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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학학교교  연연혁혁

     2008.  5. 30 학교설립 지원 협약체결(교육청 - 북구청)

     2008.  9. 30 교육과학기술부 설립 동의

     2008. 12.  8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고시

     2010.  3.  1 초대 문곤섭 교장 취임    

     2010.  3.  3   제 1회 입학식(4개 언어전공 153명)

     2010.  4. 20 아랍어과 신설승인(1개반 25명 전국단위)

     2013.  2.  7   제 1회 졸업식(145명)

     2019.  3.  1   제 5대 이경희 교장 취임

     2021.  3.  2   제 11회 입학식(173명)

나나..  교교직직원원  현현황황

직직

명명

교교  원원 행행  정정 기기  타타

총총계계교교
장장

교교
감감

수수
석석
교교
사사

윤윤
리리

국국
어어

수수
학학

사사
회회

과과
학학

체체
육육

음음
악악

사사
서서

영영
어어

중중
국국
어어

일일
본본
어어

러러
시시
아아
어어

아아
랍랍
어어

진진
로로
진진
학학
상상
담담

영영
양양

보보
건건 소소계계

일일
반반
직직

보보
조조

배배
움움
터터
지지
킴킴
이이

전전
문문
상상
담담
사사

소소
계계

강강
사사

원원
어어
민민
교교
사사

인인
원원 1 1 1 2 6 6 5 3 2 1 1 12 3 3 2 2 1 1 1 5544 4 4 1 1 1100 2 8 7744

남남 1 1 4 3 3 1 2 4 1199 2 1 1 44 2 2255

여여 1 1 1 2 3 2 2 1 1 8 3 3 2 2 1 1 1 3355 2 3 1 66 2 6 4499

다다..  학학생생  현현황황((22002211..0033..0022..기기준준))

학학  과과 학학급급수수 반반 반반명명
11학학년년 22학학년년 33학학년년

남남 여여 계계 남남 여여 계계 남남 여여 계계

영영어어과과 9

1 조화(1) 9 16 2255  6 16 2222 8 12 2200  

2 조화(2) 8 17 2255  7 15 2222  8 12 2200  

3 조화(3) 3 22 2255  9 14 2233 8 13 2211  

중중국국어어과과 3 4 존중 5 19 2244 1 18 1199  7 15 2222  

러러시시아아어어과과 3 5 창의 4 21 2255  6 17 2233  4 17 2211

일일본본어어과과 3 6 배려 9 16 2255  7 11 1188 8 11 1199  

아아랍랍어어과과 3 7 지혜 12 12 2244  5 17 2222 8 11 1199  

계계 21 ∙ ∙ 50 123 117733 41 108 114499 51 91 11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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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교교무무실실

연연번번 성성명명 과과목목 담담당당업업무무 학학급급 연연번번 성성명명 과과목목 담담당당업업무무 학학급급

1 이경희 교교장장 35 김현민 중국어 평가1 　

2 김순화 교교감감 36 장하영 영어 평가2 3-1

3 유미경 수석교사(영어) 수수석석교교사사 　 37 이아람 　 교육업무실무(전산) 　

4 천중필 물리 교교무무기기획획부부장장 　 38 김원국 국어 학학력력향향상상부부장장 　

5 정인수 영어 교무기획1 　 39 김미영 도덕윤리 학력향상부 기획 　

6 박자희 중국어 교무기획2 1-4 40 이여진 수학 사회통합 1-6

7 김보경 생물 일과/출결 　 41 김하수 지리 입학홍보부장 　

8 김지영 영어 학부모 3-2 42 김민지 아랍어 입학홍보기획 　

9 이정현 　 교육업무실무 　 43 허 준 도덕/윤리 입학홍보 2-3

10 김재곤 수학 교교육육과과정정부부장장 　 44 선형돈 체육 기기숙숙환환경경부부장장 　

11 윤주한 역사 교육과정 　 45 이경진 일반사회 기숙환경부 기획 　

12 박미나 수학 장학 3-7 46 조기환 국어 환경 　

13 윤송희 화학 생기부 2-6 47 신기영 보건 보건 　

14 이치훈 체육 안안전전생생활활부부장장 　 48 송혜령 역사 11학학년년부부장장 1-1

15 이향숙 영어 안전생활부 기획 　 49 김은희 국어 1학년학력 1-5

16 고시영 국어 학교폭력/징계 2-4 50 오진욱 영어 1학년 생활지도 1-3

17 권문술 수학 생활지도 2-5 51 최인숙 수학 22학학년년부부장장 2-7

18 박세영 영양 급식 　 52 최진욱 영어 2학년학력 2-2

19 김동란 상담 상담 　 53 양준수 국어 2학년 생활지도 2-1

20 김경필 일본어 교교육육연연구구부부장장 　 54 김학묵 국어 33학학년년부부장장 3-4

21 성종기 수학 연구기획 　 55 김기현 일반사회 3학년학력 3-6

22 감희정 영어 수업 　 56 송선희 러시아어 3학년 생활지도 3-5

23 정수현 사서 도서 　 57 이혜정 영어 3학년 진학 3-3

24 신보라 영어 외외국국어어교교육육부부장장 　 58 윤경옥 수학 확대학급강사

25 채윤정 중국어 외국어교육 기획 　 59 이복선 수학 확대학급강사

26 손준혁 영어 국제교류 1-2 60 Michael 영어(영국) 원어민강사

27 김현주 영어 원어민업무 　 61 Sacha 영어(영국) 원어민강사

28 김영희 영어 진진로로창창의의인인성성부부장장 　 62 Madelynn 영어(미국) 원어민강사

29 김정희 러시아어 진로창의인성 기획 　 63 Raymond 영어(미국) 원어민강사

30 조은주 음악 축제/동아리 　 64 Yang Lin 중국어 원어민강사

31 신진옥 진로 진로 　 65 김노라 러시아어 원어민강사

32 전희순 아랍어 봉사활동 1-7 66 Sonoko 일본어 원어민강사

33 이수미 일본어 교교육육정정보보부부장장 　 67 Kaoutar 아랍어 원어민강사 

34 방현아 일본어 교육정보부 기획 　

나나..  행행정정실실

연연번번 성성명명 직직책책 담담당당업업무무 연연번번 성성명명 직직책책 담담당당업업무무
1 백순미 실장 총괄 5 김기태 주무관 시설
2 구자훈 과장 계약, 예산 6 이정현 주무관 교무
3 손은혜 계장 급여, 지출 7 이아람 주무관 전산
4 백경돈 주무관 시설 8 김주희 주무관 세입, 지출

2021학년도 학교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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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2001199학학년년도도  신신입입생생  33개개년년  교교육육과과정정  편편제제((영영어어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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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001199학학년년도도  신신입입생생  33개개년년  교교육육과과정정  편편제제((중중국국어어,,  러러시시아아어어,,  일일본본어어,,  아아랍랍어어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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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2002200학학년년도도  신신입입생생  33개개년년  교교육육과과정정  편편제제((영영어어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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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2002200학학년년도도  신신입입생생  33개개년년  교교육육과과정정  편편제제((중중국국어어,,  러러시시아아어어,,  일일본본어어,,  아아랍랍어어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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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22002211학학년년도도  신신입입생생  33개개년년  교교육육과과정정  편편제제((영영어어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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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2002211학학년년도도  신신입입생생  33개개년년  교교육육과과정정  편편제제((중중국국어어,,  러러시시아아어어,,  일일본본어어,,  아아랍랍어어과과))

2021학년도 학교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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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22002211학학년년도도  전전학학년년  교교육육과과정정  편편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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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학 학 학 학 학 학 학 학 학 학 학 학 학 학 학 학 학 학 학 학 학 학 학 학 학 학 학 학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2. 학 사 일 정

22002211학학년년도도  학학사사일일정정  및및  수수업업일일수수((11학학기기))

월 주차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수업일수

1 2 3

3

1 　 1 삼일절 2 입학식/시업식 3 　 4 　 5 　 6 　 4 4 4 

2 7 8
친구사랑주간 
상담주간(~26)

9 　 10 　 11 　 12 　 13 　 5 5 5 

3 14 15 　 16 　 17 　 18 　 19
행복어울림 
교육과정(1)

20 　 5 5 5 

4 21 22 　 23 학력평가(1) 24 학력평가(2) 25 학력평가(3) 26 1학년부회장선거 27 　 5 5 5 

5 28 29 　 30 　 31
학부모총회

학교공개의날
진학설명회(3)

1 리더십캠프(2) 2 리더십캠프(2) 3 　 5 5 5 

4

6 4 5 　 6 　 7 수학논리력경진대회 8 9 진로심리검사(1,2) 10 　 5 5 5 

7 11 12 　 13 영어듣기(1) 14
영어듣기(2)
학력평가(3)

15 영어듣기(3) 16 　 17 　 5 5 5 

8 18 19 　 20 　 21
과학창의력경진

대회
22 　 23 　 24 　 5 5 5 

9 25 26 　 27 중간고사 28 중간고사 29 중간고사 30 중간고사 1 　 5 5 5 

5

10 2 3 (교생실습~28) 4 　 5 어린이날 6 재량휴업 7 재량휴업 8 　 2 2 2 

11 9 10 　 11 　 12
중러일아경시대

회
13 　 17 교내체육행사 15 　 5 5 5 

12 16 17 　 18 　 19 부처님오신날 20 　 21 　 22 　 4 4 4 

13 23 24 　 25 　 26 진로멘토링(1,2) 27 　 28 　 29 　 5 5 5 

14 30 31 영어에세이대회 1 　 2 3
학력평가(1,2)
대수능모의(3)

4 　 5 　 5 5 5 

6

15 6
현충일

7 국제이해교육 8 　 9 비전소개(3)　 10 　 11 　 12 　 5 5 5 

16 13 14 　 15 　 16 17 　 18 　 19 　 5 5 5 

17 20 21 독서토론대회 22 　 23 　 24
계기교육
학예행사

25 　 26 　 5 5 5 

18 27 28 　 29 　 30 기말고사 1 기말고사 2 기말고사 3 　 5 5 5 

7

19 4 5
　

진로직업체험활동
(1,2)

6 　 7 학력평가(3) 8 　 9 　 10
입학

설명회
5 5 5 

20 11 12 13 전공어강연데이 14 유플바칼로레아 15 　 16 방학식 17 　 5 5 5 

21 18 19 　 20 　 21 　 22 　 23 　 24 　 　 　 　

1학기 수업일수
(요일별,학년별)

19/19/19 20/20/20 18/18/18 19/19/19 19/19/19 　 　 95 95 95

여름방학(7/17 ~ 8/15, 3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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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2211학학년년도도  학학사사일일정정  및및  수수업업일일수수((22학학기기))

월 주차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수업일수

1 2 3

8

1 15
광복절

16 개학식 17 　 18 진로설계(2,3) 19 　 20 　 21 　 5 5 5 

2 22 23
친구사랑주간
상담주간(~31)

24 　 25 　 26 　 27 　 28 　 5 5 5 

3 29 30 　 31 　 1
학력평가(1,2)
대수능모의(3)

2 　 3 　 4 　 5 5 5 

9

4 5 6 수학여행(2) 7 수학여행(2) 8 수학여행(2) 9 수학여행(2)
리더십캠프(1)

10 수학여행(2)
리더십캠프(1)

11 　 5 5 5 

5 12 13 　 14 영어듣기(1) 15 영어듣기(2) 16 영어듣기(3) 17
국어사랑글짓기백

일장
18 　 5 5 5 

6 19 20 추석연휴 21 추석 22 추석연휴 23 　 24 　 25 　 2 2 2 

7 26 27 　 28 　 29
꿈발표(1),

롤모델발표(2)
30 　 1 　 2 　 5 5 5 

10

8 3
개천절

4 　 5 　 6 　 7 　 8 　 9
한글
날

5 5 5 

9 10 11 　 12 학력평가(3) 13
중간고사(1,2)
지필고사(3)

14
중간고사(1,2)
지필고사(3)

15
중간고사(1,2)
지필고사(3)

16 　 5 5 5 

10 17 18
중간고사(1,2)
지필고사(3)
(교직원연수)

19 　 20 수업공감데이 21 　 22 　 23 　 5 5 5 

11 24 25 　 26 　 27 중러일아경시대회 28 　 29 　 30 　 5 5 5 

11

12 31 1 　 2 　 3 영어말하기대회 4 　 5 　 6
입학

설명회
5 5 5 

13 7 8 　 9 　 10 　 11 　 12 　 13 　 5 5 5 

14 14 15 　 16 　 17 수능출정식 18 대학수학능력 19 개교기념일 20 　 3 3 4 

15 21 22 영어전공어강연 23 　 24 학력평가(1,2) 25 　 26 　 27 　 5 5 5 

16 28 29 　 30 　 1 　 2 　 3 　 4 　 5 5 5 

12

17 5 6 신입생서류접수　 7 신입생서류접수 8
신입생서류접수
기말고사(1,2)

9 기말고사(1,2) 10 기말고사(1,2) 11 　 5 5 5 

18 12 13 14 15 16 　 17 　 18 　 5 5 5 

19 19 20 태화강걷기행사 21 입학전형일 22 　 23 　 24 축제 25
성탄
절

4 4 4 

20 26 27 　 28 졸업사정회 29 진급사정회 30 방학식 31 　 1/1 신정 4 4 4 

2 21 2/6 2/7 개학식 8 　 9
졸업식

(학생회선거)
10 종업식 11 　 5 　 4 4 3 

2학기 수업일수
(요일별,학년별)

20/20/20 19/19/19 20/20/20 20/20/20 18/18/18 　 　 97 97 97 

연간 수업일수 　 　 　 　 　 　 　 192 192 192 

겨울방학(12/31~2/6, 38일간)
봄방학(2/11~2/28,18일간)

　 　 　

 ※ 위 학사일정은 교육과정 운영상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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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창의적 창의적 창의적 창의적 창의적 창의적 창의적 창의적 창의적 창의적 창의적 창의적 창의적 창의적 창의적 창의적 창의적 창의적 창의적 창의적 창의적 창의적 창의적 창의적 창의적 창의적 창의적 창의적 체험활동  체험활동  체험활동  체험활동  체험활동  체험활동  체험활동  체험활동  체험활동  체험활동  체험활동  체험활동  체험활동  체험활동  체험활동  체험활동  체험활동  체험활동  체험활동  체험활동  체험활동  체험활동  체험활동  체험활동  체험활동  체험활동  체험활동  체험활동  3. 창의적 체험활동  

가가..  성성격격

  1) 목적 :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할 줄 아는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지

향적 인재 양성

  2) 구성 : 교과 이외의 활동으로서 교과와 상호보완적  관계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

동의 4개 영역으로 구성

  3) 운영 : 각 영역별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학생, 학급, 학년, 학교 및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학교에

서 선택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 

나나..  내내용용  체체계계  

영영  역역 성성  격격 활활  동동

자율활동
학교는 학생 중심의 자율적 활동을 추진하고, 학생은 

다양한 교육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 적응 활동

○ 자치 활동

○ 행사 활동

○ 창의적 특색 활동 등

동아리활동
학생은 자발적으로 집단 활동에 참여하여 협동하는 태

도를 기르고 각자의 취미와 특기를 신장한다.

○ 지성 키움 활동

○ 인성 키움  활동

○ 자율동아리 활동 등

봉사활동
학생은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배려의 활동을 

실천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한다.

○ 교내 봉사활동

○ 지역사회 봉사활동

진로활동
학생은 자신의 흥미, 특기, 적성에 적합한 자기 계발 

활동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한다.

○ 자기 이해 활동

○ 진로 정보 탐색 활동

○ 진로 계획 및 체험 활동 등

다다..  영영역역별별  창창의의적적  체체험험  활활동동  편편성성

활활동동  영영역역  //  학학  기기
11학학년년  22학학년년 33학학년년

11학학기기 22학학기기 11학학기기 22학학기기 11학학기기 22학학기기

자율활동 35 31 33 58 35 38

동아리활동 22 20 22 20 22 21

봉사활동 7 5 4 5 8 7

진로활동 9 18 9 20 4 2

계 73 74 68 103 69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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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율활동 연간계획

부부서서명명 시시수수 활활동동내내용용  및및  주주제제 부부서서명명 시시수수 활활동동내내역역  및및  주주제제

교무기획부

 
9

○ 입학식(1) 및 개학식(1)

○ 공교육정상화 및 교권보호연수(1)

○ 방학식(2) 및 개학식(2), 

○ 수능출정식(1)

○ 졸업식(2) 및 종업식(1)

교육연구부
8

○ 장애인식 개선교육(2)

○ 학생청렴교육(2) 

○ 통일교육(2)

○ 독도교육(1)

○ 프로젝트 수업 연수(1)

안전생활부

 
28

○ 학교규칙준수 선서식 (1)

○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예방교육(1)

○ 학급회 구성(1)

○ 안전교육(15,학교폭력예방 4시

간, 생명존중교육 2시간 포함)

○ 교내체육대회(6)

기숙환경부
25

○ 성폭력예방교육(3)

○ 학생신체능력검사(6)

○ 감염병예방교육(1)

○ 흡연예방교육(1)

○ 양성평등교육(1)

○ 성매매예방교육(1)

○ 환경정화활동 (12)

진로

창의인성부
18

○ 진로심리검사(2)

○ 직업인 초청특강(2) 

○ 3-3-3 멘토링 활동(1)

○ 창의적체험활동 교육(2)

○ 교내축제 및 뒷정리(8)

○ 나의 꿈 발표대회 (2)

○ 봉사활동기초교육(1)

교육정보부 2
○ 사이버폭력 예방교육(1)

○ 저작권 교육 (1)

2학년부 32
○ 수학여행

○ 리더십 진로캠프

1학년부 16
○ 리더십 진로캠프

○ 학급자치활동

  2) 동아리 활동 연간 계획 

    가) 지성키움 동아리 

동동아아
리리수수

목목적적 활활동동  소소재재 활활동동  내내용용 활활동동  결결과과

22

진로 탐색 및 심화 

학문 탐구를 통한 지

성 함양

전공별∙분야별 전문 

도서

전문 서적 독서를 통한 

주제 발표 및 토의 토

론 활동

활동일지

→ 자신의 진로와 연계된 다양

한 이력 생성

        나) 인성키움 동아리

동동아아
리리수수

목목적적 활활동동  소소재재 활활동동  내내용용 활활동동  결결과과

18

문학, 예술, 봉사활

동을 통한 바른 인성 

함양

동아리별 특색 있는 

주제 선정 또는 분야

별 교양도서

다양한 교내 동아리 행

사 준비를 통한 꿈과 

끼 개발

활동일지

→ 교내외 예술 공연, 책 만들기 

활동, 봉사 및 캠페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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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율동아리

동동아아리리수수 목목적적 활활동동  소소재재 활활동동  내내용용 활활동동  결결과과

9

▸자연과학 융합, 예체능, 

심화외국어 활용 영역의 

추가적인 재능 개발

소재 및 영역의 제한 

없음

▸과학 융합 프로젝트

▸외국어를 활용한 봉사 

예술 활동을 통한 재능 

기부

프로젝트 결과물

지역사회 봉사활동

    2) 봉사활동 연간 계획

순순번번 날날짜짜 11학학년년 22학학년년 33학학년년 활활동동내내용용 비비  고고

1 3.22 1 1 1 교내 대청소

진로창의부

기숙사부

학년부

안전생활부

2 3.24 1 1 1 환경정화활동

3 5.17 1 1 1 체육대회 후 대청소

4 6.18 1 3학년 환경정화

5 8.16 1 1 1 새학기 교내 환경 정리

6 9.8 1 3학년 환경정화

7 10.6 2 3학년 환경정화

8 11.17 1 1 교내 대청소

9 12.20 1 1 1, 2학년 환경정화

10 12.24 2 2 축제 후 대청소

11 12.29 1 1 1, 2학년 환경정화

  3) 진로활동 연간 계획

순순번번 시시수수 학학년년 활활동동내내역역 비비고고

1 1 1, 2학년 표준화 진로심리검사

2 16 1, 2학년 리더십 진로캠프

3 2 1, 2학년 진로멘토링 및 소감문 쓰기

4 2

1학년 나의 꿈 발표

2학년 나의 롤 모델 발표

3학년 나의 비전 발표

5 4 1, 2학년 진로직업체험활동 및 소감문 쓰기

6 2 2, 3학년 나의 진로 설계

7 연중 1, 2학년 커리어 포트폴리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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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주요 추진과제

1. 세계 시민 양성

(Global Citizenship Training Program) 23

2. 인성 함양

(Character Building Program) 29

3. 학력 향상

(Academic Improvement Program) 32

4. 학년별 특색 프로그램 운영

(Distinct Program for Each Grade) 43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세계 세계 세계 세계 세계 세계 세계 세계 세계 세계 세계 세계 세계 세계 세계 세계 세계 세계 세계 세계 세계 세계 세계 세계 세계 세계 세계 세계 시민 시민 시민 시민 시민 시민 시민 시민 시민 시민 시민 시민 시민 시민 시민 시민 시민 시민 시민 시민 시민 시민 시민 시민 시민 시민 시민 시민 양성양성양성양성양성양성양성양성양성양성양성양성양성양성양성양성양성양성양성양성양성양성양성양성양성양성양성양성1. 세계 시민 양성                                                          

국제 교류가

  1) 목적

    가) 국제화ㆍ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류대상국의 교육, 경제, 사회ㆍ문화 등에 대한 올

바른 이해로 국가경쟁력 제고

    나) 자매결연학교와 교사 및 학생 상호 방문을 통한 친선 도모

    다) 교육과정, 학습자료, 수업영상, 사진 등의 교환을 통한 교육의 질(을) 향상 및 국제화

    라) 외국문화 체험을 통해 국제적 감각과 넓은 안목을 기르고, 현지에서 전공어 활용 기회 제공

  2) 방침 

    가) 가급적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국가와 국제교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나) 전공별 외국학교와 1대 1 자매결연을 통한 실질적인 학생교류활동 추구

    다) 상호방문, 펜팔, 이메일 교환 등 정기적 교류를 통한 활용의 지속성 추구

    라) Holon 인증제(울산외국어고등학교 인재상)와 연계한 해외문화체험을 제외한 모든 활동경비는 수요

자 부담이 원칙

    마) 참여학생들은 체험학습 전후로 계획서와 보고서 제출

    바) 해외문화체험활동은 가급적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자매결연학교 위주로 격년제 실시

    사) 사전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지도교사의 책임하에 실시

  3) 자매결연 학교현황 

    

언어 대상국가 학교명 교류시기 비고

영어 영국 Nottingham Academy 매년 상호방문

중국어 중국 광저우 월수외국어고등학교 격년 상호방문

러시아어 러시아 모스크바 34번 학교 격년 상호방문

일본어
일본  리츠메이칸 아시아 태평양 대학 MOU 체결

일본 구마모토 토료고등학교 MOU 체결

기타 몽골 문화교육부 산하 23번 중고등학교 격년 상호방문

영어 미국
James N. Gamble Montessori High 
School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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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9년~2020년 국제교류 및 해외문화 체험 학습 현황

   

연번 교류내용 대상국가 일 시 

1 러시아 모스크바 34번 학교 학생단 본교 방문 러시아 2019.01.10.~01.16

2 영국 노팅엄 아카데미 자매학교 방문 영국 2019.02.07.~02.16.

