 외부기관에서 모범표창을 받음
5점

조회 및 교내외 행사 무단 불참 3점

(단, 학교추천 수상자는 제외함)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 2점

기

타

항

목

학교 전체를 위하여 열심히 일함

심사 

후 

상점

부여

무단외출 3점

급우들에게 도움을 줌 무단결석 3점

귀중품(고가품)을 습득, 신고함 수업준비 미비 및 수업태도 불량 2점

학급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면학분위기 저해 2점

수업 태도가 적극적이고 모범적임 도서실 이용수칙 위반 3점

정의로운 행동으로 타의 모범이 됨 교사의 제반 경고 및 정당한 지시 불이행 1회 3점

기타 타인의 귀감이 되는 모범적 행동을 함 교사의 제반 경고 및 정당한 지시 불이행 2회 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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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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서별/교과별 예산안

부서 사업명 집행시기
소요예산

금액 산출내역

교

무

기

획

부

출석부 및 교무수첩 1월 758,000 31,580*24학급

상장케이스 연중 1,188,000 1,320*900개

이동식 출석부 1월 330,000 3,300*100

졸업 상품비 2월 2,500,000 2,500,000*1회

졸업식, 입학식 행사 경비 3월, 2월 2,000,000 2,000,000*1회

정기고사 답안지 및 답안지 봉투 4월 1,432,000 220,000*6+112,000*1

학부모총회 다과 연중 600,000 100,000*6회

책자 인쇄(학교규정, 신입생 등) 연중 2,000,000 2,000,000*1회

부서별협의회 3월 2,400,000 30,000*80명

교과별협의회 3월, 9월 3,900,000 30,000*65명*2회

교과부장협의회 연중 1,200,000 15,000원*10명*8회

연구수업 강평회 연중 900,000 30,000*10명*3회

교직원동계연수 12월 14,000,000 200,000*70명

교직원 자체연수 연중 1,200,000 300,000*4회

교과연구동아리 연중 6,000,000 1,500,000*4개

직무연수 지원 연중 3,000,000 100,000*30명

교육계획서 3월 7,000,000 5,830*1,200부

학사달력 발간 3월 7,000,000 4,660*1,500부

교지발간 2월 10,000,000 8,330*1200부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 연중 2,000,000 2,000,000*1회

방송실 운영비 연중 7,000,000 7,000,000*1회

국어과 교육예산 연중 4,340,000 4,340,000*1년

영어과 교육예산 연중 2,200,000 2,200,000*1년

수학과 교육예산 연중 11,920,000 11,920,000*1년

사회과 교육예산 연중 2,000,000 2,000,000*1년

예능과 교육예산 연중 12,360,000 12,360,000*1년

체육과 교육예산 연중 3,950,000 3,950,000*1년

교사용 교과서 및 지도서 3월, 9월 8,000,000 8,000,000*1회

도서 구입비 연중 6,000,000 6,000,000*1회

독서 관련 행사비 연중 2,000,000 2,000,000*1회

도서관 소모품 연중 1,200,000 1,200,000*1회

도서관 자료 및 소프트웨어 구입 연중 1,500,000 1,500,000*1회

도서관 서가 구입 연중 2,000,000 2,000,000*1회

논문검색서비스 연중 1,440,000 1,440,000*1회

소계 135,3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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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사업명 집행시기
소요예산

