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

혁신공감학교
정의

정의
민주적 학교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윤리적 생활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삶의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자율학교

혁신학교 철학
공공성 교육의 공공성 실현을 기본 가치로 설정하고 , 교육의 양극화 , 학교의
서열화, 소수의 수월성 교육에서 벗어나 학교 교육의 혜택을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향유하는 것을 의미

민주성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학교 교육의 방향을 민주적으로
설정하고, 학교를 민주주의 학습의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

윤리성 학교 구성원 간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신뢰와 자존감 회복을 위한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를 만드는 것을 의미

참여와 소통, 존중과 배려, 개방과 협력의 학교 문화를 바탕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빛깔 있는 학교로, 혁신학교 추진 과제 중 일반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과제를 구성원의 합의를 통해 학교의 여건에 맞게 수행하며 , 학교혁신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하는 학교

혁신공감학교 운영 과제
참여와 소통의 자치공동체
•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과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만들기

존중과 배려의 생활공동체
• 교실 속 관계 회복 및 평화로운 교실 만들기, 학생자치 활성화

개방과 협력의 학습공동체
• 학교조직의 학습조직화, 공동연구·공동실천, 수업개방과 성찰

전문성 학교 구성원 개인의 성장을 넘어 공동의 성장과 학교의 역량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

창의성 학습자의 선택과 협력적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배움중심수업과 성장중심평가
• 교육과정운영의 책무성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것을 의미

혁신공감학교 운영

혁신학교 운영 체제
전문적 학습공동체

• 교육과정 정상화 다양화
• 배움중심수업
• 교육과정 운영의 책무성

• 학교조직의 학습조직화
• 교육과정 공동연구 공동실천
• 수업 개방과 성찰

의성

전

문성

창

창의적 교육과정

리성

민

주성

윤

• 존중과 배려의 교실문화
• 안전한 학교 만들기
• 민주시민교육

•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을 통한 학교별 중점과제 도출 및 선정
• 학교혁신 중점 추진과제 운영
• 학교 간 상호협력
- 학교개선 방안 논의 및 학교혁신 성과 공유
• 혁신공감학교 성장나눔
- 교학상장협의회, 학교혁신 ‘통(通)’ 발표회를 통한 동반 성장

공공성
윤리적 생활공동체

학교

교육지원청 • 교학상장(敎學相長) 행복한 동행을 통한 학교 지원
민주적 학교운영 체제
• 비전공유와 책무성
•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시스템
• 리더십과 역동적 학교문화
• 지역사회 학교 구축

• 지역 혁신역량강화 연수 운영
• 학교 간 연계를 통한 상호협력 지원
• 혁신공감 성장나눔 지원

꿈꾸는 학생, 꿈을 심는 학교, 꿈이 자라는 마을, 군포의왕교육

군포의왕 꿈이룸 혁신학교
01 군포의왕 꿈이룸 혁신학교 정의
혁신학교의 운영 철학을 바탕으로 군포, 의왕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및 교육지원청의
지원을 통해 마을 교육과정을 선도적으로 운영하는 지역 기반의 혁신학교

비전

꿈꾸는 학생, 꿈을 심는 학교, 꿈이 자라는 마을,
꿈을 지원하는 군포의왕교육

교육
인프라
활용

교
학

학교
교육과정

03 군포의왕 꿈이룸 혁신학교 운영 체제
• 경기혁신 4대 철학 구현
• 단위학교의 중점 과제 선정
• 정책에 소진되지 않는 교육주체
• 자발적 변화와 협력적 성장

군포의왕 지역교육공동체 특색이 살아있는
미래혁신 교육 구현

감지덕지

경기
혁신교육
4대 철학

• 군포의왕 인성교육 브랜드
• 감성, 지성, 덕성, 지역의 가치
• 학생중심의 교육활동 운영
• 미래 학생 역량 강화

군포의왕형
혁신학교

교학상장

교

육

청

지

역

목표

추진모형

체

자

지

지역
교육과정

지역의
자원

추진
과제

군포의왕
교육철학 및
비전공유

단위학교별
경기혁신교육
중점과제 운영

지역특성화
교육활동 구현

꿈꾸는 학생, 꿈을 심는 학교,
꿈이 자라는 마을,
꿈을 지원하는 군포의왕교육

혁신교육의 철학을 기반으로 하면서 혁신교육 운영 체제 구축

지역성

학교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 자체 교육 및 연수 확대 및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혁신 역량 강화 연수 운영

학교자치
각 학교의 실태 및 현황분석 후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포함된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을 통한 혁신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지역인프라
지자체는 혁신학교 추진 따른 통합교육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학교는 유휴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 추진

• 군포의왕 장학브랜드
• 교육청과 학교가 함께 성장
• 현장중심의 교육 행정 지원
• 미래 학교 역량 강화

지역교육
공동체 구축

군포의왕교육
브랜드 실현

혁신성

역량강화

군포, 의왕
혁신교육
지구

핵심가치

02 군포의왕 꿈이룸 혁신학교 운영 방안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마을공동교육과정 운영

• 군포의왕 지역 특색 교육활동
• 군포의왕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 혁신교육지구 사업 프로그램 활용
•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 역량 강화

추진
방향

추진
내용

군포의왕 교육철학
및 비전 운영

경기혁신교육
철학 및 과제 구현

지역특색
혁신교육 활동

학생중심 [감지덕지]
현장중심 [교학상장]

혁신 철학 공감 및 공유
자율책임 혁신 실행력

마을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역의 교육자원 활용

• 학생중심 교육활동 感性,
知性, 德性, 地城의 가치
를 담은 인성교육 운영

• 민주적 학교운영 체제 구축

• 지역의 특색이 살아있는
마을공동교육과정 운영

• 현장중심 교육청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행정지원

• 개방과 협력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 존중과 배려의 윤리적
생활공동체

• 학교별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학교, 교육지원청,
지자체가 함께 만드는
뉴거버넌스 학습 공원

미래교육
혁신 구현
미래교육의 주체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모두의 미래지향적 성장

배움

꿈

Learning Park

Colorful Dream

성장

Future Growth

기대효과

미래교육 컨텐츠 혁명, 미래 인재 역량

• 군포시, 의왕시 혁신교육
지구 사업프로그램 활용
•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고 공유하는
교육과정 운영

창의적 인지역량

인성적 정서역량

협력적 사회역량

생애 학습역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