3 인도 벤카데시와 고등학교 화상교류 인도 2019.05.13.~

4 러시아 이르쿠츠크 교육대표단 본교방문 러시아 2019.05.15.~05.16.

5 인도네시아 청소년대표단 본교방문 인도네시아 2019.07.12.

6
미국 James N. Gamble Montessori High 

School 본교 방문 및 서신교류
미국 2019.07.16.~

7 사우디아라비아 대표단 본교방문 및 홈비짓 사우디아라비아 2019.08.23.~08.24.

8 한일 역사교육 실천 심포지엄 일본 2019.10.13.

9 인도 청소년대표단 본교방문 인도 2019.11.19.

10 러시아 모스크바 34번 학교 방문 러시아 2020.01.22.~01.31.

11 영국 노팅엄 아카데미 자매학교 방문 영국 2020.02.10.~02.19.

   

  5) 기대효과 

    가) 국제화ㆍ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외국어 인재 양성

    나) 자매결연학교와의 친선 교류를 통한 해당국가의 문화 이해 및 마인드 제고 

    다) 전공어에 대한 학습 동기부여 및 문화사절단 역할 기대

2021학년도 학교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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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학교나

  1) 목적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 (UNESCO Associated Schools Project Network: ASPnet)에 참여하여 유네

스코 설립이념인 ‘평화와 문화를 위한 국제협력 증진“ 도모

  2) 운영 개요

    가) 2021프로젝트명 : 우리가 이끄는 미래, 우리가 가꾸는 사회

    나) 운영방법 : 유네스코와의 연계 활동과 실험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평화, 국제이해, 지속가능발전, 

국제협력과 관련된 교육 콘텐츠, 교육 방법론, 교육 자료의 개선에 기여하는 ‘실험학교

(pilot schools)’ 형태로 운영

    다) 활동 프로그램

      (1)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각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쟁점을 중심으로 문제의 개선을 위한 해결책을 학생 스

스로 찾고 실천하도록 함 

        (가) 공정무역 캠페인과 희망가방 만들기 캠페인에 참여→ 저개발 국가 아이들에게 인간의 가

치와 학교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회를 갖게 함 

        (나) 세계시민 연합 캠페인과 공동행동주간에 참여→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

      (2) 문화 간 학습(Intercultural Learning)

         학교 및 지역사회의 다문화 가정이나 이주민 등 소중한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나라의 문화와 

전통, 종교 등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 증진

        (가)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멘토링 봉사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 

        (나) 전래동화를 영어ㆍ중국어ㆍ일본어ㆍ러시아어ㆍ아랍어로 개작ㆍ번역하여 동화책 발간→ 동

화책을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기부

        (다) 지역의 전통시장 지도를 완성하여 지역의 문화 이해→ 완성된 지도를 지역 다문화가족지

원센터에 기부

  3) 2021학년도 활동계획

월월 활활동동  내내용용

5

유네스코 동아리 활동 계획

‘다문화 가정의 문화괴리 해소를 위한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 동화 번역 프로젝트’(청소년프로그램 공

모사업 선정, 지역의 전래동화 번역-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사업 실시

6
지역 다문화센터 봉사활동 참가 

지역 전통시장 지도(영어 번역본) 제작 및 지역사회 기증

7-8 인권 캠페인 기획

9 지역의 전래 동화 번역본 완성 및 지역사회 기증

10 공정무역 강연 및 공정무역 캠페인

12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 시민프로젝트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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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이해 교육프로그램다

가

  1) 목적

    가)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강연 및 교육으로 문화와 인종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문화적 특성을 접할 기

회를 제공함으로써 다문화 사회의 인재로 육성

    나) 인류 보편적 가치에 중심을 둔 균형 잡힌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있는 국제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

  2) 세부추진계획

    가) 국제이해교육

      (1) 실시 : 6월 7일(월) 16:40~18:30

      (2) 실시대상 : 1,2학년

         

학학기기 국국제제이이해해교교육육 강강사사 장장소소 비비  고고

1학기

영국문화의 이해(1) Michael Upsher 1-1반 교실 24명

영국문화의 이해(2) Sacha 1-2반 교실 24명

미국문화의 이해 Madelynn/Raymond 1-3반 교실 24명

중국문화의 이해 미정 1-4반 교실 24명

러시아 문화의 이해 노라 김 1-5반 교실 24명

일본 문화의 이해 카토 소노코 1-6반 교실 24명

아랍 문화의 이해 Kaoutar 1-7반 교실 24명

외부강연 미정 3층 시청각실 165명

연중
수시

전공어 문화의 이해 외부 전공언어 강사 전공어실 및 시청각실 전공별

      (3) 기대효과

       (가) 타문화와 인종에 대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 함양→ 문화적 다원화 사회에 알맞은 글

로벌 인재 양성  

       (나) 세계시민으로서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 문화에 대한 고유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 

    나) 문화체험의 날 

      (1) 문화체험의 날 프로그램 운영일시

2021학년도 학교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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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문화의 날 행사명 실시 운영 및 기획 비 고

1 중국 문화의 날 미정 2학년 중국어반

2 러시아어 문화의 날 미정 2학년 러시아어반

3 일본 문화의 날 미정 2학년 일본어반

4 아랍 문화의 날 미정 2학년 아랍어반

5 미국문화의 날 미정 2학년 영어과

6 영국문화의 날 미정 2학년 영어과

      (2) 문화체험의 날 행사 기획ㆍ운영 학반 학생들에 대하여 외국어교육부 주관 봉사활동 2시간

을 부여한다.

      (3) 실시대상 및 장소: 2학년 전원, 3층 시청각실  

Ÿ 봉사활동영역: 교내봉사활동

Ÿ 봉사활동기간: 해당행사일± 2일

Ÿ 봉사활동시간: 2시간

Ÿ 봉사활동내용: ___ 문화체험의 날 행사 준비 및 기획,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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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어별 동아리 활동라

다

가
  1) 중국문화반 COC(Culture of China) 

    가) 중국 관련 기사를 읽고 NIE 작성 및 발표

    나) 자신의 진로와 연관된 중국 분야별 PPT 발표

    다) 중국 관련 독서 토론을 통한 중국에 대한 지식 및 논리력 함양

    라) 한시 배우기 및 중국 도서 번역 활동을 통한 중국어 능력 향상

   

  2) 영어 관련 동아리

    가) 영어 토론반(Be Larp)

       다양한 시사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토론을 통한 접근을 하여 영어 능력과 함께 그 문제에 대한 깊

은 고찰을 할 기회를 가짐

    나) 영어 연구반(Avante) : 진로와 관련된 세계 석학들의 수준 높은 명강의를 듣고 전공 보고서 작성

    다) UFO 교지제작 동아리 : 전공외국어를 이용한 교지를 만들기 위한 동아리

    라) 제 1, 2전공어 연구반(EGO)

       에세이 서적 분석과 전공어 작문 실력향상, 시사 및 독서 토론 후 영어, 한국어 보고서 작성

    마) 유네스코 : UN을 포함한 국제기구 및 해외 각국 문화에 대한 이해화 관심 제고

  3) 러시아 문학반 ‘쁘리벳’(Privet, 러시아어로 ‘안녕’이라는 뜻)

    가) 학기 별로 대표 작가를 선정하여 주요 작품을 읽고 토론

    나)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한국 속 러시아 알기  

    다) 1년 중 교내 <러시아 문화 소개하기> 캠페인 활동

 

  4) 일본어 연극동아리 ‘하이료’

    가) 다양한 일본 문학작품에 대한 원서학습→ 일본어 독해능력 향상

    나) 시나리오 재 구성작업을 통해 문학작품 재해석 및 회화능력 함양

    다) 전국 일본어 연극대회에 참가→ 일본어 실력 및 협업능력 함양

  5) 아랍 연구 동아리 ‘알루’(Aaluu, 아랍어로 ‘여보세요’라는 뜻)

    가) 아랍관련 주제를 선택하여 자유주제 탐구보고서 작성→ 타문화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 확립

    나) 아랍 지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추기 위해 아랍 지역 및 문화와 관련된 전문적인 보

고서 작성

    다) 아랍연맹 토론대회(모의 유엔형식)를 개최하여 논리력과 사고력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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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멘토링제 운영가

  1) 목적

    가) 선배는 후배의 학업과 진로탐색 지원, 후배는 선배의 조언을 통하여 안정감과 소속감 향상등 인성

교육 강화

    나) 졸업 후 ‘모교빙문의 날’지정→  연속적인 선․후배간의 정서교류 방안 마련

 

  2) 운영개요   

    가) 학년별, 전공어별로 3명씩 모두 9명의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선후배 교류활동을 운영

    나) 2, 3학년 학생은 USE 프로그램 활동내용을 사전에 계획하여 같은 그룹의 1학년 학생들에게 멘토

링 활동을 진행

 **  UUSSEE  프프로로그그램램((UUFFLL  SSppiirriitt  EExxcchhaannggee))  : 3개 학년 학생을, 전공어별로 각 학년 

3명씩 한 그룹으로 묶어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활동→선배가 멘토가 되어 USE 

프로그램 활동내용을 사전에 준비하고, 후배는 멘티가 질문들을 사전에 목록으로 

작성해와 의미 있는 활동이 되도록 노력

지역 봉사 Day 운영나

가

  1) 목적

    가) 동아리 중심의 지속적인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통하여 행복교육 추구 및 창의적인 인재 양성

    나) 자발적인 봉사활동 참여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자기 주도적 봉사활동 실천   

  2) 운영개요

    가) 대상 : 공문으로 안내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초·중학생)

    나) 시간 및 장소 : 매주 토요일 오전(10:40-12:20) 본교 및 신청 학교

    다) 방법 :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은 본교에서, 학교단위로 참여를 원하는 학교는 본교학생들이 해

당학교로 가서 봉사활동→ 동아리가 주관하고 활동시간에 따라 봉사활동 시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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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외부지원활동

        (1)  동아리 연계 지역 봉사활동

참참여여동동아아리리 내내용용

Interact
울산 메아리학교(특수학교) 놀이 봉사활동

울산 삼산동 헌혈의 집 헌혈 홍보 캠페인 활동

Be Larp 울산 북구 사회복지관 저소득층 자녀 영어 학습 및 놀이 지도 활동

해양소년단 울산 고래축제 영어 통역 봉사 활동

UNESCO 울산 중구 다문화 센터 다문화가정 자녀 영어, 과학 학습 지도

RCY 울산 북구 착한목자의 집(사회복지시설) 장애우 학습 지도 및 활동 지원 봉사활동

                (2) 지역초등 및 중학교 학습지원 활동(예정)

활활동동기기관관 활활동동내내용용 참참여여인인원원 담담당당  동동아아리리

농소초등학교
저소득층·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
지원(주말공부방)

1,2학년 31명 성균관

매곡중학교 학습멘토링 1,2학년 24몀 제시앙투게더

남구 다문화 지원센터 다중언어지원 1,2학년 18몀 INGO

울산북구청소년 문화의 집 학습멘토링(역사) 1,2학년 16명 그라치아

이화중학교 학습멘토링 1,2학년 10명 I AM SAM

메아리학교 재능기부 및 일손돕기 1,2학년 24명 인터렉터

북구청소년 문화의 집 학습멘토링(영어) 1,2학년 20명 WABA

    마) 교내 프로그램(예정)

 

부부문문 강강좌좌명명 강강좌좌설설명명 대대상상
담담당당동동아아리리

//개개별별그그룹룹

어학

(7)

English is fun!
영어토의를 활용한 회화, 시트콤, 노래, 영화 등을 

활용한 일상회화

(초) 

4-6학년
비 라프

외고생이 들려주는 

러시아어

러시아어 알파벳, 단어, 러시아어 기초회화 및 외고 

입학 팁

(중) 

전학년
쁘리볫

짜요짜요 기초중국어-단어, 회화, 문화 수업
(중) 

1-2학년
COC

함께해요 아랍유!
아랍어 기초회화 학습지도, 문화 및 전통체험, 다양

한 토의활동
(중) 3학년 알루

위 캔 리드!
 Roald Dahl의 유명 영어원서 읽기, 북퀴즈, 한 문

장 요약, 토의 

(중)

전학년
RCY

디즈니와 함께 하는 영어 

학습

영화 대사 속 영단어 및 영어표현 학습, ost 따라 부

르기, 영화장면 표현
초4-중2 인터랙트

도키도키 니혼고
일본어 회화, 일본 문화, 일본 요리, 일본 전통 놀

이, 만들기

(초)

4-6학년
하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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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문문 강강좌좌명명 강강좌좌설설명명 대대상상
담담당당동동아아리리

//개개별별그그룹룹

학습

(6)

토의로 배우는 중학문학
중학생이 배워야 할 단편 문학으로 토의 토론하기

(독서토론, 마인드맵, 독서퀴즈)

(중) 

1-2학년
SNL

고전 읽기 고전 읽기를 통한 사회현상 이해하기 
(중) 

1-2학년
MUS

수학하러 너희는 오GO
학교내신도 올리GO, 문제도 풀GO, 게임도 하GO, 

고교수학도 배우GO 

(중) 

전학년

외고생도 수학을 

잘해요

오감으로 배우는 

세계문화유산

시각자료, 만들기 활동 등으로 배우는 영미, 중국, 

러시아, 일본, 아랍문화

(초) 

1-3학년
유네스코

정경법(정치, 경제, 법)
최근 이슈가 된 기사를 통해 경제, 정치, 법을 다뤄

보고 영화를 통해 경제 탐구

(중)

1-3학년
제시앙투게더

외고생과 함께하는 즐거운 

세계여행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며 영어로 나라별 세계문화 

배우기 

(초)

4-6학년
지구촌 in UFL

문화

(3)

환상의 나라 외국어 

미술랜드로!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해 외국어(러,일,중,일,영)를 

배우고 외곡 문화 체험

(초) 

전학년
SCOUT

얼쑤

(earth&u)
영어로 우리문화 알리고 세계와 다문화를 배우자!

(중) 

전학년
얼쑤(earth&u)

어서와 영어요리는 

처음이지
맛있는 요리로 배우는 쉽고 재밌는 영어수업

(초) 

1-3학년
해양소년단

기본인성덕목 생활화교육다    

  1) 목적 : 학교-학급-학생으로 이어지는 인성브랜드 실천을 통한 인성 함양 

  2) 방침 

    가) 「1학교 1인성��브랜드 선정

    나) 학급 환경 미화 심사 과정에서 「1학급 1인성��브랜드 선정 후 학급 게시판에 게시

    다) 인성교육주간을 활용하여 「1학생 1인성��브랜드 작성

  【1학교 1인성브랜드】

명명칭칭 선선정정  취취지지

교학상장
가르치고 배우며 서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식과 인성이 동시에 길러지는 학생 

참여 중심의 참 교육을 인성교육의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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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어 능력 향상가  

영 어 과

  1) 영어학습의 필요성

    가) 국제화시대에 영어를 통하여 획득할 수 있는 지식, 네트워크, 교육기회등을 제공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게함

    나) 영어 상용화시대는 해외로의 국가개방성이 높아지며 국내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됨

    다) 영어는 정보와 지식의 통로이므로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필요

  2) 영어수업 세부 방안

    가) 다양한 원서 및 동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

      (1) 『 Steve Jobs 』, 『 To Kill A Mockingbird 』 원서를 활용한 읽기 원리 지도 및 응용지문을 

통한 다양한 배경지식 습득

      (2) 『21 Lessons for the 21st century』활용 및 『TED』활용 동영상 프로젝트 수업

      (3) 오디오북 만들기, UCC 제작, 인포그래픽 제작, 원서 리딩 저널 작성 등의 활동을 통해 수업

시간 활용 영어원서에 대한 다양한 독후 활동 전개

    나) 영어 원어민 교사와의 Co-teaching을 통한 학생 역량 강화 

      

학년 내용 비고

1년 에세이 쓰기,  Personal Statement 기초 작성, 교재 활용 미국문화 수업

2년 『American Ways』『Watching the English』 활용 영국문화 수업, 영어토론수업

3년 Personal Statement 완성 및 영어 프레젠테이션 수업

    다) 지속적인 영어 저널 쓰기

      (1) 매회 다른 난이도의 주제 중 한 가지(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Personal Project형 영문 에세

이)를 선택하여 영어 저널 작성

      (2) 원어민 교사의 피드백을 통해 수정

      (3) 모든 학생에게 초안 작성과 퇴고의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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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영어경시대회

      

순 내용 시기 대상 비고

1 영어에세이 쓰기 대회 5월
2, 3학년 

(학년별)

2
국제이해교육(영국, 미국, 캐나다 문화) 

소감문 쓰기
6월 2학년 희망자

3 영어 저널 우수작품
7월, 

12월
2, 3학년(학년별)

4 영어 말하기대회 10월 2학년 희망자

5 영어 원서 독서 10월 2, 3학년 

6 UFL MUN(모의국제회의, English debate) 2월 2학년 희망자
Be Larp 
동아리 주관

7 영어 프로젝트 수업 관련 과제대회(학년별) 연중수시 2학년

중국어과

  1) 중국어학습의 필요성

    가) 중국은 GDP 세계 2위라는 경제적인 위상을 갖추고 있음

    나) 중국어 사용 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으며(세계인구 25%) 시장기회도 풍부

    다) 지리적으로 중국과 인접해 있고, 1992년 수교 이후 경제, 문화, 관광 등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활

동을 교류하고 있음

  2) 중국어수업 세부 방안

    가) 중국 문화 수업

      (1) 중국 노래 배우기(매월 1곡 이상) 

      (2) 중국 당시(唐詩) 배우기 및 암기(연 2회)

      (3) 중국 영화 및 드라마를  감상하고 중국문화 관련 토론(매월 2회)

    나) 원어민을 활용한 중국어 회화 수업

      (1) 원어민 교사 위주의 Co-Teaching

      (2) 원어민과의 접촉시간 확대로 중국어 구사능력 향상  

    다) 선택심화 방과후 학교 : 新HSK 4급~6급 대비(중국어 공인능력 인증서 대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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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중국어 경시대회

    

순 내용 시기 대상 비고

1 중국어 말하기 5월 2, 3학년 전공반, 부전공반

2 중국어 독후감 5~6월 1~3학년 전공반, 부전공반

3 중국 문화 탐구 보고서 6~7월 3학년 전공반, 부전공반

4 중국어 중국문화 골든벨 6~7월 1~3학년 전공반, 부전공반

5 중국어 에세이 10월 1, 2학년 전공반, 부전공반

6 중국어 연극 10~11월 2학년 전공반, 부전공반

      마) 중국어 행사

    

순 내용 시기 대상 비고

1 당송시 낭송제 5월 1학년 전공반, 부전공반

2 중국어 PPT 발표회 10~11월 1학년 전공반, 부전공반

러시아어과

  1) 러시아어 학습의 필요성

    가) 양국 관계는 수교(1990년)이후 경제, 군사, 과학, 문화, 학술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발하게 이뤄지

고 있음

    나) 유라시아 물류의 중심지이자 6자회담 당사자로서 대외정책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

    다) 한․러 양국관계가 활성화되면서 러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

  2) 운영 방침

    가) 원어민 교사 적극 활용

    나) 3학년 수능 러시아어과 지원자 1등급 취득 목표

    다) 러시아어 인증자격(TOREL) 기본단계 이상 획득

    라) 자매학교를 활용한 러시아 문화체험 내실화

  3) 러시아어과 수업 세부 방안

    가) 러시아어 회화/문화수업

      (1) 원어민 교사와 한국인 교사 Co-teaching  실시 → 원어민교사의 발음 및 억양 습득

      (2) 주 4시간 원어민교사의 말하기, 쓰기수업 지도 → 원어민 교사 수업후 한국인 러시아어 교사

의 정확한 문법수업 실시 

      (3) 러시아어 작문 개별 첨삭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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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러시아 문화 전반에 대한 발표수업 → 다양한 시청각 자료 활용

    나) 러시아어 경시대회(교내)

    

순 내용 시기 대상 비고

1 러시아어 에세이 5월 2, 3학년 전공어반 전체

2 러시아 문화 탐구 보고서 7월 3학년 전공어반 전체

3 러시아 역사 탐구 발표 7월 2학년 전공어반 전체 단체

4 러시아어 문법과 에세이 10월 2학년 전공어반 전체

5 러시아 문화 탐구 보고서 12월 2학년 전공어반 전체

    다) 러시아어 행사

 

순 내용 시기 대상 비고

1 러시아 시낭송회 5월 1학년 전공, 부전공반 전체

2 러시아어 연극제 10월 1학년 전공, 부전공반 전체

    라) 러시아어 경시대회(교외)

    

순 내용 주관 시기 비고

1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 경시대회 한국외국어대학교 6월

2 뿌쉬낀 페스티벌
주한러시아대사관

(뿌쉬낀 하우스)
6월

3
고려대 CIS연구소 생활러시아어 UCC 자

료 공모전
고려대 CIS연구소 8월

    마) 러시아 해외문화체험활동

      (1) 모스크바 34학교 격년제 상호 방문 → 러시아어 수업 및 공동 수업, 홈스테이, 문화유적지 및 

한국대사관 방문

      (2) 이르쿠츠크 주정부 교육부 아태지역 청소년 포럼 참가 → 전통문화 소개 및 포럼

일본어과

  1) 일본어 학습 필요성

    가) 일본어 습득을 통한 정보 지식 습득이 가능

    나) 한ㆍ일 양국의 새로운 미래 지향적인 동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가기 위하여 반드시 배워야 

할 외국어임

    다) 한자를 공부함으로써 한자어 어휘력 향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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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일본어과 수업 세부 방안

    가) 일본어 수업

      (1) 원어민 교사 위주의 Co-Teaching 및 원어민 교사의 첨삭지도를 통한 작문실력 향상 

      (2) 일본 연중행사 및 전통놀이 체험(유카타 입어보기, 주먹밥 만들기 등 일본문화 체험) 