금액 산출내역

학

생

지

도

부

생활예절지도(교내ㆍ교외지도) 연중 4,000,000 10,000*200일*2명

학생회운영비 연중 1,000,000 1,000,000*1년

학생회 행사지원비 및 평가회비 연중 300,000 100,000*3회

리더십 함양을 위한 임원수련회 3월, 7월 3,000,000 10,000*100명+25,000*80명

수능격려물품 11월 400,000 400,000*1회

학급환경미화 경비 3월 480,000 200,000*24학급

학교폭력예방 연중 1,000,000 1,000,000*1년

흡연예방 연중 300,000 300,000*1년

경황제 12월 10,000,000 10,000,000*1회

진로,성격,인성,학습검사 연중 4,000,000 4,000,000*1회

동아리 활성화 지원비 연중 8,000,000 8,000,000*1회

진로교육지원비 연중 1,000,000 1,000,000*1회

상담실 운영 지원비 연중 1,000,000 1,000,000*1회

밝은사회 삼위일체 봉사활동 7월, 12월 3,000,000 1,500,000*2회

전공심화연구프로그램,대학생학습멘토링 연중 1,000,000 1,000,000*1회

전일제진로 7월, 12월 1,500,000 1,500,000*1회

소계 39,980,000

입

학

홍

보

부

홍보물품 구입 연중 15,000,000 15,000,000*1회

홍보 브로셔 연중 10,000,000 10,000,000*1회

홍보 관련 운영비 연중 1,500,000 1,500,000*1회

영상, PPT 자료 업그레이드 연중 10,000,000 10,000,000*1회

신입생 면접경비 11월 5,000,000 5,000,000*1회

모바일홈페이지구축및운영 연중 1,000,000 1,000,000*1회

소계 42,500,000

의

과

학

부

정보화개선사업비 연중 20,000,000 20,000,000*1년

과학교구 및 실험실습비 연중 19,506,000 19,506,000*1년

과학교육활성화운영비 연중 12,000,000 12,000,000*1년

소계 51,506,000

체

육

예

능

부

축구부 운영비 연중 29,000,000 29,000,000*1년

교구 확충 연중 7,000,000 7,000,000*1년

교사피복, 운동화 3월 750,000 250,000*3명

경희올림픽운영비 5월 3,780,000 3,780,000*1회

경희월드컵운영비 10월 3,660,000 3,660,000*1회

학교스포츠클럽운영비 연중 2,000,000 2,000,000*1년

학생건강체력검사비 4월 1,600,000 1,600,000*1회

저체력및 비만학생 관리 프로그램 연중 1,000,000 1,000,000*1년

경희고등학교장배 축구대회 10월 4,000,000 4,000,000*1회

스포츠 위원회 운영비 연중 1,000,000 1,000,000*1년

소계 149,2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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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사업명 집행시기
소요예산

금액 산출내역

1

학

년

부

학력평가 분석 협의회 연중 480,000 30,000*8명*2회

진학 및 생활지도 협의회 연중 480,000 30,000*8명*2회

학급운영비 연중 1,600,000 100,000원*8학급*2회

소계 3,600,000

2

학

년

부

학력평가 분석 협의회 연중 480,000 30,000*8명*2회

진학 및 생활지도 협의회 연중 480,000 30,000*8명*2회

학급운영비 연중 1,600,000 100,000원*8학급*2회

소계 51,350,000

3

학

년

부

진학대책협의회 연중 2,400,000 300,000*8회

모의고사 분석 및 협의회 3,6,9,11월 1,200,000 30,000*8명*4회

대입관련홍보운영비 수시 3,000,000 100,000*30회

학급 운영비 연중 1,600,000 100,000*8학급*2회

진학정보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연중 1000,000 1,000,000*1회

진학 관련 참고 자료 구입비 연중 1,000,000 1,000,000*1회

진학설명회 연수비 수시 1,200,000 300,000*4회

소계 31,560,000

보

건

실

학생건강검사비(1학년) 연중 8,000,000 8,000,000*1회

학생소변검사비(2,3학년) 연중 650,000 650,000*1회

학생결핵검사비(고3) 연중 900,000 900,000*1회

약품 및 비품 구입 연중 3,000,000 3,000,000*1년

침구세탁 연중 400,000 200,000*2회

시설정비 보건일지 연중 200,000 200,000*1년

보건관련교육비 연중 1,000,000 1,000,000*1년

비만예방프로그램운영 연중 1,000,000 1,000,000*1년

소계 48,010,000

국

어

과

한극창제기념의날 운영비 10월 2,340,000 2,340,000*1년

경희포럼 연중 1,000,000 1,000,000*1년

경희랭귀지스쿨 연중 1,000,000 1,000,000*1년

소계 2,560,000

과

학

과

창의로봇영재반운영비 연중 8,000,000 8,000,000*1년

기술가정실습비 연중 4,000,000 4,000,000*1년

과학캠프 1학기 2,000,000 2,000,000*1년

소계 1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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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사업명 집행시기
소요예산

금액 산출내역

미

술

과

교구 확충 및 자료 구입 연중 2,000,000 2,000,000*1년

미술과 교내외 행사비 지원 연중 1,000,000 1,000,000*1년

미술만화반 운영비 연중 500,000 500,000*1년

미술과 실기대회 행사비 지원 연중 500,000 500,000*1회

소계 4,000,000

사

회

과

경제논술대회 시상 상품 7월 250,000 250,000*1회

경제사상 탐구대회 7월 250,000 250,000*1회

경제시사 탐구대회 12월 250,000 250,000*1회

철학논술대회 7월 250,000 250,000*1회

역사논술대회 12월 250,000 250,000*1회

동아시아문화유산해설대회 7월 250,000 250,000*1회

교과 교외대회 참가 지원비 연중 500,000 250,000*2회

소계 5,500,000

수

학

과

통계활용대회 5월 600,000 600,000*1회

수학 소논물 발표대회 11월 800,000 800,000*1회

융합체험전 9월 3,000,000 3,000,000*1회

파이데이페스티벌 3월 400,000 400,000*1회

수능100회 운영비 3월 120,000 15,000*8개

수능100회 교재제작비 3월 7,000,000 7,000,000*1회

소계 10,420,000

음

악

과

기악반 운영 연중 2,000,000 2,000,000*1년

피아노 조율 3월,9월 360,000 180,000*2회

교내외 행사비 지원 연중 1,000,000 1,000,000*1년

교구 확충 연중 5,000,000 5,000,000*1년

소계 8,3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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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총액 : 7,749,000,000원>

1. 세입

(단위 : 천원)

과   목

(관)

2017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

비율

(%)
비     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0 106,860 △106,860 0

교육비

특별회계

이전수입

0   485,115 △485,115 0

사학법인

이전수입
570,689 624,347 △53,658 11.1

1.법인법정부담금

2.법인목적사업비(자율고)

178,752

391,937

소계   570,689

학부모

부담수입
4,497,971 4,433,804 64,167 87.8

1.입학금

2.수업료

3.학교운영지원비

11,632

3,516,739

969,600

소계 4,497,971

행정활동

수입
57,833 59,985 △2,152 1.1

1.사용료 수입

2.수수료 수입

3.예금이자

4.기타잡수입

11,800

5,844

17,739

22,450

소계    57,833

이 월 금 0 287,550 △287,550

소 계 5,126,493 5,997,661 △871,168 100

수익자

부담경비
2,622,507 2,610,339 12,168

1. 학생급식비

2. 방과후학교활동비

3. 현장체험학습비

4. 청소년단체활동비

5. 졸업앨범대금

6. 교과서대금

7. 통학차량비

8. 학생교복비

9. 축구부운영비

1,204,796

500,630

187,283

31,000

10,240

77,000

118,690

51,000

441,868

소계  2,622,507

합 계 7,749,000 8,608,000 △85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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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출

(단위 : 천원)

과   목

(관)

2017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

비율

(%)
비     고

교직원보수 3,696,388 3,776,278 △79,890 72.1

1. 교원 49명

   (기간제교사 11명, 시간강사 9명 포함)