      (3) 시청각 교재(일본소설, 만화 등) 및 비디오 수업을 통한 듣기능력 향상

    나) 선택심화 방과후 학교 : JLPT N5~N1 대비반(일본어 공인인증서 대비반)

    다) 일본어 경시대회

    

순 내용 시기 대상 비고

1 일본어 말하기 5월 2학년(3학년 희망자)

2 일본문화 탐구보고서 쓰기 5 ~ 6월 3학년 

3 히라가나 카타카나 디자인 콘테스트 5 ~ 6월 2, 3학년 희망자

4 센류 백일장 8 ~ 9월 2학년 (3학년 희망자)

5 일본어 에세이쓰기 10월 2학년

6 동화 번역하기 10 ~ 11월 2학년

7 울산 일본․일본문화 PPT 발표대회 7월 교내대회 수상자

8 전국학생 일본어연극 발표대회 8월 2학년 하이료

9 전국 중고등학생 일본어학력 경시대회 8월 1,2,3학년 희망자

10 영남권 고교생일본어말하기대회 9월 1,2,3학년 희망자

11 영남권 고교생 일본퀴즈대회 12월 교내대회 수상자

    라) 일본어 행사

    

순 내용 시기 대상 비고

1 일본어 동화구연 대회 3 ~ 4월 1학년

2 일본어ㆍ일본문화 PPT 발표회 5월 1학년

3 히라가나 카타카나 디자인 콘테스트 5 ~ 6월 1학년

4 센류 백일장 8 - 9월 1학년

5 키미노코에와(君の声は？）더빙 발표회 10월 1학년 

6 일본어 동화 번역 11월 1학년

아랍어과

  1) 아랍어학습의 필요성

    가) 많은 인구가 사용(약 3억명)하고 있으며, 무슬림들의 종교어(16억정도)이자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석유 자원시장의 국제 통상어, 유엔 6대 공용어 중 하나인 국제 외교어

    나) 우리나라와 정치, 경제적으로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아랍권 국가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습득

    다) 살아있는 아랍어 교육을 통하여 아랍권 사람들의 생활문화를 올바르게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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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랍어과 수업 세부방안 

    가) 아랍어 표준어학습(한국인 교사와 원어민교사의 협동학습)

      (1) 한국인교사가 표준어에 대한 기초교육 실시후 원어민교사가 실제 응용

      (2) 기초 실력을 배양한 후 아랍어교사와  원어민 교사들의 Co-teaching 수업실시

    나) 아랍어능력신장

      (1) 교내 아랍어 경시대회 및 아랍 시 낭송 경연대회 실시

      (2) 아랍어로 된 단편 이야기를 듣고 번역본 작성

      (3) 간단한 아랍 뉴스와 신문을 활용한 토론 실시

      (4) 책, 기사, 인터넷을 활용한 아랍문화 가이드 작성

      (5) 아랍 지역 및 문화 연구 동아리(알루) 보고서 작성

    다) 선택심화 및 주말 틈새 방과후 학교(수능 제2외국어 아랍어 대비반 운영) → 제2외국어로 아랍어

를 선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능기출 문제학습

    라) 아랍어 경시대회 

순 내용 시기 대상 비고

1 아랍시 낭송회 5월 2, 3학년 아랍어과

2 아랍문화 탐구보고서 쓰기 5월 3학년 아랍어과

3 아랍어 연극제 10월 2학년 아랍어과

4
아랍어 의사소통

능력 테스트
10월 2학년 아랍어과

    마) 아랍어 행사

순 내용 시기 대상 비고

1 아랍시 낭송회 5월 1학년 아랍어과

2 아랍어 연극제 10월 1학년 아랍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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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증진 방안 나

  1)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

    가) 학력증진 친구제(TaLE)의 실시 : 2021학년도 또래학습 계획 수립 

    나) 학습 플래너 활용 : 학사 일정 달력 사용

    다) 자기주도 학습 능력 강화를 위한 학습실 운영(전교사 참여)

    라) 학년별 DB구축(내신, 학력평가, 창체활동 등을 누가 기록)으로 맞춤형 진학지도

    마) 교과와 연계된 명사초청 특강 

구구분분 특특강강  내내용용 비비고고

교과관련

전공어(영어, 중국어, 아랍어, 일본어, 러시아어) 멘토와 만남 연 2회

Reading Macbeth into History and Imagination 영어과 Project 수업 실시 후 

인문학과 진로 연 4회 예정

통번역의 모든 것 영어과 전공별 특강

비교과 

저자초청 특강 3회 예정

국제이해교육 2학년 대상

4차 산업사회를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미래사회 대비

과학·예술융합의 가능성, 사이언스 월드 융합교육 이해

   2) 교실수업방법 개선

    가) 교원의 연수 참여율 제고→ 교원 1인당 연간 120시간 이상의 연수계획 수립 및 실천

    나) 교내 자율, 동료 장학→ 공개수업(학기별 1회 이상, 전교사 참여)후 녹화 동영상으로 교과별협의

회 실시, 설문지를 통한 학생의견 수렴, 수석 및 경력 교사들에 의한 멘

토링 실시

    다) 신입교사 「멘토-멘토링 활동��및 수업공개

       (1) 대상 : 2021학년도 본교에 처음 전입한 교사와 기간제 교사

       (2) 내용 : 특목고인 본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생활지도를 포함한 학교생활전반

              → 선배교사들과의 1 : 1 멘토링 활동(수업방법 및 생활기록부 기재 등)

              → 일정한 기간(5월)까지 수업공개후 동과목 및 선배교사들과의 협의회 실시 

    라) 학업 성취도 평가회 개최 : 학력고사 후 결과 분석을 통한 피드백 필요

     → 1, 2학년 : 연 3회(6월, 9월, 12월)/3학년 : 연 3회(3월, 6월, 9월) 

    마)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효율성 제고 연수(연 2회)

    바) 교사학습 동아리 조직 및 활성화    

      (1) 교과별 협의회를 교과 학습 동아리로 운영

      (2) 교과별 교사 학습 동아리를 통하여 수업 방법 연구 및 적용

      (3) 학교 자체 연수 프로그램 및 초청 강연을 계획하여 실시

      (4) 교사취미동아리 운영→ 즐거운 학교생활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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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경시대회  다

  1) 목적

    가) 학생이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경시대회를 통하여 개인별 재능의 객관적 인정 유도

    나) 교과별 경시대회 개최로 자기주도학습의 근거 제시

  2) 운영개요 

    가) 교과(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교과)와 관련하여 경시대회 실시

    나) 교육부 및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선행 학습 금지 관련 지침을 성실하게 준수

    다) 다양한 교내 경시 대회 실시 추진

    라) 교외경시대회의 적극 참여 : 대학 수시 및 정시모집 전형에서 비교과영역의 판단 자료가 될 수 있

는 유의미한 외부대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도

    마) 각종 경시대회를 실시할 때 학술 동아리와 연계하여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시할 수 있

도록 뒷받침

과학교육 연간 계획다  

  1) 목적 

    가) 학생들의 과학적 탐구력 함양을 위해 실험 실습 중심의 탐구 학습을 강화하고 다양한 과학 탐구 

프로그램과 학습지도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도모함.

    나) 미래 사회를 살아갈 인재로 거듭나기 위해 인간과 사회, 과학 기술을 관련시켜 이해할 수 있는 과

학적 사고력 및 과학적 탐구력을 개발하고자 함

  

  2) 운영 방침

    가) 기초 과학교육 충실을 통한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 함양 

    나) 자연 현상의 원리 이해 및 실생활과 연계한 과학교육을 통한 창의융합 인재 양성 

    다) 다양한 실험·탐구수업과 참여형 수업을 통한 과학교육의 내실화 

    라) 창의적인 과학교육 환경 조성 및 융합인재교육(STEAM)의 활성화 

  3) 추진계획

    가) 과학교과협의회를 통해 과학교사 간에 소통하고 과학전문성 신장과 기초과학교육의 내실화 확립의 

바탕이 되도록 한다.

    나) 다양한 탐구방법을 통해 여러 분야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해보고 과학에 대한 관심과 탐구 동

기를 유발하여 융합적 사고,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 및 문제해결력을 배양한다. 

    다) 다양한 수준의 문제와 피드백을 제시하여 학생 수준에 맞는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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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연간 실험・실습 계획을 수립하여 탐구 실험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마) 교내 과학행사를 통해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며 융합형 창의인재양성에 기여한다.

    바) 소통과 협력의 자세를 함양하고 꿈과 끼를 발견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및 창의적 사고력, 문

제해결력을 함양한다.

  4) 과학교육 세부운영계획

     가) 과학 일반 추진 계획

        

주요 과제 내용 및 방법 목표 시기

과학행사의 내실화 ◦과학의 날 행사 개최 및 참가 유도 1회 5월

탐구학습 강화

◦과학교육 발전 계획 수립·실천 1회 3월

◦탐구과정 중심의 탐구학습 실시 연중 수시

◦실험 일지 작성 연중 수시

◦소모품 관리 및 대장 작성 연중 수시

◦과학실 환경정비 2회 연중

◦STEAM 수업 및 창의융합형 수업 활성화를 통한 융합적 사고 

및 호기심 신장
연중 연중

과학실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방안

◦과학실험실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 점검 

◦안전사고 예방 지침 게시
매월 연중

  

     나) 시기별 추진 계획표

       

추진 내용 목표량 시기

과학의 날 행사 1회 4월

교과협의회 및 과학교사 자체 연수 2회 연중

실험실습계획 및 평가계획수립 1회 3월

과학 교구 확충계획 및 구입 4회 연중

과학교육 추진실적 자체점검 1회 12월

과학실험폐수 및 폐시약 처리 1회 5월

과학실험실 안전 점검 12회 연중

    다) 과학 실험 실습 연간 계획

        (1) 1학년 통합과학   

       

월 단원명 실험 실습명

3 물질의 규칙성 스펙트럼을 관찰하여 알아낸 우주의 원소 분포

4 자연의 구성물질 다양한 탄소 골격 만들기

5 역학적 시스템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

6 지구 시스템 화산 분출이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7 생명 시스템 막을 통한 물질 이동과 세포막의 기능

9 화학 변화 천연 지시약으로 그림 그리기

10 생물 다양성과 유지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실천 방안

11 생태계와 환경 지구 미래 시나리오 작성하기

12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악력기를 이용한 간이 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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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학년 과학탐구실험

         

월 단원명 실험 실습명

3 탐구 방법 과학 탐구 방법, 실험실 안전 수칙

4 역사 속의 과학탐구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 낙하운동 실험

5 역사 속의 과학탐구 중생대 말 대멸종의 원인과 그 후 변화 탐구

6 생활 속의 과학탐구 일상생활 제품 속, 스포츠 속 과학원리 찾기

7 생활 속의 과학탐구 그림과 영화 속 과학원리 찾기

9 생활 속의 과학탐구
우리 주변의 항생물질 찾기, 산성화된 토양, 호수 등을 중화시키는 방법 
고안하기

10 생활 속의 과학탐구
생활 속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 탐구 활동 계획 세우기, 운동 관련 안
전사고 예방 장치 고안하기

11 첨단 과학 탐구 적정 기술을 적용한 장치 고안하기

      (3) 3학년 생명과학Ⅰ

         

월 단원명 실험 실습명

3 생물의 특성 박테리오파지 모형 제작하기

4 생명 활동과 에너지 효모의 이산화 탄소 방출량 비교하기

5 자극의 전달 약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조사하기

6 신경계 뇌의 구조와 기능 알기

7 인체의 방어 작용 백신을 이용한 질병의 예방 조사하기

9 생식세포 형성 염색체 모형을 활용한 모의 활동

10 사람의 유전 귓불 모양 유전 및 ABO식 혈액형 유전 가계도 분석

11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 생태계에서의 에너지 흐름

12 생물 다양성 외래 생물이 생태계를 교란하는 사례 조사하기

  5) 과학실험실 안전 관리 계획

    가) 목적

      ∙ 과학실험실 내 안전사고 미연방지 

      ∙ 과학실험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강화

      ∙ 과학실험실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동 대처 및 사고 수습으로 과학실험안전망 확보

    나) 근거

      ∙ 2021학년도 울산과학교육기본계획(울산광역시교육청)

    다) 추진 방침

      ∙ 과학실험실 전담교원 배치 및 운영

      ∙ 과학실험실 안전 교육 강화

      ∙ 과학실험실 안전 점검 실시

      ∙ 과학실험실 안전사고 대응방안   

      ∙ 안전사고 예방

      ∙ 과학실험실 폐수․폐시약 처리 보관방법 

      ∙ 과학실험실 안전장구 및 시설 확충 계획  

    라) 세부 추진 내용

      ∙ 과학실험실 전담교원 배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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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전담교원 : 윤송희

        나. 역할 : 과학실험실 안전점검(매월) 및 과학실험실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 과학실험실 안전 교육 강화

        가. 실험안전 학생교육 

        나. 과학실험 안전교육 교사 연수

      ∙ 과학실험실 안전 점검 실시 

        가. 매월 4일에 과학실 전담교원이 안전점검 실시 후 과학실험실에 게시

      ∙ 과학실험실 안전사고 대응 방안

        가. 안전사고 발생 시 교내 구급 체계 구축

        나. 과학실험실 안전사고 대응조치 매뉴얼 구축

      ∙ 안전사고 예방

        가. 화재․폭발 사고 예방 및 전기 안전 등

      ∙ 과학실험실 폐수․폐시약 처리 보관방법 

        가. 실험 후 폐수 수집 요령 및 폐수․폐시약 보관방법

      ∙ 과학실험 안전장구 및 설비 확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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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진로탐험가’Project가

  1) 운영 목표    

    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학생들의 진로탐색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나) 자신의 진로를 더욱 구체화하는 기회 제공

  2) 운영개요

    가) 운영방법

      1) 1학년 학생 전원이 희망진로가 비슷한 학생과 모둠을 구성하여 계획 수립, 프로젝트 수행

      2) 프로젝트 수행 진행과정을 주기적으로 확인 지도 

      3) 진로 동아리별 심화된 공통의 연구 주제를 선정하여 연구 보고서 작성

    나) ‘우리는 진로 탐험가’ 학생 활동

      (1) 3명~8명 학생이 모여 공통 연구 주제 선정

      (2)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세부 계획 수립

      (3) 모둠별 활동 계획서 작성

      (4) 지속적 활동을 통해 동아리별 보고서 작성 및 발표

    다) ‘우리는 진로 탐험가’ 운영

      (1) 운영 장소: 1학년 교실 및 2층 시청각실 등 특별실

      (2) 운영 기간 : 2021년 3월 ~ 2021년 12월

      (3) 운영 시간 : 매주 월요일 9교시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3) 성과 발표회 계획

발발표표회회  명명 시시행행((월월)) 참참가가대대상상 담담당당부부서서 발발표표방방식식

UFL 진로 탐험가 발표회 12월 우수 보고서 작성 모둠 1학년부 PPT발표 등   

  

  4) 기대효과

    가) 정규 교과 활동에 기반하여 학생의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나) 진로 탐색 과정을 통해 학교생활에 충실히 임하고, 장기적인 진학 계획과 진학 준비를 할 수 있는 

생활 자세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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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진로전문가’Project나

  1) 운영 목표

    가) 자신과 세계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림으로써 학생들이 가진 진로탐색역량을 증진할 수 있다.

    나)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기르고 탐색함으로써 자신만의 진로 프로젝트를 계획, 추진할 수 있다.

    

  2) 운영 방침 

    가) ‘우리는 진로전문가 프로젝트’ 계획서 작성

      (1) 자신과 같은 꿈과 진로를 가진 친구들과 팀을 구성하여 1년 동안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도전 

과제를 설정하여 계획서를 작성 

      (2) 주 1회 모임을 가지면서 도전 과제의 적절성과 실행 계획을 점검

    나) ‘우리는 진로전문가 프로젝트’ 운영

      (1) 1학년 진로활동시간 ‘우리는 진로 탐험가’ 활동과 연관성을 가지고 운영

      (2) 자율동아리 형식으로 공통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이 모여 그룹 프로젝트 실시

    다) 시상 계획

수수상상명명 시시행행((월월)) 참참가가대대상상 수수상상비비율율 담담당당부부서서 공공개개방방식식

우리는 진로전문가 활동 

우수상(공동 수상)
12월 2학년 전체 20% 이내 2학년부 학교 홈페이지

  

 

  4) 기대효과

    가) 학생의 꿈과 끼를 길러줄 다양한 핵심역량 함양

    나) 학교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진로탐색을 자신만의 계획으로 실행함으로서 성취감 고취

융합퍼즐 프로젝트다

  1) 운영 목표

    가) 학급 내 자율적인 융합퍼즐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나눔, 배려, 협력의 가치를 인식하고 바람

직한 인성을 배양

    나)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 있는 활동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자기계발의 기회로 삼아 진로선택에 도

움을 줌

  2) 운영방침

    가) 그룹 구성, 활동 계획, 결과 보고 등 전반에 대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결정

    나) 점심, 저녁시간, 토요일 등의 자유 시간에 그룹별로 주 1회 이상 자유롭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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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세부 운영 계획

    가) 활동시간은 점심시간, 저녁시간, 토요일 등의 교과 외 시간

    나) 활동장소는 주로 교내에서 실시하지만 활동의 성격에 따라 교외도 허용 

    다)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학문, 예술, 체육 등 학생들이 자유롭게 영역을 정할 수 있음

    라) 융합퍼즐 프로젝트활동 인증은 융합퍼즐 프로젝트활동의 인증심사위원회에서 학기별 실시

    마) 위원회 구성→ 4명(3학년 부장, 3학년 학력, 3학년 생활, 3학년 진학 담당교사) 

    바) 사전에 융합퍼즐 프로젝트활동 계획서를 학년부에 제출해야 하고 학기당 1회 이상 활동 결과를 

자유로운 형식(보고서 작성, 발표 등)으로 발표한 그룹에게 융합퍼즐 프로젝트활동 인증

    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그룹을 선발하여 20% 이내의 학생들에게 융합퍼즐 프로젝트활동 우수상 시상

        

수수상상명명 시시행행((월월)) 참참가가대대상상 수수상상비비율율 담담당당부부서서 공공개개방방식식

융합퍼즐 프로젝트 활동 

우수상(공동 수상)
8월 3학년 전체 20% 이내 3학년부 학교 홈페이지

‘이달의 우수학생’프로그램  라

  1) 운영 목표

    가) 자신과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 배양 

    나) 인성덕목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배려와 나눔의 정신 실천

    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의 함양과 건전한 교우관계 형성

  2) 추진 계획

    가) 안전생활부에서 매달 선정하는 ‘이달의 우수학생’ 프로그램의 내실화

    나) 다양한 인성영역의 세부 주제를 바탕으로 월별로 핵심 덕목을 설정하여 실천하고 학급구성원 전체

가 실천사례를 작성하여 제출

    다) 울산 12덕목(절제, 정직, 책임, 효도, 공감, 배려, 예절, 존중, 공존, 소통, 준법, 협동) 등 활용 가능

    라) 각 학생들이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급 구성원 및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각 반별 1인을 “이

달의 우수학생”으로 선정

    마) 학년별 7명(2,3학년)을 대상으로 핵심 덕목의 우수학생으로 선정

  3) 시상 계획

    가) 추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담임교사들의 협의를 통해 수상자 선정(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4명)

  4) 기대효과

    가) 인성덕목을 인식하여 실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바른 인성 함양

    나) 인성실천문화의 형성으로 인성역량 함양 기대

제3장 주요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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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교무기획부교무기획부교무기획부교무기획부교무기획부교무기획부교무기획부교무기획부교무기획부교무기획부교무기획부교무기획부교무기획부교무기획부교무기획부교무기획부교무기획부교무기획부교무기획부교무기획부교무기획부교무기획부교무기획부교무기획부교무기획부교무기획부교무기획부교무기획부1. 교무기획부

추진 방향가

  ○ 체계적인 학사 운영 지원 및 부서 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 분위기 조성

  ○ 교사 업무 경감을 위해 각종 학사 행정 업무의 규정화 및 전산화 추진

  ○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및 교사다면평가 추진

  ○ 효율적인 일과 운영으로 학력 향상

  ○ 학교평가의 효율적 추진으로 학교교육의 질 향상

  ○ 규정 신설 및 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학교운영

  ○ 학부모의 학교 참여 문화 확산 지원

  ○ 학교공개를 통해 학교교육 및 운영에 대한 신뢰 제고

추진 내용나

학사운영

  1) 부서별 원활한 업무 협의 및 협조 체계 구축

  2) 유기적 협조 체제에 의한 원활한 학사 운영

  3) 원칙적이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으로 학교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지양  

추추진진  과과제제 세세부부  내내용용
시시                    기기

33 44 55 66 77 88 99 1100 1111 1122 11 22

학학사사  운운영영

◦ 연간 학사 일정 수립
◦ 월간, 주간 업무계획 수립
◦ 학급 편성, 업무분장, 담임 배정
◦ 주 5일제 학사 운영
◦ 출결
◦ 시업식, 입학식, 졸업식, 종업식 관리
◦ 진급 및 졸업 사정회
◦ 입학, 진급 처리, 졸업 처리
◦ 전ㆍ편입학, 전출, 유예 관리
◦ 학업중단숙려제

일과 운영

  1) 교육과정의 합리적 개발 및 운영으로 수업결손의 최소화

  2)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일과운영으로 학교업무 전반에 걸친 안정화

제4장 부서별 교육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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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강에 대한 보강원칙 준수 및 대강 조치로 수업운영의 내실화

일과운영

수업

일수

◦ 연간 법정수업 일수 190일 이상 확보

◦ 연간 실제수업일수 확보를 위한 학교행사활동 20일(학기당 10일) 내에서 운영

◦ 교과와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에 배당된 시간 확보

수업

시수

◦ 이수단위 1단위: 50분 수업 기준 1학기 17시간 확보 

◦ 수업 시수에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및 정기고사 포함

◦ 교과 간 시수의 불균형이 초래되지 않도록 유의 

◦ 수업시수를 월별 또는 학기별로 점검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

◦ 수업의 결․보강 대책방안을 별도로 작성

운영

방침

◦ 휴가, 출장, 연가, 연수, 결근, 조퇴 등의 사정으로 발생하는 결손 수업은 교환하여 실

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수업

통계
◦ 월별로 교과별, 반별 수업 시수 통계하여 보강 자료로 활용함

인사관리

  1) 인사자문위원회의 자율성 최대한 보장 및 결정 존중

  2) 공정한 인사관리로 교원의 자유로운 교육활동 보호

  3) 교사 인적자원 육성으로 학교조직의 질적 향상 실현

  4) 인사조직의 활성화 모색으로 인력의 효율적 운용

  5)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으로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보호