2. 일반직 5명 인건비

교직원복지및

역량강화
59,950 93,500 △33,550 1.2

1. 교직원 연수

2. 교직원 맞춤형 복지

18,200

41,750

소계    59,950

학생복지및

교육격차해소
275,774 652,232 △376,458 5.4

1. 학생보건안전관리

2. 학교환경위생관리

3. 학생장학금

22,510

7,360

245,904

소계   275,774

기본적

교육활동
164,986 137,480 27,506 3.2

1. 교과활동

2. 창의적 체험활동

118,966

46,020

소계   164,986

선택적

교육활동
31,500 58,063 △26,563 0.6

1. 방과후학교운영

2. 축구부운영

2,500

29,000

소계    31,500

교육활동지원 128,112 331,456 △203,344 2.5

1. 교무업무운영

2. 생활지도운영

3. 연구학교운영

4. 학습지원실운영

10,208

6,300

56,000

55,604

소계   128,112

학교일반운영 719,783 769,457 △49,674 14.0

1. 부서기본운영

2. 행정지원인력운용

3. 시설장비유지

4. 학교운영협력

317,131

251,760

149,292

1,600

소계   719,783

학교시설확충 50,000 179,195 △129,195 1.0 1. 교육환경개선 50,000

소 계 5,126,493 5,997,661 △871,168 100

수익자

부담경비
2,622,507 2,610,339 12,168

1. 학생급식비

2. 방과후학교활동비

3. 현장체험학습비

4. 청소년단체활동비

5. 졸업앨범대금

6. 교과서대금

7. 통학차량비

8. 학생교복비

9. 축구부운영비

1,204,796

500,630

187,283

31,000

10,240

77,000

118,690

51,000

441,868

소계  2,622,507

합 계 7,749,000 8,608,000 △85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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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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실험실(1) 1 교과부장 교감실(2) 1 교감

제2실험실(1) 1 교과부장 제1교무실(2) 1 교감

제3실험실(1) 1 교과부장 학년별교무실(5/4/2) 3 각 학년부장

승명호교실(5) 1 학년부장 체육예능부실(1) 1 체육예능부장

시청각실(별관) 1 행정실장 상담실(3) 1 상담사

미술실(별관) 1 교과담당교사 교사연구실(4) 1 교무기획부장

음악실(1) 1 교과담당교사 학생지도부(4) 1 학생지도부장

컴퓨터실(5) 1 교과담당교사 행정실(2) 1 행정실장

제1청운재 공부방(3) 1 학년부장 방송실(2) 1 교무기획부장

제2청운재 공부방(1) 1 학년부장 전산실(2) 1 교무기획부장

세미나실(3) 1 행정실장 인쇄실(1) 1 행정실장

의과학부(1) 1 교과부장

복지

관련

시설

교사휴게실(2) 1 교감

자료실(4) 1 2학년부장 여교사휴게실(1) 1 교감

강당(4) 1 행정실장 보건실(1) 1 보건교사

도서관(1) 1 사서교사 화장실(1~5) 7 행정실장

운동장 1 교과부장 수도실(2~4) 3 행정실장

옥외게시대 2 행정실장 축구부 생활관 1 축구부감독

학생회실(1) 1 학생지도부장 학생식당(운동장 지하) 1 행정실장

교직원 체력단련실 1 행정실장

총  실 수 70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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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실 배치도

5

층

강당 상부

계단 계단 1-3 1-4 1-5 컴퓨터실

5층 복도
화

장

실
승명호 교실

(학습실)

1학년

교무실
1-8 1-7 1-6

4

층

강당

계단 자료실
교사

연구실

학생

지도부
2-5 2-6 2-7

샤
워
실

수
도
실

4층 복도

2학년

교무실
계단 1-2 1-1 2-8 화장실

3

층

제1청운재(공부방) 3-7 3-8 2-1
여교사

화장실

수

도
실

3층 복도

상담실
세미나

실
교장실 계단 2-4 2-3 2-2 화장실

2

층

중앙현관 행정실
전산실

방송실
3학년

교무실
3-1 3-2 3-3 수도실

교사휴게실

2층 복도

중앙계단
제1교무실

교무기획부/입학홍보부

교무행정전담팀

교
감
실

계단 3-6 3-5 3-4 화장실

1

층

제3

실험실

(중)

아이스

하키부

음

악

실

(중)

음악실

(중)

영어

전용

교실

(중)

여교사

휴게실

의

과

학

부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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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실

험

실

계

단

체
육
예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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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관   

운동장 건물

지하층

학생식당 식당조리실

복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