추추진진  과과제제 세세부부  내내용용
시시                    기기

33 44 55 66 77 88 99 1100 1111 1122 11 22

교교원원인인사사

◦ 다면평가 및 교원성과급

◦ 교원 전보 내신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학교평가

  1) 학교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정량 및 정성 지표의 개발

  2) 학교의 자율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

  3) 단위학교 학교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학교자체평가 결과는 차년도 학교교육 계획 수립 등에 환류 및 반영

제 규정 정비

  1) 매 학년 초 부서별 관련 규정 정비

  2) 관련 법규의 개정, 교육과정 운영상의 필요, 교사ㆍ학생ㆍ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규

정 정비

  3)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정 과정을 공개하고 최대한의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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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개정된 규정은 학교 구성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세세부부내내용용
시시기기

33 44 55 66 77 88 99 1100 1111 1122 11 22

관련법규 및 규정내용 검토

학생, 학부모 의견수렴

교직원회의 공지

개정안 작성 후 개정

공지 및 학교홈페이지 게시

학적 전·편·재입학업무

  1) NEIS상의 입학․진급․졸업 및 전출․입학생 관리 철저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편․재입학 업무처리를 통한 교육행정 신뢰도 제고

  3) 전·편․재입학 희망자의 적격여부는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심의

  4) 전․편․재입학생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지원강화

**  전전··편편··재재입입학학  용용어어
  ○ 전입학: 다른 학교 재학생이 우리학교 학생이 되는 것
  ○ 편입학: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이전의 학교에 재학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가서 다시 입학하는 경우(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자가 
학업중단 이전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도 편입학으로 처리

  ○ 재입학: 본교에서 자퇴한 자가 재입학을 원하여 입학하는 경우
**  전전··편편입입학학  대대상상자자
  ○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76조의 2의 고등학교 등에서 

본교로 전·편입학을 원하는 자
  ○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 이외지역의 국내고등학교에서 본교로 

전·편입학을 원하는 자중 원서접수일 현재 울산광역시 거주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89조(고등학교 전학 등) 제1항에 의거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에 없는 범

위에서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고등학교간의 전·편입학을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전전··편편입입학학  가가능능  시시기기
  ○ 동일계열 고등학교간의 전·편입학 : 3학년 1학기 까지
  ○ 타계열 고등학교간의 전·편입학 : 2학년 1학기 까지 
  ○ 귀국학생의 전·편입학 : 전 학년(단 외국소재 고등학교 최종 재학 학기가 시작된 날로부터 1년 

이내) 
**  재재입입학학
  ○ 본교에서 자퇴한 자가 재입학을 희망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학 당시 이하 학년, 해당 

학과에 정원 외로 재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 본교에서 자퇴한 자가 외국학교 등에서 수학한 경우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입학 학년

을 결정할 수 있다.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1) 학부모의 건전한 학교 참여 문화 확산을 통해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창출

  2) 학부모 학교 참여 사업 지원: 학부모회, 학부모동아리, 자원봉사, 모니터링 등

  3)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 실시: 상․하반기 2회 이상 운영

  4) 주말 등을 활용한 다양한 학부모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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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교육과정교육과정교육과정교육과정교육과정교육과정교육과정교육과정교육과정교육과정교육과정교육과정교육과정교육과정교육과정교육과정교육과정교육과정교육과정교육과정교육과정교육과정교육과정교육과정교육과정교육과정교육과정교육과정2. 교육과정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

추진 방향가

  ○ 학교교육목표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의 내실화

  ○ 투명하고 공정한 장학생 선발 및 수상 관리

  ○ 학교설립목적에 바탕을 둔 합리적 교육계획 수립

추진 내용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1) 학생들의 높은 학업 수준과 다양한 학습 욕구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

  2) 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과 영역 및 심화 과정 과목 확대

  3) 학기별 이수 단위 차별화로 취약시기(수능 이후)의 원활한 운영→“학사 운영 지원단” 운영

  4) 다양한 연수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증진

추추진진과과제제 세세부부내내용용
시시기기

33 44 55 66 77 88 99 1100 1111 1122 11 22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육과정위원회 운영․지원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2020 교육과정 설문조사

2021 교육과정 편성 

2021 교과서 수요조사

2021 교과서 주문

NEIS학생생활누가기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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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록부 관리

  1) 학생들의 개별적인 교육활동들을 지속적으로 관찰․기록→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2)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이해와 작성지침에 대한 연수강화→ 전문성 제고

  3) 전교사의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및 관리→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인식 제고

  4) 다양한 교육활동 및 행동 특성 등을 기재함으로써 학교생활기록부의 객관성․신뢰성 확보 

추추진진
과과제제

세세부부내내용용
시시기기

33 44 55 66 77 88 99 1100 1111 1122 11 22

생활

기록부 

작성․점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계획 수립

학생부 이해 및 기재요령 연수(교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각 항목별 오류 점검 및 최종 확인

학교생활기록부 교차점검

학교생활기록부 마감 및 진급 관리

장학금 제도 운영

  1) 장학생 선발 심의위원회를 통한 장학생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2) 전체 학생이 대상인 경우 형평성을 위하여 학년 간 안배 원칙→ 고학년부터 선정

  3) 다수의 학생이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

  4) 장학생 선발은 수혜기관의 선발기준에 가급적 따르되 기준이 없는 경우 상위 위원회에서 결정 

학교장상 사전등록제

  1) 학년 초에 각 부서별 연간 교내학교장상 수상 계획 수립

  2) 대회 실시 최소 10일 전에 대회 요강(시기, 운영, 심사 방법, 수상 인원 등)을 학생/학부모 서비스, 가

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하여 공개

  3) 수상명의 등급표시는 최우수(1위)-우수(2위)-장려(3위)로 표시

  4) 외국어 관련 대회는 다음의 시상원칙 준수

     → 전체가 참여하는 경우 : 전공별로 구분하여 시상

     → 희망 학생만 신청하는 경우 : 영어과와 비영어과로 구분하여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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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운영

  1) 학생, 학교 및 교사의 상황에 적합한 원격수업 형태 구성하여 운영

  2) 원격수업을 통한 수업시수 인정을 위해 정규수업에 준하는 수업 관리

  3) 교원의 원격수업 역량 강화,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 상황 파악 및 지원을 통해 실효성 있는 원격수

업 운영

  4) 학년별, 교과별 학생들의 학습 상황을 파악, 관리하여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교육과정 워크숍

  1) 2021학년도 학교교육과정 평가 및 2022학년도 교육계획 수립

  2) 2022학년도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이해

  3) 교과서 재구성, 교실 수업 개선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사 간 동료 장학

  4) 전 교직원 인성교육 연수 실시 및 본교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친목 도모

공동 교육과정 운영

  1) 추진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

침,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2) 목적 

    가) 고등학교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희망 및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 기회 제공

    나) 고등학교의 다양한 학생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고교 교육력 제고

  3) 세부 활동 내용

    가) 매주 수요일은 “L.T.E. EduCampus의 날”로 지정, 학교간 협의를 통한 공동교육과정 운영

    나) 거점형 공동교육과정 과목 개설 : 아랍어Ⅱ(2단위), 러시아어Ⅱ(2단위)

    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과목 개설 : 지역이해(2단위), 철학(2단위)

    라) 세부 내용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침 및 거점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운영

선행학습 방지

  1) 근거 : 공교육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 제14조

  2) 추진배경 : 학교 내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등을 점검하고 선행교육 근

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도모

  3) 세부 활동 내용

    가) 학교육과정 자체 점검단 구성, 운영

    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자체 점검(학기당 1회)

    다) 선행교육 방지 및 선행학습 관행 근절을 위한 연수 실시(학부모, 교원 대상, 학기당 1회)

    라) 시교육청 실시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교과별 평가 점검에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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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안전생활안전생활안전생활안전생활안전생활안전생활안전생활안전생활안전생활안전생활안전생활안전생활안전생활안전생활안전생활안전생활안전생활안전생활안전생활안전생활안전생활안전생활안전생활안전생활안전생활안전생활안전생활안전생활3. 안전생활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

추진 방향가

  ○ 공동체 의식, 타인 존중, 협동심 등의 높은 인성을 갖춘 민주시민 양성

  ○ 학생들의 자율·책임·생명을 중시하는 생활태도를 통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  

  ○ 학생들과 교사의 인권이 자율성을 통하여 조화롭게 형성되어 밝고 맑은 학교문화를 형성

  ○ 안전사고 예방과 상황에 능동적인 대응 형성

추진 내용나

생활평점제 실시

  1) 전교사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서 시행

  2) 상·벌점은 교사가 상·벌점 기준표에 의거하여 부여

  3) 전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학생의 자발적인 선행을 장려하고 잘못된 행동습관을 수정하도록 유도

  4) 벌점보다는 상점위주의 생활평점제 시행

내내용용 운운영영방방법법

상․벌점제 운영

학년도 단위로 운영하며 학년도가 바뀌면 개인별 누계 점수는 소멸

→ 상점과 벌점을 분리시켜 운영

→ 상점우수학생 및 모범학급 시상

운영프로그램 상·벌점은 상·벌점 관리프로그램에 누가 기록, 관리

상벌점부여대상자 

상·벌점 해당 행위를 목격한 교사가 상·벌점을 부여

→ 중복부여 금지

→ 교사 1인당 상점 부과를 1주 5점 이내로 제한(상점남발 방지)   

학생자치법정 운영

  1) 학생 스스로 위반행동을 판단․결정함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반성의 기회 제공

  2) 민주적인 방법을 통한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전교사가 동시 지도로 효율성 함양

  3) 무벌점자 학생 신청, 추천에 의한 시범운영 후 전교생의 신청에 따른 순환방식으로 운영

  4) 철저한 사전교육으로 취지와 필요성을 학교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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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클래스 운영

  1) Wee 클래스 상담환경조성 및 상담자료 비치를 통한 편안한 방문유도

  2) 정서행동 특성검사 실시,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관리→ 자살예방,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3) 다양한 주제의 개인․집단상담을 통하여 학생들의 자기성장 지원

  4) 상담학생에 대한 철저한 추수지도

영영역역 추추진진내내용용
실실시시  시시기기

33월월 44월월 55월월 66월월 77월월 88월월 99월월 1100월월 1111월월 1122월월 11월월  22월월

상담 

분위기 

조성

Wee클래스 연간운영계획 수립

Wee클래스 홍보

학생상담 관련 자료 확충

학교부적응 학생 상담활동 강화

상담

활동

학교폭력예방 집단상담 실시

자살 예방 프로그램 실시

또래상담 및 다양한 집단상담 실시

학생상담 활동 강화

학생,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학생이해 및 상담 관련 자료 확충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학생상담일지 작성 및 활용

학생상담 추수지도

  

학교폭력 예방지도

  1) 학교폭력문제 조기 발견 및 효율적인 지도방안 모색→ 사전예방

  2) 가정, 지역사회 등 학교공동체의 협조체제 구축으로 학교폭력 근절

  3)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실체를 파악하여 피해상황 최소화

  4)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학교폭력근절 방안 모색

업업무무 추추진진내내용용 시시기기 비비고고

학교폭력예방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3월

학교폭력예방 설문지조사 연중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교직원연수 연 4회 실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및 스쿨폴리스제 운영 3월

선플달기 운동 운영 연중

친구사랑 주간 운영 연 2회

또래상담․또래조정 프로그램 운영 연중

학교폭력예방 문예대회 개최 10월

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함 비치 연중

돌봄교사제 운영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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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외 생활지도

  1) 생활지도 강화를 통해 미연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2) 학생회를 통한 학생자율․자치 생활에 의한 질서 유지

  3) 전 교사가 참여하여 교육적으로 지도

  4) 배움터 지킴이의 학교주변 순회를 통해 학교폭력 및 안전사고 예방

교교내내생생활활지지도도 교교외외생생활활지지도도

등하교시 생활지도
교외 생활지도 : 하계ㆍ동계 휴가, 성탄절, 연말, 
졸업식 등 

학교제반규정 준수하기 자체 교외 지도 : 주말, 공휴일, 시험기간
기초 질서 지키기를 생활평점제와 연동 취약 지역 순회지도

기초 질서 지키기 우수반 포상
(생활평점제 우수반)

유해 업소 계도 및 청소년 선도 캠페인
(격주 토요일 조별 지도)

친구사랑 주간운영

  1) 학교폭력 없는 밝고 긍정적인 학교생활면 부각

  2) 친교중심의 「친구사랑 주간」 운영(연 2회)

  3) 학생회 및 학급회의 의제로 선정하여 학생들의 관심 제고

  4) 학생계도 활동을 통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 부각

주주요요활활동동 내내용용 비비고고

학교폭력 예방 및 계도활동 전문가 초청, 학생토론회, 캠페인 등

학생 학예행사 글짓기, 표어, 포스터그리기 등

학교별 홍보물 게시 현수막, 인터넷 팝업창, 가정통신문 등

학교폭력 관련 설문조사 실시 학교폭력 위기진단 체크리스트 등

학교폭력 상담 및 신고 전화 1588-7179 홍보

학교폭력 SOS지원단
(http://home.ejikim.com/) 

미디어 창고 영상자료 활용

학교 안전교육

  1) 체계적인 학교 안전교육으로 안전의식의 조기 체질화 및 생활화 도모

  2)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통한 학생․교직원의 안전한 교육활동 유지

  3)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학교내․외의 인적자원 정비

  4) 유해요인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감시 및 감독기구 운영

주주요요활활동동 내내용용 비비고고

교내방송활용 동영상 및 시청각자료 활용 전교생 대상

교과수업시간 활용 안전연계 교과수업 관련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시간 활용

유관기관과의 협력 관할 소방서의 협조(연간 2회) 전교생 대상

학부모와 연계교육 가정통신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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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운영

  1) 학생회의 민주적 조직 및 운영으로 자치역량 강화

  2) 학급회 및 전교학생회의 정기적인 개최를 통한 학생의견 수렴

  3) 수련회를 통한 학생회 임원들의 호연지기 역량 강화

  4) 학생 자치활동 시간 확보로 민주적 시민의식 함양

영양 교육

  1) 학생스스로 식생활을 조절할 수 있는 관리능력 함양

  2) 음식문화 및 식사예절에 대한 이해로 식문화 발전

  3) 양질의 조기 식습관 형성으로 학생들의 성장발달과 건강증진

  4) 현장지도를 통한 효과적인 영양교육 실시

주주요요활활동동 내내용용 비비고고

영양상담 학교홈페이지 영양 상담란 이용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

전통 식문화 교육 전통 식문화 행사를 통한 전통 식단 개발 월 1회 이상

급식시간 영양지도
잔반 안남기기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편식교정 및 식사예절 교육
위생적인 배식관리

잔반 없는 날 주 1회 운영

학교급식 공개의 날 운영 급식 참관 및 시식회

생명존중 교육

  1)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강화로 학생 자살률 감축

  2) 학생 자살등 학교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교원 역량강화

  3) 학생자살 예방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생명존중 의식 함양

  4) 교육을 통해 자살위험학생 조기 발견 및 전문기관 연계관리

  → 학생교육 연간 4시간, 학부모연수 연 1회 이상

교내체육 행사

  1) 체력증진과 운동경기 능력 향상으로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2)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하여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민주시민 양성

  3) 교사의 지원하에 학생회가 계획, 주관하는 학생중심의 체육행사 개최

  4) 사제간의 정을 돈독히 하고 학교 전체 구성원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장 마련

업업  무무 프프로로그그램램 시시기기 비비고고

교내체육 행사

  ∘ 교내 체육한마당

  ∘ 태화강 사제동행 걷기 대회  

  ∘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5월

11월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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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향가

  ○ 자율장학 및 동료장학, 수업공개 활성화 및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한 교원 전문성 신장

  ○ 학생중심 교육활동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독서활동 관리를 통해 기본교양 함양 

  ○ 수업 및 진로․진학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사 자율 연수 문화 조성

주요 업무 추진 내용나
 

추추진진  과과제제 세세부부  내내용용
33 44 55 66 77 88 99 1100 1111 1122 11 22

독서 교육
◦ 독후 활동 시상

◦ 독서 동아리 및 인문 책쓰기 동아리 운영

도서관 운영

◦ 도서관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 다독자 시상

◦ 좋은 책 선정 및 상시 구입

◦ 교과 지도계획 수립 시 독서 교육 포함 및 지도
(교과별 필독 도서 취합 및 학년별 운영)

◦ 학교 도서관 활용 수업

경시대회 및 
교내 활동

◦ 교과별 경시대회 계획 수립 및 적극 참여

◦ 학생 주최 각종 대회 계획 수립 및 운영

◦ 교내 학예대회(백일장 등) 개최

계기 교육
◦ 계기별 계기 교육 계획 및 실시

◦ 계기 교육에 따른 교육 결과 취합 및 시상

특수 교육

◦ 특수교육 운영 계획서 수립 

◦ 장애 이해 및 인권교육 

◦ 개별화 교육

제4장 부서별 교육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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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추진진  과과제제 세세부부  내내용용
33 44 55 66 77 88 99 1100 1111 1122 11 22

수업 장학 및
교사 연수

◦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수업 연구

◦ 수업연구 참관 및 교과별 협의회 개최

◦ 학습지도 자료 공동 개발

◦ 전 교사의 공개수업 실시 및 수업 컨설팅

◦ 수석교사에 의한 교수‧학습이론 연수 실시

◦ 교사의 자율적인 연수 참여 안내 및 권장

◦ 교내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운영

교사 동아리

◦ 교과별 학습 동아리 조직 및 운영

◦ 교사 취미 동아리 조직 및 운영

◦ 각종 교육청 공모 동아리 참여 안내 및 권장

교사 청렴동아리
◦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한 교직원 연수

◦ 교직원 청렴 동아리 운영

교사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연수를 통한 민주시민의식 고양

교원인사 ◦ 교원능력개발평가

청렴업무 교육 
및 관리

◦ 청렴 연수 – 교사대상 연수 실시 및 청렴동아리 

활동 장려

교생지도업무 ◦ 교생지도 실습 – 4주간 실시

전문학습공동체

◦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로 수업 및 교육

활동 전문성 신장

◦ 월 4시간 확보로 수업전문성을 위한 활동 시간 

확보

◦ 교과별 운영 목적별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 프로젝트 수업 활용

독서 교육 활성화 

  1) 독서를 생활화하여 독서 능력을 함양하고 자율적인 학습태도 함양

  2) 독서 활동의 결과를 학생부에 기재하여 논술과 토론 능력 함양 및 독서 이력 인정

  3) 독서 활동을 교과와 연계하여 실시

  → 교과 지도 시 독서계획 및 교과별 권장 도서 안내

2021학년도 학교교육과정

60 ■ 울산외국어고등학교   http://www.ufl.hs.kr



  4)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울산학생 책읽는 데이”와 연계하여 진행

활활동동내내역역 내내용용

교육과정 연계 독서교육
◦ 교과별 핵심 성취기준 분석을 통해 실제 수업과 연계한 독서교육 실시

◦ 교과별 독서의 과정형 평가 반영을 통해 수업과 평가의 연계 활동 실시

다독상 시상 ◦ 학기별 20권 이상 대출자 중 상위 학생 시상. (20% 이내)  

교내 독서토론대회 ◦ 필독 및 권장 도서에 대한 토론대회→전학생 대상(5월)

독서 페스티벌
◦ 독서내용을 점검하는 대회개최→전학생 대상(매 학기말)

◦ 동아리 주최로 학생 자율적 운영 능력 향상

인문 책 쓰기 동아리 
◦ 3개 이상의 동아리 운영→학교예산 지원으로 성과물 유도

◦ 울산광역시교육청 주최 책 축제(교육박람회) 참가

교과 및 학년별 

권장 도서 목록 안내
◦ 독서 관련 활동(교과, 학년, 각부서)에 권장도서 목록 비치  

 

도서관 내실화

  1) 지속적인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정보 활용 능력 함양

  2) 학습 경험을 심화시키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

  3) 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독서교육계획 수립

  4) 교사들의 교육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자료, 교양 도서를 제공

  → 도서관 활용수업 권장 및 교사들의 연구분위기 조성 

  5) 전문 사서교사의 지도로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장려

교내 대회 

  1) 학생의 재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시대회 개최

  2) 교내 학예활동을 통하여 학생의 꿈과 끼 발휘 유도

  3)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

  4) 각 교과 협의회와 협조하여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관련 대회 개최

특수교육 

  1)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식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2) 학급담임과 학급구성원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공동체 구축

  3)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에 대한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학기당 1회 이상 연 2회 실시)

  4)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적합한 진로탐색 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진로와 연계되도록 지도 

교사 동아리 

  1) 학교의 교육현안들에 대해 상호협력하여 해결하는 학교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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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사들의 동아리 활동경험을 학교현장에 직접 활용

  → 새로운 교육적 시도와 실천이 활성화되는 학교문화 조성

  3) 취미동아리 운영을 통해 교사간의 유대를 높이고 학교활동과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   

  4) 교사 동아리는 교과․학습 동아리와 취미 동아리로 구분하여 운영

  → 학년초 동아리를 조직하고 교사들이 주체적으로 가입․운용(청렴동아리 – 전교직원 참여)

 

청렴 인식제고 및 실천

  1) 상위 기관의 청렴 관련 각종 활동을 교내에서 적극적으로 실천

  → 청렴의 중요성 인식 및 실천

  2) 청렴과 관련하여 학생 대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청렴 인식 제고

  → 청렴을 주제로 문예 및 UCC 대회 개최 

  3) 교직원에 대한 청렴 연수 및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교직원의 청렴 인식을 높임(학기별 1회 연 2회 실시)

  4) 학교 관리자와 재정 집행 연관 부서장을 중심으로 활동

수업장학 및 교사연수

  1) 연구수업, 수업공개, 수업컨설팅 등을 통한 교사전문성 신장

  2) 교과협의회를 통한 동료장학 활성화 및 동과목 교사간 협력체제 구축

  3) 수석교사의 수업컨설팅 활용→교육실습생, 기간제교사, 저경력 교사, 고경력 교사 순

  4) 수업개선 및 진로진학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체계구축 

장장학학  형형태태 주주안안점점 담담당당 시시행행

1. 자기장학

○ 교수-학습의 전문가로서 스스로 노력

  - 자기 수업 후 자기 평가

  - 각종 연구회 활동 및 자율연수 참가  

  - 수행평가, 서술형평가 문항 개발 주력

전 교사 연2회

2. 동료장학

(컨설팅)

○ 수업연구,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해 협동

  - 수업연구 참관 및 교과별 협의회 개최

  - 학습 지도 자료 공동 개발

  - 수석교사에 의한 교수ㆍ학습이론 연수 실시

  - 전 교사의 공개수업 실시 및 수업 컨설팅

전 교과 수시

3. 임상장학

○ 교장ㆍ교감, 수석교사, 교과부장의 수업 지도, 조언

  -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및 활용에 대한 지도, 조언

  - 교수-학습 모형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지도, 조언

교장

교감

수석교사

수시

4. 수시장학

○ 관리직의 교육 현장 참관

  - 수업 참관 후 지도, 조언

  - 존경받는 스승상 정립

  - 교원의 사기 진작 및 우수 교원 발굴 격려

교장 교감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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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군) 교과대표 교사

국어(6) 김학묵 조기환, 김은희, 고시영, 김원국, 양준수

영어(12) 신보라
오진욱, 손준혁, 김현주, 이향숙, 감희정, 김영희, 정인수, 

김지영, 이혜정, 장하영, 최진욱 

수학(6) 이여진 최인숙, 박미나, 성종기, 김재곤, 권문술

사회(7) 김미영 김기현, 이경진, 김하수, 허준, 송혜령, 윤주한

제2외국어(10) 송선희
박자희, 김현민, 채윤정, 김정희, 전희순, 김민지, 김경필, 

이수미, 방현아

과학·예체능

진로·영양

보건·사서(10)

천중필
윤송희, 김보경, 조은주, 신진옥, 선형돈, 이치훈, 정수현, 

박세영, 신기영

수석교사 유미경(영어)

교원능력개발평가

  1)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성찰과 맞춤형 연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문성 신장

  2) 수업과 학생지도에 헌신하는 교원을 우대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결과 활

용 맞춤형 연수 체제를 강화하여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에 기여

  3) 지속적인 교육 방법 개선 등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해 창의형 인재 육성에 기여

 교생실습지도

  1) 4주간의 실습기간을 통하여 학습지도, 생활지도, 특별활동, 학급경영에 직접 참여

  2) 실습기간을 통하여 교직생활의 의미를 파악하고 교사로서의 지도능력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

  1)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로 수업 및 교육활동 전문성 신장

  2) 교원들이 자발성, 동료성, 책무성을 바탕으로 수업과 교육활동 혁신을 위해 함께 연구․실천하며 성장

을 도모하는 학습공동체 

  3) 월 4시간 학습공동체 모임 시간을 확보하여 수업전문성에 도움이 되는 토론 및 수업 연구 

  4) 교과별 운영목적별로 학습공동체를 조직함

  5)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영역 : 수업개선, 수업평가, 학교문화개선, 학생생활지도 등

  6) 공동연구와 공동실천을 통해 다양한 학생참여중심 수업사례를 수집하고, 우수수업사례에 대해 여

러 수업 주체들과 공유 및 확산하여 다 함께 성장하는 학습공동체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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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전문적학습공동체 구성(프로젝트 수업운영)

동아리명 인원수 이름 교과

행복한 다문화 수업일기
부제:외국어교육 활성화를 통
한 세계시민교육 방안 연구

7
김경필, 이수미, 전희순, 

김민지,김정희, 박자희,김현민
제2외국어

학생참여중심수업연구 6
이경진(동아리대표), 김미영, 

김하수, 송혜령, 윤주한, 허 준
윤리,일반사회,지리,역사

21세기를 준비하는 수업 5
최인숙, 권문술, 이여진, 

성종기, 김재곤
수학

교과연계 독서수업 연구 6
신진옥, 김영희, 조은주, 
정수현, 방현아, 채윤정

진로, 영어, 음악, 사서, 
일본어, 중국어

톡톡!  온책 읽기로 
4c 역량 향상 방안 연구

3 양준수, 고시영, 김은희 국어

원어민 협력수업 개선 
방안 연구

7
김현주, 감희정, 유미경, 

최진욱, 정인수, 이향숙, 신보라
영어

체육수업, 인성과 만나다 2 선형돈, 이치훈 체육

탐구과정중심수업연구 3 김보경, 윤송희, 천중필 물리, 화학, 생명

행복한 영어수업 연구 2 오진욱, 손준혁 영어

교과와 연계한 진로지도 연구 4
김기현, 박미나, 김학묵, 

조기환, 김원국
사회, 수학, 국어, 국어

교과와 연계한 진학지도 연구 4 이혜정, 송선희, 장하영, 김지영 영어, 러시아, 영어, 영어

프로젝트 수업 운영 계획

  1) 대상 : 전학급 대상

  2) 연간 월별 추진 계획 

     

3월 전문적학습공동체 구성-공동체별 운영계획수립

4월 프로젝트 수업 연수(예정) 및 공동체별 토의

5월 프로젝트 수업 연구 및 실행

6월 프로젝트 수업 연구 및 실행

7월 공동체별 중간 점검 및 성과발표

8월 공동체별 토의

9월 프로젝트 수업 연수(예정) 및 공동체별 토의

10월 프로젝트 수업 연구 및 실행

11월 프로젝트 수업 연구 및 실행

12월 공동체별 최종 점검 및 성과발표

  3) 프로젝트 수업 주제 선정 : 세계시민교육, 기후변화대응, 채식문화, 성인지감수성, 학생자치 등의 

교육목적에 맞는 주제를 교과별 또는 범교과별로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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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프로젝트 수업을 위한 민주적인 문화 조성

    -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 연수

    -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활용한 교육과정 재구성

    - 교과를 활용한 주제 선택 활동 중 6~8차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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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외국어교육부외국어교육부외국어교육부외국어교육부외국어교육부외국어교육부외국어교육부외국어교육부외국어교육부외국어교육부외국어교육부외국어교육부외국어교육부외국어교육부외국어교육부외국어교육부외국어교육부외국어교육부외국어교육부외국어교육부외국어교육부외국어교육부외국어교육부외국어교육부외국어교육부외국어교육부외국어교육부외국어교육부5. 외국어교육부

추추진진  방방향향가가

  ○ 세계화시대를 주도할 창의적인 외국어 인재 양성

  ○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교사․학생교류 및 세계시민의식 함양

  ○ 해외 문화 체험의 기회 확대

  ○ 국제이해교육을 통한 글로벌 인재로서의 자질 함양

추추진진  내내용용나나

외외국국어어교교육육  활활성성화화

  1) 세계화시대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외국어능력 배양

  2) 사교육비 부담 없이 외국어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3) 원어민 보조교사를  활용한 수업으로 외국어교육의 전문성 신장

  4) 외국어전용실 및 원격 화상수업 등을 통한 선도적인 외국어교육 실시

     

추추진진  과과제제 세세부부  내내용용
실실시시  시시기기

33 44 55 66 77 88 99 1100 1111 1122 11 22

외외국국어어교교육육  

◦ 원어민 교사를 활용한 회화 수업
◦ 전공어별 경연 및 외부 강연
◦ 외국어 관련 동아리 활동
◦ English Journal 작성 
◦ 영어과 프로젝트 수업(1, 2학년)
◦ 외국어 전용실 활용 
◦ 외국어공인시험
◦ 영어듣기평가

국국제제교교류류  
◦ 자매결연 추진 
◦ 펜팔 등 상호프로그램 교환
◦ 국제교류행사 추진

국국제제이이해해교교육육 ◦ 국제이해교육 강연

문문화화체체험험 ◦ 문화체험의 날
외외국국어어도도우우미미

활활용용
◦ 저널도우미 등 활용

원원서서도도서서관관
◦ 원서도서관 도우미 활용
◦ 원서도서 대출 

원원어어민민  

보보조조교교사사  활활용용

◦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 원어민관련 세부계획 수립

◦ 원어민 활용

   

2021학년도 학교교육과정

66 ■ 울산외국어고등학교   http://www.ufl.hs.kr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

  1) 원어민 보조교사와의 수업을 통하여 전공외국어에 대한 두려움 극복 → 외국어 말하기 능력 배양

  2) 학습자에게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실제 사용되는 표현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  가능

  3) 원어민 보조교사와의 듣기·말하기 중심수업으로 전공어 사용 기회 확대

  4) 한국인 교사들은 외국어에 대한 새로운 정보 및 교수법을 익힐 기회 증대

운운영영  계계획획 세세부부내내용용 실실시시  시시기기

원어민 교사를 활용한 

외국어 회화 수업

◦ 외국어전공자들의 회화 능력을 향상 위하여 수업시간에 원어

민 보조교사를 활용한 Co-teaching을 소그룹단위로 실시

◦ 기초회화능력이 부족한 학생 및 심화수업을 필요로 하는 학생

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외국어능력 향상반 수업 실시 

연중 

원어민 교사 활용 ◦ 정규교육과정, 방과후 원어민교실 운영, 교사연수 연중

학생 도우미 활용

  1) 전공별 외국어 도우미를 선발하여 봉사정신을 함양시키고 전공에 대한 관심 배양

  2) 외국어전용실 및 도서관리 → 전공어에 대한 간접적인 지식 획득

  3) 교내외 행사에서 문화사절단 및 학교홍보단, 경연대회 도우미역할 수행 → 애국심, 애교심 배양

  4) 학생들이 직접 대회 및 행사를 기획·운영하는 기회 제공 → 창의력·문제해결력 개발

     

운운영영  계계획획 세세부부내내용용 실실시시  시시기기

저널
도우미

영어 저널 관리
English Journal의 취합과 배부, 원어
민 교사 전달사항 전달

연중 실시

전용실 청소 및 환경미화 청소시간 외국어 전용실 청소 매일 

전용실 비치 도서 및 물품 
관리

외국어전용실 도서 및 물품 관리 매일

국제교류 진열장 관리 청소시간 국제교류 진열장 관리 매일 

원서도서관 
도우미

원서 도서관 도서 대출 및 
관리

점심・저녁시간 원서 도서관 도서 대
출 및 반납 관리, 자료 정리 

매일 

전공어
행사

도우미

문화체험의 날 및 전공어 
행사 기획 및 행사진행

문화체험의 날 및 전공어 행사에서 진
행자 및 staff로 활동 (이후 전공어 행
사 계획에 의해 추가 활동 기입 가능)

연중 수시

국제이해교
육 도우미

국제이해 교육 시 통역 보조
국제이해교육 행사에서 원어민 교사 통
역 및 강연 관련 자료제작, 설명 보조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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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

  1) 국제화·세계화 시대에 어울리는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외국어인재 양성

  2) 전공어에 대한 필요성 및 학습동기부여 효과

  3) 자매결연학교와의 친선도모 → 상호교류시 학생부담 경비의 절감효과

  4) 각 전공별 선발기준안을 마련하여 공정하게 선발

추진과제 세부내용 비고

후속 프로그램 

운영

(국제교류 후)

○ 학생교류프로그램 → 본교방문자 및 희망학생을 연계하여 Kay pal 활동 

및 카페, 홈페이지 개설 → 한국문화에 대한 컬쳐박스 우편전달 활동

○ 지원교류 프로그램 → 선진교수방법 도입, 교육정보공유 프로그램 공

유 → 학교방문, 학생간의 대화, 문화유적지 탐방, 산업체 시찰, 생활

상체험을 통한 문화이해

국제이해교육  

  1) 타문화와 인종에 대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 함양 → 글로벌 인재 양성

  2) 세계시민으로서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아울러 우리문화의 정체성 인지

  3) 국제이해교육 후 소감문 작성 → 유의미한 교육활동으로 승화

  4) 원어민교사들이 직접 자신의 나라를 소개 → 학생들과 의미있는 교류 및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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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향가

  ○ 창의ㆍ인성 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적용을 통하여 인적자원 확충

  ○ 창의ㆍ인성 교육을 중시하는 학교문화 정착→ 각종 교육활동 지원

  ○ 창의ㆍ인성교육이 정착되도록 교육과정 재편성→ 창의적 체험활동 기회제공

  ○ 내실있는 맞춤형 진로교육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개선

추진 내용나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1)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2) 창의체험자원지도(CRM) 적용·운용→창의체험활동 안내 및 권장

  3) 수업지도안 개발을 위한 창의·인성 교과연구회 활동 권장

  4) 창의ㆍ인성 체험활동 후 활동보고서 및 산출물 제작

     

  추추진진과과제제 내내용용 비비고고

창의ㆍ인성교육 

연수 확대 실시

∘ 전 교원의 담당 업무별 창의ㆍ인성교육 방안 연구

∘ 창의ㆍ인성교육에 대한 외부 강사 초빙 연수 실시

명사초청 강연 실시
◦ 학생의 진로 모색을 위한 다양한 직업군 강사 초청 강연

◦ 인문학 뿐 아니라, 과학, 예술 분야의 저자 및 전문가 초청 특강

학급별 지식나눔

발표활동

∘ 각 반별로 한명의 발표자가 자신의 전문 분야를 발표

  (매주 금요일)

∘ 학급의 모든 학생들에게 발표 기회 제공(년 1회)

동아리 활동 활성화

  1) 건전한 집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 및 자율적인 생활태도 함양

  2)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내·외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 → 지역사회와 학부모의 봉사협력

을 통해 지원 강화

  3) 학생 주도하에 활동주제, 연간계획, 활동에 따른 성과산출의 과정 추구

  4) 다양한 동아리 활동으로 창의성을 계발·신장함으로써 자아실현의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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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추진진과과제제 내내용용 비비고고

동아리

활동 

추진현황

∘ 동아리 활동 연간계획 수립(3월 초)

∘ 동아리 부서 구성 및 편성(3월 초)

∘ 동아리 활동 운영 및 지원(연중)

∘ 동아리 활동 결과물 산출 및 전시·발표(축제, 12월)

동아리

활동 

활성화

∘ 동아리 활동시간은 연간 20시간 내외로 운영→ 창의적 체험시간 활용

∘ 동아리는 무학년제 및 적정인원 유지→ 동아리의 연속성 보장 

∘ 동아리 활동보고서 제출(연말), 심사하여 시상(,2학년에 한함)

∘ 모든 동아리에 지도 교사 및 예산 배정→ 물적지원

∘ 다양한 예술 동아리를 통해 학생들의 예술 체험 활동 기회 확대

∘ 축제는 전공 언어별 다양한 문화 체험을 포함하여 동아리 활동의 총화가 되도록 

운영

∘ 동아리 활동 사항은 나이스 및 학교생활기록부에 누가 기록→ 담당교사

* 예술동아리 활동현황

영영역역 동동아아리리명명 영영역역 활활동동

예술동아리

돌체 오케스트라 교내 행사 축하공연, 양로원 봉사활동

예그리나 사물놀이 교내 행사 축하공연

콕 베드민턴 심신단련 및 발표회

ATTRACTION 댄스 축제 공연

Double G 랩 축제

하모니 합창반 학예대회 출전 및 교내행사 공연

UNTITLED 밴드부 교내 행사 축하공연, 축제 공연

지역사회 연계 봉사활동

  1)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봉사 활동」으로 구분  

  2) 진로·특기·흥미와 관련된 영역에서의 봉사활동 추진→ 동아리 및 학급 단위의 봉사활동

  3)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강화→ 체험학습의 장 제공

  4) 형식적이고 시간 늘리기 식의 봉사활동 지양→ 「봉사활동 추진위원회」�구성

 ∘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 학교 교육과정 중 특별 활동범위에 실시되는 봉사활동

 ∘ 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봉사활동 : 교육과정 이외 봉사활동(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

학교장 승인

(담임교사와 사전협의)
→ 실  행 →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2021학년도 학교교육과정

70 ■ 울산외국어고등학교   http://www.ufl.hs.kr



  ∘「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교감

부위원장 

진로창의인성부장

계획위원 실행위원 평가위원

진로창의인성부 기획 봉사 업무 교사 학년부장

창의적 체험활동

  1)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문제해결력 향상 및 민주시민의 생활태도 함양

  2) 교사중심 교수활동에서 학생중심의 학습활동 기회 확대

  3)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제공으로 자주적 학습능력과 전인적인 인간교육의 내실화

  4) 철저한 사전계획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학습 추구

진로⋅진학 교육활동

  1) 효과적인 진로지도를 위한 상담활동→ 학생들의 자기이해 향상 및 진로탐색 기회 제공

  2) 담임·진로진학상담교사·일반 교과 교사와의 상담기회 마련→ 상담활동 활성화

  3) 주기적으로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실 안내와 상담 신청 방법 홍보

  4) 최적화된 맞춤 진로지도로 진로 탐색 역량 강화

업업무무 추추진진과과제제 내내용용

내실 있는
진로 교육

진로교육 활동

∘ 진로심리검사 실시(1,2)  

∘ 진로직업체험활동, 진로멘토링 활동  

∘ 나의 꿈 발표(1), 나의 롤 모델 발표(2), 나의 비전 소개(3)
→ 자신의 흥미와 적성 발견을 통한 진로 탐색 능력 신장, 개인별 맞춤형 

생애 진로계획 및 준비 능력 신장, 롤 모델을 통한 진로 정보 탐색

∘ 나의 진로 설계(2,3)
→ 자신의 능력, 잠재성, 발전 가능성을 탐색하며 대입 수시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 자신의 진학 희망 학과 탐색, 진로진학 목표 달
성을 위한 계획 수립

∘ 커리어포트폴리오 (1,2,연중)
→ 자신의 진로 관련 자료 수집 

∘ 진로진학교육 특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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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지원 시스템

  1)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학교생활 지원체계 구축 및 자료의 누적 관리(포트폴리오) 

  2) 교사의 교수학습활동 및 상담활동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맞춤형 학생교육

  3) 학부모의 진로진학 및 자녀의 학교생활 파악을 통한 가정의 교육적 기능 강화

  4) 진로진학지원시스템 활용이 교원의 추가 업무가 되지 않도록 효율성(효과성 포함) 검토 및 피드백

추추진진현현황황 내내용용

추진방침

∘ 시스템 관리는 진로창의 인성부에서, 자료의 기록과 관리는 각 부서 활용

∘ 재학생(학부모 포함) 및 전 교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되, 매 학년 초 신입생 및 전입교원을 대상

으로 활용연수 실시

∘ 졸업생은 자료의 열람 및 쓰기 권한 조정(단, 본인의 자료는 열람 가능)

∘ 전출교원은 회원 삭제를 통해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도록 조치

∘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분기(또는 반기) 단위로 교원의 접속 비밀번호 수정

운영체계

∘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앱으로 접속하며, 학교 안/학교 밖 구분하여 시스템 접근 

방법 관리

∘ 학급별, 교과별 학생의 학교생활 정보 및 생성되는 자료를 누적 관리

∘ Holon 인증제, 교내 및 기숙사 상벌점과 연계하여 시스템 활용

∘ 방과후학교 수강신청 및 학생 관리 

세부항목

∘ 접속 아이디를 부여 받은 교원, 학생(학부모 포함)에 한하여 자료 열람 및 쓰기 가능

∘ 교과별 수행과제 및 활동자료를 학생 또는 교원이 직접 업로드하여 누적 관리

(포트폴리오)

∘ 개별 학생의 성적(내신, 학력평가) 추이 및 학년 단위로 총괄 관리

∘ 방과후학교 선택심화강좌 개설 및 수강신청, 수강학생 관리

∘ 학력평가 기출문제의 유형별/과목별 구분된 자료 제공을 통한 자기주도학습 여건 마련

∘ 교내 및 기숙사 상벌점 제도와 연계하여 학부모에게 실시한 알림 서비스 제공

∘ Holon 인증제와 연계함으로써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학교생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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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연간간업업무무  추추진진  계계획획가

  1) 목적

  ○ 다양한 학교 활동 및 교무/학사를 전산화하여 교사의 수업과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함

  ○ 공정하고 신뢰성있는 학생평가 실시 및 학생들의 학습 활동에 적극적인 자료 지원을 함

  ○ 21세기 세계화를 주도할 우수한 두뇌와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는 울산외국어고등학교의 지향에 

기여함

  2) 방침 

    가) 학교 정보화 기반 구축을 위한 학교 전산망을 관리한다.

    나) 원격수업과 관련한 구글 지스윗의 교사와 학생의 계정을 생성 및 관리한다.

    다) 바람직한 정보화 교육을 위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실시한다.

    라) 개인정보의 적법하고 안전한 처리․관리를 통하여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보호를 안

내한다.

    마)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시청각 교육 및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및 

기술지원활동에 힘쓴다.

    바) 스마트 교실에서 스마트 교육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기 및 기반시설 관리에 힘쓴다.

    사) 공정하고 신뢰받는 학생평가 실시 및 교수․학습활동개선을 위한 다양한 평가방법 적용·개선에 노

력한다.

  3)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추추진진  과과제제 세세부부  내내용용
시시기기

33 44 55 66 77 88 99 1100 1111 1122 11 22

학학내내망망  및및  

서서버버  운운영영

◦ NEIS운영

◦ 학교 홈페이지 운영

◦ 학내메신저 관리 및 운영

◦ 학내전산망 사용기반 구축

◦ 사이버보안진단

◦ 학생컴퓨터실 유지 관리/업그레이드

22002211학학년년도도

학학생생평평가가  

◦ 성적처리 전산화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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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EIISS  운운영영  계계획획나

  1) 목적

  교사 본연의 업무인 교수,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나아가 교육 정보자료의 효

과적인 관리 및 활용으로 경쟁력 있는 선진 교육환경을 구축,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를 체계화하여 

교사의 업무를 경감함

  2) 방침

    가) 전산화에 따른 교원의 업무 부담을 최대한 경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나) 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다) 업무 분장의 효율화로 업무 부담을 최대한 간소화한다.

추추진진  과과제제 세세부부  내내용용
시시기기

33 44 55 66 77 88 99 1100 1111 1122 11 22

운운영영

◦ 학업성적관리규정 제정

◦ 학업성적관리규정 교직원 연수

◦ 평가계획서 작성 관련 유의사항 교직원 연수

◦ 정기고사 출제오류 예방 및 대처 계획 수립

◦ 정기고사 시험문제출제 유의사항 및 보안

관리 교직원 연수

◦ 정기고사 감독 및 담임교사 유의사항 교직

원 연수

◦ 정기 고사 성적 처리

정정보보통통신신  

윤윤리리교교육육

◦ 정보통신 윤리교육 교직원 연수

◦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학생 지도

◦ 정보 통신 윤리 교육(학생 대상)

정정보보공공시시  

운운영영

◦ 정보공시 담당자 확정

◦ 업무별 정보공시 담당자 연수

◦ 정보공시 담당자 정보 공시

◦ 정보공시를 통한 학교 알리기

기기타타
◦ 개인 정보 보호 업무

◦ 정보도우미 및 방송도우미 활동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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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2211학학년년도도  학학생생평평가가  계계획획  다

  1) 목적

  교육부 훈령 제365호(2021.1.4.)의 시행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고등학교에서 적용할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처리 요령 및 자료관리․보안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임

  2) 방침

    가)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와 각 

교과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을 강화한다.

    나) 학교장은 지역 및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부가 고시한 교육과정과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교

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따라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학업성취도를 목표 지향적으로 

평가한다.

    다) 평가는 교육과정의 목표와 국가수준, 교육청 수준, 학교 수준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 목표 지향적

으로 실시한다.

    라) 학교는 다양한 평가 도구와 방법으로 성취도를 평가하여 학생의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마) 외부에서 제작한 평가 도구의 활용을 지양하고, 선다형 지필 평가, 서술․논술형 지필 평가, 과정중

심 수행평가 등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학교 내 각종 평가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울산광역시 학업성적관리 지침에 준하여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여 활용한다.

    아)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에 관하여 울산광역시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학업성

적관리규정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관리 및 성적 관리가 

되도록 한다.

  3)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교장), 부위원장(교감), 수석교사, 학사관리위원, 성적관리위

원, 평가 관리위원, 상담위원 등 10명으로 구성한다.

    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구성은 아래와 같다.

위위원원장장 교교        장장

부부위위원원장장 교교        감감 수수석석교교사사

학학사사관관리리위위원원 성성적적관관리리위위원원 평평가가관관리리위위원원 상상담담위위원원

교교무무기기획획부부장장 교교육육과과정정부부장장 교교육육정정보보부부장장
안안전전생생활활부부장장

학학년년부부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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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1학년도 정기고사 계획

(※아래 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가) 교내평가

       

학학기기 고고사사 11,,  22학학년년 33학학년년

11학학기기
중간고사 4월

기말고사 6월-7월

22학학기기

중간고사 10월

지필고사 10월

기말고사 12월

    나) 수행평가 (수시)

    다) 학력평가

      (1) 전국연합학력평가 및 대수능모의평가   

       

구분 일정 대상 시행처 비고
3월 3월 25일(목) 고등학교 1, 2, 3학년 서울특별시교육청

(학년별로 실시 

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

4월 4월 14일(수) 고등학교 3학년 경기도교육청

6월 6월 3일(목)
고등학교 1, 2학년 부산광역시교육청
고등학교 3학년 - 대수능 모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7월 7월 7일(수) 고등학교 3학년 인천광역시교육청

9월 9월 1일(수)
고등학교 1, 2학년 인천광역시교육청
고등학교 3학년 - 대수능 모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0월 10월 12일(화) 고등학교 3학년 서울특별시교육청
11월 11월 24일(수) 고등학교 1, 2학년 경기도교육청

      (2) 영어듣기 평가(평가계획서에 따라 수행평가로 10%이하 반영가능) - 년 2회

       

구분 고1 고2 고3

제1회 4.13(화) 4.14(수) 4.15(목)

제2회 9.14(화) 9.15(수) 9.16(목)

  5) 시상 계획

   교내평가 결과에 따라 학기별 교과 우수상을 기말고사 이후 시상함(7월, 12월).

    가) 선정 기준 및 내용 

      (1) 교과우수상 선정기준

        ① 과목별 1등급(4%이내)

        ② 1등급이 없는 과목은 과목별 1등 학생

        ③ 등급 미산출 교과의 경우 과목별 석차가 4%이내 점수인 학생 

(교과우수상 선정기준은 ‘진급 및 졸업사정안’ 규정 심의 후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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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학교교  홈홈페페이이지지  운운영영  계계획획  라

  1) 목적

    가) 학교와 학생, 학교와 학부모간에 정보 교환을 한다.

    나) 학교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학교 이미지 제고한다.

    다) 학생들에게 학습정보 및 상담정보, 진학 및 진로 정보를 제공한다.

  2) 방침

    가) 학교홈페이지에 다양한 자료가 탑재 될 수 있도록 한다.

    나)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다) 다양한 분야에서 학교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홈페이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라) 인터넷을 활용할 때 네티켓, 개인정보, 보안에 유의할 수 있도록 한다.

    마) 홈페이지는 간결하게 구성하여 활용이 용이하도록 한다.

  3) 기대 효과

    가) 교사와 학생, 학교와 학부모간에 정보 교환을 통하여 생동감 있는 학교가 될 것이다.

    나) 학교에 대한 대외 이미지가 높아질 것이다.

    다) 학습정보 및 상담정보, 진학 및 진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학력 향상, 진로지도에 이바지 

할 것이다.

정정보보공공시시를를  통통한한  학학교교  알알리리기기  마

  1) 목적

    가. 학교교육에 관련된 정보를 공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

    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교육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학교 교육의 품질을 제고함

    다. Data에 근거한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연구 및 토론을 지원함

    라. 지역간․학교간 교육현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교육격차 해소 대책 등을 수립․추진함으로써 교육복지

를 구현함

    마. 입시경쟁 과열, 공교육의 파행, 사교육 의존도 심화 등 현상황을 개선하여 교육현실의 정상화를 

도모함

  2) 관련 업무 배정

    가) 공시업무 총괄 : 교감

    나) 업무 관리 담당 : 교육정보부장

    다) 시스템 관리(권한관리 포함) : 교육정보부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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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요 공시 내용

    가) 각종규정

   - 학교규칙, 생활지도규정,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성적관리규정 등

    나) 교육여건

   - 학생현황, 교원현황, 학교시설현황, 학교급식․폭력․안전관리 등

   - 예․결산, 학교발전기금, 장학금 및 학비면제 현황 등

    다) 교육활동

   - 학년별․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계획

   - 동아리 활동, 학교도서관 현황, 학생상담 실적

정정보보통통신신윤윤리리교교육육  계계획획바

  1) 정보통신윤리교육의 필요성

    가) 정보통신인프라 확대와 인터넷 이용의 대중화

    나) 불건전 정보 유통증가와 정보화 역기능 확산

    다) 학생, 학부모, 교사의 정보통신 윤리의식 확립

  2) 추진 목적

    가) 정보화 사회에서 인터넷 정보의 건전한 활용

    나) 유해 정보로부터 학생 보호

    다) 교사․학부모의 학생 정보통신윤리교육 지도 능력 배양

    라) 효과적인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3) 주요 추진 과제 

    가) 학교에서의 정보통신윤리교육 강화(연중)

◦ 전 교육활동에서 범교과적으로 지도 노력

- 인성교육에 정보통신윤리 영역 강화

    나) 교사 및 학부모의 지도능력 배양(연중)

◦ 정보통신윤리에 관한 교원 연수를 실시하여 전 교사에게 정보통신윤리교육의 자료를 제공한다.

◦ 학교 단위의 학부모 대상 정보통신윤리 연수 실시

-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한 홍보 및 계도 실시

- 학교 시설을 이용한 학부모 교실 운영 시 정보통신윤리 연수 실시

◦ 학부모의 학교 방문 시 정보통신윤리 관련 자료 이용 홍보 및 배포

- 학부모용 지도서 배포 이용 

- 가정에서 인터넷 이용수칙 만들기 권장  

    다) 건전한 통신문화의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 정보통신윤리 관련 포스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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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이용수칙 홍보  

    라) 스마트폰 및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1) 목적 : 스마트폰 및 인터넷 게임중독을 예방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영

위하게 하기 위함 

      (2) 교육 내용 : 스마트폰 및 인터넷 건전한 활용방법, 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윤리, 유해사이트 차

단프로그램 설치 방법 등

      (3) 학생 지도 방법 

        (가) 중독 예방 교육은 수시로 필요에 따라 안내 책자, 리플릿, 가정통신문 등의 유인물, 학교홈

페이지를 이용한 이용수칙 홍보, 또는 별도 시간에 마련된 강의 등을 통해 실시함. 

        (나) 스마트폰 및 인터넷 게임 중독 학생 진단(사전 조사 활동) : 인터넷 중독 진단 프로그램 활용

        (다) 스마트폰 및 인터넷 게임 중독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 안내 

개개인인정정보보보보호호  추추진진  계계획획  사

  1) 필요성

    가)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진 반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유통의 급

증으로 각종 컴퓨터 범죄와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부작용 증가

    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연구기관의 법령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원활

한 법 집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추진근거

    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동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교육기본법 제23조의 3 : 학생정보의 수집, 처리,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규정

    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6 : 학생정보의 제3자 제공 기준 및 예외사항 규정

  3) 기본방향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책임관 지정, 열람창구 지정 등 추진 시스템 정착에 주안점을 두면서 추진체제 

점검 및 보고

  4)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지정현황

   

구구분분
핵핵심심내내용용

지지정정일일자자 비비고고
지지정정여여부부 직직위위((책책))

총괄책임관 ○○ 교    장 2021. 3

부책임관 ○○ 교육정보부장 2021. 3

분야별책임관 ○○ 각 업무부장 202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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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교직직원원  자자율율연연수수  아

  1) 목적

  정확한 정보공시, 원활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교사들의 교단선진화 기자재 활용 지원,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 유지, 범교과적인 정보통신윤리교육, 공정하고 타당한 학생평가로 공교육의 신뢰

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2) 연수계획

    가) 연수 대상자 : 본교 교원 또는 교직원

    나) 연수 장소 및 방법 : 시청각실 및 컴퓨터실, 유인물

    다) 연수 기간 : 연중 실시

    라) 연수 내용

      (1)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운영에 관한 연수

      (2) 교단선진화 기자재 활용 연수

      (3)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연수

      (4) 정보통신윤리교육 연수

      (5) 학업성적 관리규정 연수

      (6) 평가계획서 작성 관련 유의사항 연수

      (7) 분할점수 산출프로그램 사용 연수

      (8) 정기고사 운영 관련 연수

학학생생컴컴퓨퓨터터실실  및및  모모둠둠학학습습실실  노노트트북북대대여여  운운영영  계계획획  자

  1) 목표

  ○ 기숙 학교에서의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지원함

  ○ 정보검색능력을 배양하여 보다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자료 수집을 지원함

  ○ 교단선진화 장비활용과 저작도구를 통해 학습에 활용하여 교수-학습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함

  2) 방침

    가) 컴퓨터실 개방을 통하여 스스로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킨다.

    나) 교과시간에 컴퓨터실을 활용함으로서 학습목표 도달을 제고시킨다. 

    다) 자율활동 및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컴퓨터를 활용하게 한다. 

  3) 세부운영 계획

    가) 교과 수업 활용 : 교단선진화 장비를 활용한 학생들의 실습위주의 수업으로 흥미 유발과 수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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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을 제고시킨다.

    나) 특기적성 교육 : 활용이 높은 과학적 탐구력과 의사 소통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컴퓨터를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함.

    다) 동아리 학생 지도 : 컴퓨터와 인터넷의 활용능력 향상 도모

  4) 교육 정보 환경 구축 현황

    가) 교육정보 환경 구축 현황

      

장장소소 컴컴퓨퓨터터((대대)) 이이용용시시간간 비비고고

정보 검색실
(기숙사동 1층)

32 19:30 ~ 23:00

(수업시간 

및 

휴업일 제외)

사전 이용신청 후 

사용

*코로나19로 인해 

모둠학습실의 

이용여부 추후 

결정

정보 검색실
(기숙사동 6층)

30 19:30 ~ 23:00

컴퓨터실

(본관동 3층)
40 점심, 및 저녁시간

모둠학습실

(기숙사동 1층)
10

매 학기 중간고사 

이후 4주 동안 

컴퓨터 사용 가능

(19:30~23:00)

    나)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정보 환경

      (1) 과제연구와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 웹서비스를 통해 미래의 리더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함. 

      (2) 일과 점심시간, 자유 시간에 정보검색의 편의성을 위해 본관 3층에 컴퓨터실을 운영함.

      (3) 기숙사동 정보검색실 이용은 학년부에 신청하여 미리 승인을 받은 학생들이 이용하며 주 1회

(100분)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학년에서 허락하는 특별한 경우 제외

가 정정보보화화  도도우우미미  및및  교교내내  방방송송  도도우우미미  운운영영계계획획차차

  1) 도우미 조직의 목적

    가) 각 학급의 정보화 도우미와 교내 방송 도우미를 선정함으로써 학교 정보화 기자재의 효율적 활용

을 통한 교수 학습 방법의 개선 및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신장함 

    나) 학교 내의 방송과 관련한 활동을 통해 정보의 전달과 시간 관리의 효율성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함

  2) 도우미의 역할 및 활동

    가) 교실의 각종 정보화 기기 관리

    나) 수업 전에 활용 준비와 사용 후 관리 철저

    다) 교내 타종 관리 및 아침시간 운영에 필요한 방송 지원

    라) 기타 교내외 행사에 필요한 방송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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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봉사활동 시간 인정 

    가) 정보화 도우미 봉사활동 시간은 1,2,3학년 모두 학기별 10시간씩 내부 결재를 받아 부여하고 방송 

도우미 봉사활동 시간은 3학년의 경우 학기별 10시간씩, 1·2학년은 학년말에 40시간을 내부 결

재를 받아 부여한다.

    나) 활동이 부진한 경우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4) 세부 추진 계획

    가) 지도 교사 : 정보부 기획 및 전산실무원

    나) 도우미 교육 및 관리대장 관리 : 정보부 기획 및 전산실무원

    다) 도우미 운영 사항

      (1) 도우미 선발 : 정보화 도우미 각 반 1명씩과 방송반 동아리 중 지원자  

      (2) 교단선진화기기 연결법과 작동법 교육

      (3) 매월 교단선진화기기 관리 상태 점검 및 교육

      (4) 방송반 동아리 중심의 기기 작동에 관한 교육

가 사사이이버버보보안안  진진단단의의  날날  운운영영계계획획카카

  1) 목적

 가) 해킹․바이러스 등 정보보호 위협에 대한 사전 예방 기능 강화 

 나) 법‧제도, 정보보호 기술로는 정보보호에 한계가 있어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정보보호 활동과 인식  

제고 필요

  2) 방향

    가) 매월 세번째 주 수요일을 정보보안「사이버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 정보침해 예방활동 추진

      - 전체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여 안전한 사이버 문화 정착

    나) 침해사고 예방 필수사항 매월 반복 시행

      -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제거, 보안패치, 패스워드 변경 등

    다) 이슈 또는 중점 추진 사항을 월별로 선정하여 실시

      - 신학기 대비 깨끗한 PC 만들기(실습실 PC의 최신 백신 업데이트 및 보안패치 설치 등)

      - 기관 내 주요 웹서버, 메신저서버 보안 점검

      - 네트워크 상의 불필요한 통신서비스 차단 등

  3) 각 PC 사용자의 보안활동 실시

    가) 깨끗한 PC 만들기

      - PC 비밀번호(부팅 비밀번호, 로그인 비밀번호, 화면보호기 등) 설정

      - 최신 백신 및 보안패치 업데이트

      - 불법 S/W 제거

      - 불필요한 폴더 공유기능 제거(필요시 비밀번호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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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불필요한 개인정보 삭제

      - PC에 저장된 불필요한 개인정보 삭제

      -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탑재되었는지 점검

    다) 개인 정보관리 철저

      - 개인 공인인증서(금융결재원, 한국전산원(NPKI), 행정전자서명(GPKI)  등) 철저히 관리

      - 패스워드 3개월마다 변경하기

  4) 침해사고 예방 필수 사항

    가) 자동 업데이트가 가능한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및 실시간 감시 기능 사용 

    나) 출처, 첨부파일 등이 의심스러운 전자우편은 열람하지 말고 삭제 

    다) 정기, 비정기적인 윈도 보안패치 실시

    라) 개인 컴퓨터에 부팅, 로그인, 화면보호기의 패스워드를 설정하고 반드시 사용 

    마) 공유폴더 사용은 최소화하고 사용 시 반드시 패스워드 설정 

    바) 패스워드를 반드시 설정하고 주기적(매분기 1회 이상 권장)으로 변경 

    사) 웹사이트 방문시 설치하는 프로그램은 인증서 및 디지털 서명을 참고해 신뢰성 확인 후 설치 

    아) P2P, 메신저 등을 이용한 파일 다운로드 시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점검 후 사용(최신 백신으로 

발견되지 않는 악성 프로그램이 있음을 주의) 

    자) 중요한 자료는 패스워드를 설정해 저장하고 주기적인 백업의 생활화 

    차) 민감한 자료는 인터넷이 접속된 PC에 저장 금지 

    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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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방과과후후  학학교교  운운영영  추추진진계계획획가

  1) 목적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외 활동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고 전인교육의 차원에서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면서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을 추진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

며,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다양한 교육경험을 제공하여 학교의 교육기능을 보완한다.

    나)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여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구현한다.

    다) 학교의 시설 및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 활용을 극대화한다.

    라)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를 실현한다.

  2) 운영방향

    가) (프로그램 개설)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이 함께하는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다양한 교과 관련 

프로그램 등) 개설․운영한다.

    나) (참여 원칙)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 (학교운영위원회) 수강료(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용비-방역물품 구입가능)에 대한 사항 

등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학기 중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신설(변경)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추가로 받는다.

    라) (수강료) 수강료는 프로그램 특성, 예상 수강 인원, 지역사회의 사교육비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하

되, 학부모에게 과다한 교육비 부담을 주지 않도록 운영 필요 경비를 최소화한다.

    마) (운영 시간)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분리하되, 학생의 건강이나 정규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여 운영한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50분 단위로 운영하되, 프로그

램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알맞도록 정한다.

    바) (운영 방법) 질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 및 단체

에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운영하며 학생관리, 홍보, 평가 등은 상호 협력하여 운영할 수 있고, 맞춤

형 학력 향상 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사) (특색 사업) 학교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육성한다.

    아) 국고지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며 회계 관리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 투명성을 확립한다.

    자)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시 방과후학교를 운영을 중지, 연기하거나, 다양한 방법(실시간 쌍방향, 온

오프라인 연계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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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

    가) 운영 기간 : 2021년 3월 ~ 2022년 1월까지 운영

      (1) 기본 및 심화 선택형 방과후학교 강좌 – 학기 중 운영

       ∙ 대학입시 대비를 위한 교과 프로그램과 다양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

       ∙ 강좌 운영 세부 계획

      

강강좌좌형형태태 교교과과 세세부부계계획획

수준별 강좌 수학
단계형 과목인 수학교과는 학생 수준에 맞춘 수준별 교과 프로

그램을 개설

과목별 강좌
국어, 영어, 

사회교과 분과형

국어와 영어는 수능대비 수업 개설. 사회탐구영역은 한국사, 

사회문화, 한국지리, 법과 정치 등 개설한 후 학생들의 직접 

강좌 선택을 통해 개설 후 시행함.

무학년 강좌 교과융합형
국어, 사회 등의 교과와 관련된 영역 중 다양한 실제적 지식

을 익힐 수 있는 강좌를 개설함.

      ∙ 주간 운영 계획(기본·선택형 방과후학교) : 1․2․3학년은 주당 6-8시간

      ∙ 운영 방침 (학기 중 방과후학교) : 학기 중에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과후학

교를 실시한다. 

      

구구분분 월월 화화 수수 목목 금금

8교시
1,2,3학년 기본 

선택형 방과후 수업
1,2,3학년 기본 

선택형 방과후 수업
재량시간

1,2,3학년 기본 
선택형 방과후 수업

1,2,3학년 기본 
선택형 방과후 수업

9교시
3학년 기본 선택형 

방과후 수업
1,2,3학년 기본 

선택형 방과후 수업
재량시간

1,2,3학년 기본 
선택형 방과후 수업

3학년 기본 선택형 
방과후 수업

※ 세부 추진 계획(코로나19로 변경 가능)

      

일일정정 내내용용 비비고고
2021.3.03.-3.05. 강좌 개설 1인 1강좌 이상 개설
2021.3.07. 강좌 신청 08:00-17:00

2021.3.15.-7.09. 결재 및 강의
국어,사회:화8,목9 / 영어,제2외국어:목8,월8

/ 수학,과학:금8,화9 
2021.7.12.-7.16. 만족도 조사 컴퓨터실 이용, 담당교사
2021.8.17.- 8.20. 강좌 개설 1인 1강좌 이상 개설
2021.8.22. 강좌 신청 08:00-17:00

2021.8.23.-11.26. 결재 및 강의
국어,사회:화8,목9 / 영어,제2외국어:목8,월8

/ 수학,과학:금8,화9 
2021.12.13.-12.17

.
만족도 조사

컴퓨터실 이용, 담당교사, 22002222학학년년도도  방방과과후후학학교교  

운운영영  수수요요  조조사사  병병행행  실실시시

      (2) 기본형 방과후학교 강좌 - 방학 중 운영(코로나19로 변경 가능)

       ∙ 대학입시에 대비하는 방과후학교 교과 프로그램을 운영

       ∙ 강좌 운영 세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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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강좌좌형형태태 교교과과 세세부부계계획획

수준별 강좌 수학
단계형 과목인 수학교과는 학생 수준에 맞춘 수준별 교과 프로그

램을 개설

과목별 강좌
국어, 영어, 

사회교과 분과형

국어와 영어는 수능대비 수업 개설. 사회탐구영역은 한국사, 사

회문화, 한국지리, 법과 정치 등 개설

무학년 강좌 교과융합형
국어, 사회 등의 교과와 관련된 영역 중 다양한 실제적 지식을 

익힐 수 있는 강좌를 개설함.

   ∙ 운영 방침 (방학 중 기본형 방과후학교) : 1-4교시까지 운영하며, 기숙사 관리 등을 사유로 기본

형 방과후학교 참가 여부만을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음. 방학 중 운영은 학부모와 학생의 희망 수

요가 있을 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과후학교 운영 형태(기본형/선택형, 심화형 포함)를 

결정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 연간 추진 계획

    

기별 세부 내용 시수 시기
3 4 5 6 7 8 9 10 11 12 1

1학기 방과후학교
20시간 내외(강좌별)
(21.3.15.-21.7.09.)

여름방학 방과후학교
60시간 내외

(21.7.19.-21.8.06.)

2학기 방과후학교
20시간 내외(강좌별)

(21.8.23.-21.11.26.)

겨울방학 방과후학교
60시간 내외

(22.1.3.-22.1.21.)

   ※ 학교 사정에 따라 운영 방법 등은 변동될 수 있음. 

      (3) 심화 선택형 방과후학교 강좌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등 학생들이 희망하는 수능 위주의 강좌 개설

       ∙ 과도한 입시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개설

       ∙ 신청인원 11-17명(최대) 이상 강좌를 개설함을 원칙으로 함.(교육청 지침에 의거 강사보전비 

지원이 50%로 확대되면, 8-17명으로 강좌를 개설할 수 있음)

       ∙ 주간에 수업을 실시하더라도 교과협의회에서 심화 수업으로 인정하면 야간 심화 수업 강사료

에 준하여 지급함.)

        ㈎ 운영시간  

       ∙ 학기 중: 월, 화, 목, 금 19시 40분 ~ 20시 40분(60분)

       ∙ 방학 중 : 5~6교시 / 7~8교시(100분)

        ㈏ 운영형태 

       ∙ 강좌의 특성에 따라 심화 강좌반 형태로 운영(교과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수학은 수준별로 반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운영의 효율성 및 신청자 수

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함.

        ㈐ 운영기간 및 강사료 : 강좌 당 10회 기준으로 운영, 10분에 11,000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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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 운영 세부 계획

       

강강좌좌형형태태 교교과과 세세부부계계획획

수준별 강좌 수학
단계형 과목인 수학교과는 학생 수준에 맞춘 수준별 교과 프로그램

을 개설

과목별 강좌

국어, 영어, 

사회교과 

분과형

국어와 영어는 수능대비 수업 개설. 사회탐구영역은 한국사, 사회

문화, 한국지리, 법과 정치 등 개설한 후 학생들의 직접 강좌 선

택을 통해 개설 후 시행함.

무학년 강좌 교과융합형
국어, 사회 등의 교과와 관련된 영역 중 다양한 실제적 지식을 

익힐 수 있는 강좌를 개설함.

      (4) 외국어 심화 방과후학교

        (가) 운영시간 : 평일 19시 30분∼20시 40분(70분)

        (나) 운영형태 :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어 심화 학습을 위한 강좌

        (다) 운영방법 : ‘리로프로그램’을 통해 신청 후 담당부서에서 기안, 운영함.

        (라) 종류 : 영어 능력 향상반, 영어 시사토론 및 작문 능력 향상반, 영어 시사토론 및 독해 

능력 향상반, 중국어 능력 향상반, 일본어 능력 향상반, 러시아어 능력 향상반, 

아랍어 능력 향상반 등

      (5) 예술 소양 방과후학교 강좌

        ㈎ 종류 : 실내악반(플루트, 바이올린, 첼로), 사물놀이반 등

        ㈏ 운영시간 : 월, 수 18시 50분 ~ 19시 40분(50분) 또는 야자 1차시

        ㈐ 운영형태 : 희망자를 대상으로 본교 교사와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운영

        ㈑ 운영기간 : 학기 당 8회 기준으로 하여 운영(학교 사정 상 변동 가능성 있음) 

      (6) 선택형 방과후학교 강좌는 학기별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외부 강사는 강좌 종료 후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후 차후 계약 여부를 결정함.)

     ※ 외부강사 초빙 강의 후 만족도 조사 실시 – 이후 계약 여부 결정함.

     ※ 본교 방과후학교 운영 상황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운영기간 1학기 2021.03~ 
2021.07

여름
방학 7월 19일~8월6일 2학기

8월 23 
~ 

11월 26 

겨울
방학

1월 3일
~ 

1월 21일

운영시간 주중 16:40~
18:30 토요일 08:40~

12:20 휴일 미운영 방학 08:40~
18:30

수요. 만족도조사 실시 계획 1학기 7월 12일 ~ 7월 16일 2학기 12월 13일 ~ 12월 17일

실   천   내   용 목 표 시 기 대 상 비 고
 ∘ (연간)운영계획 수립 1회 2월 담당교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방과후학교 강사 모집 ․ 선정 ․ 계약 1회 2, 3월 강사
 ∘ 세부운영계획 수립 1회 3월 담당교사
 ∘ 정보 공시 1회 4월  담당교사 학교알리미
 ∘ 수강료 징수(학기별) 4회 학기별 수강생 1, 2학기, 겨울방학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급 2회 1학기, 
2학기, 겨울방학 해당학생

 ∘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1회 학기 또는 학년말 수강생, 학부모

 ∘ 프로그램 활동 홍보 연중 수시 전교생,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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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검토 심의

    가) 학교운영위원회

      (1)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수익자 부담경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 방과후학교 연간운영계획(프로그램명, 수강료, 운영횟수, 수강정원, 위탁형태, 강사 선정계획, 

교재와 재료선정, 홍보, 평가, 학생관리 계획 등) 적정성 심의(자문)

∙ 운영 중 프로그램 신설 등의 사유 발생시 추가 심의(자문) 실시

      (2) 운영위원회는 방과후학교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3) 방과후학교 소위원회가 사전 검토한 결과를 청문할 수 있다.

    나) 방과후학교 소위원회

      (1) 목적

∙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안정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를 기한다.

      (2) 추진 내용

∙ 방과후학교 소위원회 구성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2인, 학부모 자문위원 1인

위원장 :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자문위원

위원 ○○○, 위원 ○○○

간사 : 방과후 담당교사
학부모위원 ○○○

∙ 역할

 -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의 운영(방과후학교 위탁 계약, 위탁업체 선정, 강사채용, 교재 및 강

사료 책정 등 방과후학교 관련 일체 사항 심의)

 - 기타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 및 관리 방안 협의

  5) 개인위탁강사 선정·계약

    가) 강사 공고 방법

      (1) 공고기간은 민법 제6장에 따라, 초일은 불산입 하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

한 때에는 그 익일을 만료일로 하여 접수마감일까지 최소 7일 이상의 기간을 확보한다.

      (2) 강북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방과후학교지원센터 두 곳에 공고한다.

      (3) 반드시 공모 절차를 거치되, 응모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공고기간 5일 확보) 절차를 진행하

나, 1인 응모 시에는 재공모 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다.

      (4) 학교지원센터에서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선정 업무 일부를 지원하게 됨에 따라 학교지

원센터를 활용하여 공고를 진행한다.

∙ 신청방법: 강북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학교지원시스템-방과후강사 선정지원’에 신청

∙ 지원내용: 방과후학교강사 선정 업무 중 ‘공고-서류접수-접수결과 알림’ 지원

    나) 강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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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강사의 자격은 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의 자격 기준에 준하여 적임자를 선정한다.

      (2) 강사와 프로그램 위탁계약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3) 외부강사 선정 및 위탁계약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받고, 

취업 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한다.

      (4) 제안서와 운영능력심사를 통해 선정된 강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계약을 체결한다.

      (5) 본교 교사(내부 강사)는 방과후학교 운영계획(내부결재)으로 갈음한다.

      (6) 계약 절차

∙제안서와 운영능력심사를 통해 선정된 강사는 학교장과 계약한다.

∙강사 계약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심의 공고 응모 심사 조회 계약

 연간 운영 
계획 심의
(강사 선정 
계획 포함)

⇒

공고문 게시
(강북교육청, 

방과후학교지원센터
 5일(등록일 제외) 이상 공고)

⇒구비서류 제출 ⇒
제안서 및 

운영능력 심사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
프로그램 
위·수탁 
계약 체결

∙계약은 학교의 장과 강사 간 1:1로 계약하고 2매 이상인 경우 간인 날인한다.

∙개인위탁 강사와의 계약은 강사료만을 대상으로 한다.

    다) 계약 해지 

      (1) 자동 해지 : 계약 기간이 만료될 시

      (2) 학교장에 의한 해지

      • 즉시 해지 : 해지 통지 시 즉시 효력 발생

       -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

       -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학생을 지도하기에 심히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해

지 후 즉시 교육청에 보고)

      • 절차 해지 : (해지 15일 전 해지사유서 통지→강사 동의) 후 효력 발생

       -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무단 결강하였을 때

       - 프로그램 운영 준비 및 학생 지도 소홀 등으로 강사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 기타 계약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 되었을 때

      (3) 강사 해지 : 강사가 프로그램 운영을 스스로 포기할 시

      • 강사 계약 해시 시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학교와 교육청은 외부강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라) 재계약 

  만족도 평가(1, 2학기 2회) 결과 100점 만점의 평균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재계약 할 수 있다. 다

만, 총 재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공모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마) 강사 준수사항

      (1) 수강생의 출석 상황을 파악하고, 지각․결석 시 학생 및 학부모에게 연락하며, 프로그램 운영 계

획안을 제출한다. 

      (2) 강의 시간에 수강생을 체벌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는 금지하며,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고 대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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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강의 후 교실 정리정돈 및 시설물의 훼손이 없도록 한다.

    바) 강사 선정 기준(첨부 양식 참고)

    사) 추가 제출서류(최종합격자)

① 위 수탁 계약서 2부(단위학교에서 준비)

②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동의의서서  11부부

※※  회회신신서서는는  행행정정정정보보공공동동이이용용시시스스템템((hhttttpp::////sshhaarree..ggoo..kkrr))을을  통통해해  조조회회  

③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흉흉부부  XX--rraayy  포포함함]] 1부

    (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

※ 보건소 발행 건강진단서의 경우 전염성 질환 유무만 확인되므로 불가함

④ 통장 사본 1부

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 사본 1부  

⑥ 강사 활동 확인서 및 자격증(원본대조) 사본 1부

⑦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⑧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⑨ 청렴서약서

    아)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2) 강사 계약 후라도 결격 사유 발생 시 자동 계약 해지된다.

      (3) 1차 서류 전형 실시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다.

      (4) 기타사항은 본교 방과후학교 운영규정에 따른다.

      (5)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한다.

     ※ 경력증명서 혹은 활동확인서로 증빙할 수 있는 교육기관 경력 내용만 경력 인정

     ※ 국가자격 또는 자격 기본법에 따라 공인 받거나 등록한 민간자격증에 한하여 인정함. 등록

하지 않은 민간자격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 등록된 국가·민간자격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민

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 통해 해당자격 등록 여부 확인가능.

      (6) 접수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시자 본인이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직접 서류를 반환해 가야 한다. (단, 반환 청구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까지 하며, 그 기간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일체 서류는 파기함)

      (7) 유선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본교에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6) 회계관리

    가) 회계 관리 및 운영  

      (1) 수강료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의미하며, 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용비로 구성된다.  

      (2)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별(방학)로 징수한다.

      (3) 학교 회계 절차에 의해 수익자 부담으로 도서 또는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는 세부 운영계획 심

의를 받는다.

      (4) 강사료는 프로그램 운영 단위로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 지급한다.

      (5) 강사료는 대가지급청구서(학생 출석부, 강의확인서 등)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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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매년 수강료는 물가상승률 또는 임금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나) 수강료 산출 기준 (수용비 5%)

     

순 과목명
인원
(예상)

1인당 예상 수강료

(※도서구입비와 재료구입비 미포함) 비 고
강사료 수용비 계

1 A프로그램 160 35,000원 1,750원 36,750원 도서 구입비와 재료
구입비는 별도

    다) 2021학년도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1) 수강료 환불 절차

①①  환환불불  사사유유  발발생생  →→  ②②  업업무무담담당당자자  확확인인  →→  ③③  기기안안  및및  결결재재  →→  ④④  행행정정실실  확확인인  후후  환환불불  

※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시 당해 연도 방과후 학습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수강료 반환사유 및 기준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

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

이 1월 이내인 경

우(방학 중)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후 환불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

이 1월을 초과하

는 경우(학기 중)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개시 이후
이미 납부한 전체 수강료 중 반환 사유 발생일

까지의 수강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 단, 학교 행사 참여로 인하여 수강을 포기할 경우,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라도 수강료 징

수기간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준한다.  

    라) 자유수강권 지원 (2021년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 지원 목적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로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2) 지원 방법

    - 자유수강권 대상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 수강할 수 있도록 학생에게 자유

수강권 지급

      (3) 지원 대상 및  순위

    - (1순위)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준 보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한부

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 기준중위소득 70% 범위(2020년 이후)에 속하는 자

    - (3순위) 학교장 추천(자유수강권 선정학생 수의 10% 이내)

    - 기타 :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보훈대상자 자녀 및 다자녀가정 

자녀(셋째자녀부터 지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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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학교장 추천 시 공정성 강화

    -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회의록 작성․보존한다. 

      (5)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

      (6) 자유수강권 지원 방식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학부모만 가능)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하

면, 구군에서 실시한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학교(NEIS)에 통보, 학교가 지원대상자 선정(지원 대

상자에게는 학교에서 납입금을 면제처리)

    

신청(21.3.~)

▶

접수

▶

소득재산 조사

▶

대상자 결정

학부모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행복e음)

소득·재산조사
(행복e음)

학교

(NEIS)

      (7) 사용 범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학생의 필요에 따라 자유로운 수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 지원대상 학생이 참여한 프로그램의 수강료(강사료, 수용비),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및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과정 내의 현장학습 및 체험 활동 경비(입

장료, 대여료, 교통비) 등에 지원 할 수 있다. 

      (8) 방과후학교 참여가 불성실한 학생에 대한 자유수강권이용 제한 및 지원중지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최초 1개월 출석률이 50%미만일 때 : 학생 및 학부모에게 지원중지 안내 → 

2개월 연속 출석률이 50% 미만일 때 : 경고 → 3개월 연속 50% 미만일 때 : 지원중지

 

  7) 학생 관리 및 안전지도

    가) (출결관리) 학부모에게 지각, 결석 상황을 안내하고 출석을 독려한다.

    나) (생활지도) 프로그램 참여시 교사에 대한 예의 및 참여 태도와 관련하여 수시 지도한다.

      (1) 긍정적이고 바른 생활 태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한다.

      (2) 학생 건강을 위한 청결한 환경 유지, 청소 시 임장 지도한다.

    다) (안전지도) 안전지도 및 안전예방교육을 실시한다.

      (1) (담당교사) 교내 안전 지도 및 안전 귀가 지도를 실시한다.

      (2) 방과후학교 운영 교실을 집중 배치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CCTV나 방화차단막 등을 활

용하여 안전사고를 대비한다.

    라)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 다만,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법률에 의무보험가입규정이 있

는 경우 포함)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 신

청한다.

※ 외부위탁업체와 계약 시에는 업체의 고의․과실의 경우, 보상청구 가능하도록 민간보험(영업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조항을 명시.

    마) 학교장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의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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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학교장은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중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단계별 조치

사항에 따라 사안 처리한다.

※ 본교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외부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의 방과후학교 활동을 

불허함.

  8) 홍보

    가) 홍보내용

      (1) 학생 중심의 방과후학교 활동 내용 – 희망 학생, 요구 부서 편성 운영 등

      (2) 학교운영위원회 중심의 운영 방법(심의․결정․집행 상황에 대한 투명성 등)

    나) 홍보 방법

      (1) 학교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 문자전송 등을 통한 홍보

      (2) 각종 회의 및 학부모 모임을 통한 홍보

    다) 나이스 방과후학교 개편시스템 적극 활용하여 업무 절차의 표준화 및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로 효

율적인 방과후학교 운영을 도모하고, 교직원 및 학생, 학부모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적극 실

시한다. 

  9) 평가

    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공개 등을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프로그램 질 개선에 활용한다.

    나)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한다.

    다) 학부모 모니터링을 활성화하여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반영한다.

평가 영역 평가 내용 평가자 비고

만족도 조사

○ 프로그램 및 강사 만족도 조사
- 프로그램 내용 및 구성에 대한 만족도
- 강사 만족도

(교수방법, 내용의 충실성, 전문성 등)

학생, 학부모 학교 여건에 따라
학기별, 학년말 실시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조사 학생, 학부모,
교사

자체
점검·평가회

○ 계획수립, 운영개선, 예산확보 및 예산집행, 
강사모집, 학습 계획 등 교장, 교감, 교사 학년말

  10)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1학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방과후학교 운영 기본계획에 따른다. 

  11) 기대효과

∙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경험의 제공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에 기여할 수 있다.

∙ 학교 여건에 알맞은 사교육 수요의 교내 흡수를 통해 사교육비를 경감시킬 수 있다.

∙ 수요자 요구에 대응하는 프로그램 개설을 통해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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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학력력증증진진  추추진진  계계획획나
 

  1) 목적 

    가) 기초 기본 학습능력 향상이 필요한 학생을 지원한다.

    나)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한 단계 더 높이도록 지원한다. 

    다) 전교직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학생-교사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2) 방침 

    가) 전교직원의 참여를 위하여 학년부, 교육연구부, 외국어교육부와 협력한다.

    나) 학년부 위주로 기초 학력 신장과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 학력향상부 위주로 선택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의 학업을 심화한다.

    라) 외국어 교과와 협력하여 각종 외국어 관련 학업 능력 향상을 꾀한다.

  3) 세부운영계획 

    가) 필요 시 각 학년부에서 기초 및 심화 학력 프로그램(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반 등)을 운영 한다.

    나) 학력향상부에서 추진하는 선택 심화 프로그램에 협력하고, 학습 관련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다양한 

학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설을 유도하고 권장한다.

    다) 외국어 관련 기존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외국어고로서의 특성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권장한다.

    라) 학력증진 및 평가 분석 협의 및 자체 연수

순순 연연수수  시시기기 내내용용 발발표표자자

11 4월 3월 전국학력평가 분석 평가 연수 학년부

22 4월 교과협의회별 효과적인 교과지도 방안 연수 해당 교과 교사

33 4월 과목별 1학기 중간고사 평가 문항 개발 연수 교육정보부

44 5월 1학기 중간고사 분석 평가 각 교과, 교육정보부

55 6월 과목별 1학기 기말고사 평가 문항 개발 연수 교육정보부

66 7월 6월 전국학력평가 분석 평가 연수 학년부

77 8월 1학기 기말고사 분석 평가 각 교과, 교육정보부

88 9월 과목별 2학기 중간고사 평가 문항 개발 연수 교육정보부

99 9월 교과협의회별 효과적인 교과지도 방안 연수 해당 교과 교사

1100 10월 9월 전국학력평가 분석 평가 연수 학년부

1111 11월 2학기 중간고사 분석 평가 연수 교육정보부

1122 12월 11월 전국학력평가 / 2학기 기말고사 분석 평가 학년부, 교육정보부

1133 12월 과목별 2학기 기말고사 평가 문항 개발 연수 각 교과/교육정보부

1144 12, 2월
2021년도 학교교육과정운영 종합 평가 및 2022학년도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 연수
교육과정부

  4) 기대효과

    가) 기초 기본 학업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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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선택 심화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 능력이 심화될 것이다.

    다) 전공어 및 부전공어 구사 능력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라) 프로그램 참여를 학생부에 기재하여 학생의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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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연간간업업무무  추추진진  계계획획가

  1) 목표

    가) 효과적이고 인상적인 학교 홍보 활동을 통하여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한다.

    나) 본교의 교육활동과 학생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지역 사회의 관심과 지원율을 제고한다.

    다) 울산시 관내 전체 중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의 중학교를 대상으로 본교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

하여 ‘성숙한 인격과 실력을 겸비한 세계 선도적 인재 육성’이라는 학교 교육 목표에 적합한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한다.

  2) 기본방향

    가) ‘찾아가는 입학설명회’와 ‘찾아오는 입학설명회’를 적절한 시기에 개최하여 학교의 교육활동과 우수

성을 널리 알리고 지원율을 높인다. 

    나) 합리적이고 명확한 원칙에 의한 전형 관리를 통해 전형 과정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 

    다) 중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와 3학년부장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학년 초부터 학생, 학부모, 교

사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한다.

    라) 입학홍보도우미를 선발하여 입학홍보에 적극 참여시켜 우수 학생을 유치하고 봉사정신을 함양한다.

  3) 월별 추진 계획

추추진진  과과제제 세세부부  내내용용
시시기기((월월))

33 44 55 66 77 88 99 1100 1111 1122 11 22

학학교교  홍홍보보  및및  

신신입입생생  선선발발

중학교 입학관계자 간담회

찾아가는 입학설명회

찾아오는 입학설명회

자기주도학습전형 워크숍

자기주도학습전형

입학홍보도우미 활동

학교 홍보자료 제작

신신입입생생  지지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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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학교교  홍홍보보  활활동동나

  1) 중학교 입학 관계자 간담회 개최

    가) 목적

  중학교에서 입학을 총괄하는 실무자(중 3부장 등)와 교육청 및 본교에서 간담회를 실시함으로써 학

교 및 입학 전형에 관해 소개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우수 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나) 기본 방침

      (1) 본격적인 학교 홍보를 시작하기 전에 각 학교 중 3부장들과 연락처를 교류하는 등 인적 네트

워크를 구성하여 입학업무 추진을 원활하게 하는 토대를 마련한다.

      (2) 학교에서 실시하는 간담회 초청 범위: 3학년 부장 교사(필수), 기타 본교 입학 전형에 관심 있

는 관리자 및 교사(선택)를 대상으로 한다.

  2) (중학교로) 찾아가는 입학설명회 개최

    가) 목적

  희망하는 중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울산외고의 우수한 교육과정, 교

육환경, 교사진, 졸업 후 진로 및 진학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우수 학생을 유치하고자 한다.

    나) 기본 방침

      (1) 중학교 진로진학 상담교사와 3학년 부장 교사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2) 전체 중학교를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학교 공개의 날’,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진로진학특

강’ 등 해당 중학교의 학사 일정에 따른 홍보 기회를 최대한 확보한다.

      (3) 재학생 및 학부모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학교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다) 추진 계획

      (1) 홍보 기간: 5 ~ 7월 중 중학교의 요청에 의한 입학설명회 개최 및 입학 상담을 실시한다.

      (2) 활동 강사: 입학홍보부장, 홍보업무 담당자가 담당한다.

  3) (본교로) 찾아오는 입학설명회 개최

    가) 목적

    중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를 초청하여 울산외고의 우수한 교육과정, 교육환경, 졸업 후 진로 및 

진학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진학의욕을 고취시키고 진학 의사결정을 돕는다.

    나) 기본 방침

        (1) 중학교의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기간을 피하여 학기당 1회 ~ 2회 정도 

계획을 수립한다.

        (2) 중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나 3학년부장교사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다.

        (3) 입학홍보도우미, 방송반의 봉사활동을 통해 업무 추진을 원활하게 한다.  

    다) 추진 계획

        (1) 실시 횟수: 3회[1학기 : 1회, 2학기 : 2회] 

        (2) 실시 기간: 7월,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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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활동 강사: 입학홍보부장, 홍보업무 담당자 등

  4) 입학홍보도우미 활동 운영

    가) 목적 

  출신 중학교를 고려하여 입학홍보도우미를 선발하여 운영함으로써 우수 학생을 유치하고 재학생들

이 봉사 정신을 함양하고자 한다.

    나) 기본 방침

      (1) 인성키움 동아리로 구성하여 각종 홍보활동 및 입학설명회 도우미로 활동한다.

      (2) ‘찾아가는 입학설명회’나 ‘찾아오는 입학설명회’의 도우미로 활동한다.

      (3) 우수한 후배 유치에 있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도록 하여 후배 유치에 있어 주도적인 역

할을 하게 한다.

      (4) 교내외 활동에 대해 실제 활동 시간을 대상으로 연간 20시간 내외의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한다. 

    다) 추진 계획

      (1) 자격: 1, 2학년 학생 중 입학 홍보 행사에 성실히 활동할 학생

      (2) 모집인원: 20명 내외

      (3) 활동 방법: 교내 학교홍보동아리(UFLA)를 활용

신신입입생생  선선발발  활활동동다

  1) 입학전형인력풀 구성 운영

    가) 목적 

  입학전형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년 초 입학전형위원 인력풀을 구성하여 입학업무를 준비함

으로써 입학 업무에 만전을 기한다.

    나) 기본 방침

      (1) 담임교사를 제외한 전 교사를 대상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중 입학전형위원회 참석 및 협의를 통해 입학 업무 전반을 이해하도록 한다. 

      (3)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주관하는 연수를 통해 입학 전형 업무 전반을 파악하여 입학전형 업무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한다.

    다) 추진 계획

      (1) 자격: 담임교사를 제외한 전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

      (2) 연중 실시되는 입학전형위원회 등의 입학 전형 업무와 관련한 활동에 참여한다. 

      (3) 입학전형 문제 출제를 위한 입소 시 최종 전형위원을 선정한다. 

   

  2) 입학전형위원 연수 실시

    가) 목적 

  입학전형 업무에 종사하게 될 위원들의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켜 입학전형 업무가 차질 없

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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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본 방침

      (1) 입학전형인력풀에 해당하는 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2) 적극적인 연수 참여를 통해 입학 전형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신장하도록 한다.

    다) 추진 계획

      (1) 입학담당관 심화 연수 : 2021년 4월. 입학홍보부장 

      (2) 입학전형위원 연수

         (가) 신규 연수 : 2021. 7월 중

         (나) 보수 연수 ; 2021. 8월 중

  

  3) 자기주도학습전형 전형위원 워크숍

    가) 목적

  효율적인 전형 관리 및 우수한 신입생 유치를 위한 입학전형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모의 전형을 

통해 공정한 전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기본 방침

      (1) 자기주도학습전형 전형위원을 중심으로 모의 면접을 실시한다.

      (2) 전형의 전반적인 흐름과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관련된 세부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한다.

    다) 시행 시기: 11월 중

신신입입생생  사사전전  교교육육라

  1) 목적

  신입생들이 입학 전 고등학교 생활에 필요한 전공 기초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교생활을 체험하게 함으

로써 입학 후 적응을 돕는다.

  2) 기본 방침

    가) 과목별 기본 과제를 제시하고 과제물 평가를 실시한다.

    나) 전공 및 영어 기초 능력 배양을 위한 원어민 수업을 진행한다.

    다) 과제 평가를 통해 출발점을 확인하고 반 편성 자료로 활용한다.

  3)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운영

    가) 기간: 2022년 2월 중 1일간 운영

    나) 내용 

      (1) 각 부서별 교육 활동 소개, 학생 활동 소개, 동아리 소개, 기숙사 체험

      (2) 소속감과 애교심 고취를 위한 선배와의 만남 실시

      (3) 진로와 자아 존중감 향상을 위한 유명인사 특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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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2211학학년년도도  업업무무추추진진  로로드드맵맵마

월월 업업무무 담담당당자자

33월월

·입학홍보부 연간 운영 계획 수립 부서 부장

·입학전형위원회 인력풀(pool) 구성 홍보부 기획

·자기주도학습전형 연수 대상자 확정 홍보부 기획

·1차 입학전형위원회 개최: 입학전형위원회 규정, 전편재입학 규정 심의 입학전형위원

·입학전형위원회 규정, 전편재입학 규정 수립 입학전형위원

·입학전형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구성 입학전형위원

44월월

·고등학교 입학업무 담당자 협의회 참석 부서 부장

·입학담당관 연수 참석 부서 부장

·2차 입학전형위원회 개최: 2022학년도 입학전형요강(안) 심의 입학전형위원

·상반기 중학교로 찾아가는 입학설명회 계획 수립 및 홍보
부장 및 

홍보담당교사

·입학홍보물품 구입 홍보담당교사

·입학설명회 자료집 제작 홍보담당교사

·입학설명회 파워포인트 제작 홍보담당교사

·학교 홍보 영상 제작 홍보담당교사

55월월
·상반기 중학교로 찾아가는 입학설명회 시작 전 부원

·2022학년도 입학전형 요강(안) 확정 입학전형위원

66월월
·제1회 찾아오는 입학설명회 계획 수립, 홍보

부장 및 
홍보담당교사

·상반기 중학교로 찾아가는 입학설명회 진행
부장 및 

홍보담당교사

77월월

·상반기 중학교로 찾아가는 입학설명회 진행
부장 및 

홍보담당교사

·제1회 찾아오는 입학설명회 개최 전 부원

·유사도 검증시스템 사용자 등록 홍보부 기획

88월월
·중학교 3학년 부장 간담회 계획 수립 및 실시 전 부원

·2022학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 온라인 원서접수 시스템 구축 홍보부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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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월 업업무무 담담당당자자

99월월

·2022학년도 입학전형 요강 공고 부서 부장

·2022학년도 입학전형 안내(관내 전 중학교) 홍보부 기획

·2022학년도 입학전형(아랍어과) 안내(전국 전 중학교) 홍보부 기획

·2022학년도 입학전형 요강 책자 제작 홍보부 기획

·2022학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 운영을 위한 합숙 장소 확정 홍보부 기획

1100월월
·제2회 찾아오는 입학설명회 계획 수립 및 홍보

부장 및 
홍보담당교사

·2022학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 교육청 위촉 입학전형위원 요청 홍보부 기획

1111월월

·제2회 찾아오는 입학설명회 개최 전 부원

·2022학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 세부 시행 계획 수립 부서 부장

·2022학년도 입학전형위원 최종 명단 확정 입학전형위원

·2022학년도 울산외고 입학원서 작성 및 제출서류에 관한 안내문 발송(관내 

전 중학교)
홍보부 기획

1122월월

·2022학년도 원서 접수, 서류 확인, 서류 보완 요청(등급확인서)
전 부원 및 

행정보조 3명

·1단계 합격자(면접 대상자) 사정 및 합격자 발표 전 부원

·2단계 면접전형 계획 수립 홍보부 기획

·입학전형위원 워크숍, 면접진행요원 워크숍 실시 홍보부 기획

·면접문항 출제를 위한 입소 준비 및 출제본부 운영 전 부원

·면접문항 출제 입학전형위원

·최종합격자 사정 및 발표 홍보부 기획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사도 검증시스템 검증 결과 보고 홍보부 기획

11월월
·2022학년도 입학전형영향평가 보고서 제출 부서 부장

·2022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현장 점검 부서 부장

22월월

·2022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실시 전 부원

·2022학년도 신입생 과제평가 결과 보고 및 영어과 제2전공어 배정 홍보부 기획

·2022학년도 신입생 반 편성 홍보부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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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향가

  ○ 공동체 속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 질서 있는 생활, 책임감 있는 인성 함양

  ○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함양

  ○ 학교보건교육과 보건봉사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증진 및 감염병 예방에 노력

추진 내용나

기숙사 운영

  1)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주변 환경조성

  2) 화재, 지진 등 학생들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 지도

  3) 기숙사 운영 수칙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통하여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룸메이트 및 사생 간 친화도모를 통해 건전한 사회성 배양  

프프로로그그램램 목목적적 운운영영방방법법

심야학습실 운영
사교육 경감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함양

◦ 희망자에 한하여 학습실 개방

◦ 지도교사(사감) 임장지도

정보실운영
인터넷학습사이트를 통한

교육서비스 기회제공

◦ 신청자를 받아 효율적으로 배분

◦ 지도교사(사감) 임장지도

기숙사 학생자치회 활동
기숙사생활에 대한 

사생 의견 수렴

◦ 4월 중 자치회 조직

◦ 매월 3째주 정기모임

환경

  1) 환경 및 청결 의식 고취

  2) 에너지 절약정신의 생활화

  3) 친환경적 생활태도를 지니게 함

  4) 책임감과 봉사정신 부여

업업  무무 프프로로그그램램 시시기기 비비고고

환경

 ∘ 환경도우미 운영

 ∘ 에너지 절약 도우미 운영

 ∘ 환경의 날 행사실시

 ∘ 학급 및 특별교실 정비

연중

연중

5월/10월

5월/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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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운영 및 교육실시

  1) 지속적 건강관리와 위생관리로 최상의 컨디션 유지

  2) 편안한 보건실 운영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 도모

  3) 다양한 교육(성교육, 양성평등교육, 성매매 및 성희롱 성폭력 예방, 감염병 예방, 미세먼지 대응등) 실

시로 위기대처능력 함양

  4) 주기적인 학교 환경위생 및 안전상태 점검으로 학생들의 질병예방 및 건강유지

추추진진업업무무 추추진진내내용용 비비고고

보건실 운영

 ∘ 학교보건 및 건강 증진 계획 수립(3월)

 ∘ 학생 건강 조사 및 신체검사 계획 수립(3월)

 ∘ 성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계획 수립(3월)

 ∘ 보건실 시설 정비(연중)

 ∘ 학교 감염병 관리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대책 마련(연중)  

∘ 성교육 담당자 지정, 운영

∘ 교과, 창의적체험활동 등 

모든 학교교육활동을

통한 성교육 실시

∘ 성희롱 고충상담원 창구

설치 및 고충 상담원

지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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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향가

  ○ 기초학력 증진 등 맞춤형 학력 신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력 신장

  ○ 진로 개척 활동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진로-진학관리

  ○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으로 인성과 실력을 갖춘 글로벌 리더 양성

  ○ 자율성 신장과 책임감 고취를 위한 학생자치문화 형성 

추진 내용나

학력향상 프로그램

프프로로그그램램 세세부부  내내용용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실 운영

 ∘ 학습실에 개인별 지정 좌석을 배정

 ∘ 밀도 높은 자기주도학습 환경을 제공

 ∘ 학습실 도우미 학생을 활용하여 자율적인 학업 분위기 조성

 ∘ 학습실 도우미 학생에게는 봉사활동 학기당 10시간 부여

체계적인

진로-진학 관리

프로그램 운영

 ∘ 개인별 종합 학력관리표 작성 및 상담

 ∘ 학부모를 위한 진학설명회 및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 선택형 기본 방과후학교 운영

 ∘ 선택심화 방과 후 학교 운영

 ∘ 또래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리더십 함양, 진로체험행사

제제목목 대대  상상 일일시시 장장소소 내내용용

행복어울림 
특별교육과정

1학년 
전교생

2021.03.19.(금)

(1일)

울산외국어고등학교

교실 및 특별실

울산학생교육원 

자체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진로캠프

1학년 
전교생

 2021.09.09.(목)~09.10.(금)

(1박 2일)

울산외국어고등학교

교실 및 특별실

명사초청 특강,

학습 컨설팅, 학과소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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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특색 프로그램

프프로로그그램램 세세부부  내내용용

1학년 

자치위원회 운영

 ∘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 활동을 통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 및 자기 능력 계발을 

위해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함.

 ∘ 학생과 학생, 학생과 학교와의 소통을 책임지고 협의와 논의를 해나가는 통로 역할 수행

우리는 진로 탐험가 

프로젝트

 ∘ ‘우리는 진로 탐험가’ 자율동아리 활동

 ∘ ‘우리는 진로 탐험가’ 프로젝트 운영

 ∘ 프로젝트 우수 활동상 시상

또래학습 멘토링 

프로그램

 ∘ 멘토가 교과, 비교과 영역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설 한 후 멘티를 모집하여 운영

 ∘ 멘토 프로그램별 학습일지 작성 및 리로스쿨 탑재

 ∘ 멘토에게 학년말 봉사시간 부여

각종 활동 및 시상계획

수수상상명명 시시행행((월월)) 참참가가대대상상 내내용용

행복 어울림 교육과정 체험우
수활동 발표회

3 1학년 전체
프로그램 참여 후 느낀 점을 다양한 

형식으로 발표하고 우수 사례는 공유함.

리더십 진로캠프 
우수 활동 발표회

9 1학년 전체
프로그램 참여 후 느낀 점을 다양한 

형식으로 발표하고 우수 사례는 공유함.

우리는 진로 탐험가
프로젝트 우수 사례 발표회

12 1학년 전체
프로그램 참여 후 느낀 점을 다양한 

형식으로 발표하고 우수 사례는 공유함.

또래학습 멘토링 프로그램 우
수 사례 발표회

12 1학년 전체
프로그램 참여 후 느낀 점을 다양한 

형식으로 발표하고 우수 사례는 공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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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향가

  ○ 학생 자기주도학습 능력 신장

  ○ 맞춤형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력 신장

  ○ 진로개척 활동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진로·진학 관리

  ○ 인성과 실력을 갖춘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 함양

추진 내용나

교학상장 또래멘토링

세세부부  내내용용

교학상장

또래학습 

멘토링

프로그램

 ∘ 멘토-멘티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만남으로 능률적인 학습 유도

(매주 수요일 9교시, 교실)

 ∘ 학교생활 다방면에 걸친 멘토링 활동  

(취약한 과목 보완, 학습 방법, 공부 습관, 진로 상담 등)

 ∘ 희망 신청자 간 협의 하에 멘토링 활동 내용 및 멘토-멘티 구성

 ∘ 멘토에게는 봉사활동 시간 부여(학기당 10시간)

   → 프로그램 진행 시 학습일지를 작성하여 담당교사 확인

   → 학습일지를 통해 확인된 봉사시간 부여, 학생부 및 교사추천서에 기재

   → 봉사활동 영역은 교내봉사활동으로 기재

(봉사시간은 학습일지에 기록된 시간의 합, 봉사활동명 “교학상장 또래학습 멘토링”)

우리는 진로전문가

운운영영  방방법법 세세부부  내내용용

 ∘ 2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함

 ∘ 학생의 희망에 따라 3명에서 7명 사이의 학생이 모여 

자율동아리별 활동 계획서 작성

 ∘ 계획서 심사 후 소모임 개설

 ∘ 2학기 말까지의 수차례 지속적 활동을 통해 진로동아리

별 보고서 작성 

 ∘ 운영 장소: 2학년 각반 교실 및 특별실

(3층 시청각실, 4~5층 전공어실 등)

 ∘ 운영 기간: 2021년 5월 ~ 2021년 12월

 ∘ 운영 시간: 매주 월요일 9교시 

 ∘ 조편성: 관심 진로별 조 편성 

 ∘ 추후 보고서 제출 및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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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수학여행 운영

대대  상상 일일시시 장장소소 비비  고고

2학년 
학생 전원

2021년 9월 6일(월)

 ~ 9월 10일(금) (4박 5일)
제주도

 수학여행 안전교육 실시

 수학여행 우수 소감문 시상

청소년 리더십 진로캠프

대대  상상 일일시시 장장소소 비비  고고

2학년 학생 전원 2021년 4월 1일(목) ~ 4월 2일(금) 교실 및 시청각실, 체육관  

지역 주제 탐구

대대  상상 일일시시 세세부부  내내용용 비비  고고

2학년 
학생 전원

2021년 3월 

 ~ 8월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탐구 주제를 

울산과 관련지어 설정하고, 

기간 동안 조사하여 보고서 작성 및  발표

계획서를 통해 

1차 선별

시상계획

수수상상명명 시시행행((월월)) 참참가가대대상상 수수상상비비율율 비비고고

리더십 진로캠프 우수 소감문상 4 2학년 20% 이내

리더십 진로캠프 우수 활동상 4 2학년 20% 이내

지역 주제 탐구 발표(단체) 8 2학년 20% 이내

수학여행 우수 소감문상 9 2학년 20% 이내

우리는 진로전문가 우수활동상 12 2학년 20% 이내

교학상장 또래멘토링 활동 우수상 12 2학년 2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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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향가
 

   ○ 2022년 대입진학정보를 수집,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효율적 진학지도 실시

   ○ 학생들의 적성 및 성적을 분석하여 맞춤형 진학지도 실시

   ○ 전형별 모집(수시/정시)에 맞는 다양한 진로ㆍ진학 정보 지원 활동 강화

   ○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학습 및 진학지도로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향상

추진 내용나

학력향상 프로그램

프프로로그그램램 세세부부  내내용용

종합 학력 프로그램
 ∘ 최적의 정독실 학습 환경 제공

 ∘ 학습계획 작성을 위한 학습달력 배부

 ∘ EBS 학습 및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컴퓨터실 운영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 및 

3학년 특색사업 

운영

 ∘ 기본학력 방과 후 학교 운영

 ∘ 선택심화 방과 후 학교 운영

 ∘ 상위권, 중위권 등 학생 수준 맞춤 관리

 ∘ 영어 시사 토론반 및 러시아 시사 토론반 운영 

 ∘ 진로 프로그램 ‘융합퍼즐프로젝트’ 운영

 ∘ 학급 지식나눔 프로그램 운영

 ∘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리더 ‘체인지 메이커’ 운영

 ∘ 교학상장 멘토 멘티 프로그램 운영

 ∘ 각반 진로진학 도우미 운영을 통한 일상적 진로진학 활동 실시

학력평가 및

정기고사

 ∘ 월 1회 학력평가를 실시하여 6월, 9월의 대수능 모의평가 대비 

 ∘ 학력평가 후 분석회 개최, 분석 결과 분석 및 맞춤형 상담

진학 정보 설명회

구구  분분 세세부부  내내용용

학생 대상

 ∘ 학생 대상 진학 설명회 개최, 대학별 정보 제공

 ∘ 개별 설명은 담임 상담을 통하여 수시로 하며 전체 설명회는 학생 요구 고려 실시

 ∘ 학생 요구 및 주요 대학 일정별 맞춤형 대학별 설명회 개최

 ∘ 진학 정보 설명회와 함께 주요 고사 이후 학생 멘탈 관리 프로그램 병행 시행

 ∘ 2학기 이후에는 학생의 자신감을 고취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수능에 대비

학부모 대상

 ∘ 대학 입학 정보에 대한 학부모의 갈증 해소에 중점

 ∘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자녀의 대학 입학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

 ∘ 학교와 학교의 유기적 협조 체제를 갖추어 최선의 결과를 내도록 노력

 ∘ 교내 진로상담부와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대외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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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정보 수집 및 지원

시시기기 준준    비비    사사    항항

3월
학생파악, 과목별 성적 변화 추이 및 학습계획 수립, 3월 학력평가 실시

2020학년도 대학진학 결과 자료 정리 , 3월 학력평가 결과 분석

4월 중간고사 대비(내신 관리), 대학별 전형요강 분석, 정리, 4월 학력평가 실시

5월
4월 학력평가 및 중간고사 결과 분석, 수시 지원 대상자 구분 맞춤형 상담 

6월 평가원 주관 모의수능 대비

6월
1학기 중간고사 분석을 통한 개인별 내신 분석, 수시 지원 준비, 1학기 기말고사 실시

6월 모의수능 분석 및 정시 데이터 학생별 정리

7월
생활기록부 및 수시 지원을 위한 개인별 내신 정리, 7월 학력평가 실시 및 분석 

학생부 종합 전형 관련 서류 준비 및 상담

8월 수시모집 지원(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특기자, 실기 위주 전형) 상담

9월 9월 평가원 주관 모의수능 실시, 수시모집 상담 및 지원

10월 9월 모의수능 평가 분석, 10월 학력평가 실시 및 결과 분석  

11월 목표의식 및 자신감 부여, 대학별고사 지원 대책 수립 및 상담,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12월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시 지원 상담 자료 정리, 대학별 고사 마무리, 정시모집 지원 상담

1/2월 수시 및 정시 결과 취합 및 자료 인수인계

  

학생지원 프로그램

구구  분분 세세부부  내내용용

학생 건강 관리

 ∘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 및 아침체조를 통한 건강관리

 ∘ 상시 상담을 통한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

   - 담임교사 및 학교 Wee Class의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

   - 수험생의 일상적 학업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수립

   - 기숙환경부 및 사감과 협조하여 학생생활에 대한 전체적 이해를 높임

   - 학부모와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 담임과 협의하여 학생을 돕도록 함

졸업 앨범 제작

 ∘ 졸업앨범제작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작에 관련한 제반 사항을 처리

 ∘ 졸업앨범제작 업체 선정은 졸업앨범제작소위원회의 협의 후, 학교장 결정

 ∘ 제작 실무는 제작업자, 담당교사, 각 학급 반장들의 협의에 의해 결정

수능이후 

관리 프로그램

 ∘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

 ∘ 수능 이후 기숙사 잔류 학생 지도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 울산 12덕목 중 (1학기 : 절제, 정직, 책임, 효도, 배려)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급 구

성원 전체가 6개 덕목 모두 작성하여 학기말에 제출함.

 ∘ 각 학생들이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급 구성원 및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각 덕

목별로 1인을 선정함.

 ∘ 각 반에서 추천받은 7명을 대상으로 각 덕목별 3학년 담임교사들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시상자의 등위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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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 만족도 조사

교교육육활활동동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취득 점수 만점

만족도 

점수

18 45 150 400 867    6,493 7,400 87.74

규규율율과과  평평가가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취득 점수 만점

만족도 

점수

9 11 39 101 136 1,232 1,480 83.24

교교육육결결과과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취득 점수 만점

만족도 

점수

54 68 172 229 365 3,447 4,440 77.64

학학교교시시설설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취득 점수 만점

만족도 

점수

3 6 38 162 235 1,952 2,220 87.93

학학교교의의  폭폭력력  대대응응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취득 점수 만점

만족도 

점수

8 9 53 230 588 4,045 4,440 91.10

학학교교생생활활  안안전전인인식식도도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취득 점수 만점

만족도 

점수

9 13 89 228 693 4,679 5,180 90.33

부 록 

진리의 힘으로, 세계로! 미래로! ■ 113 



2. 학부모 만족도 조사

자자녀녀의의  학학교교생생활활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취득 점수 만점

만족도 

점수

8 48 173 462 377 4,356 5,340 81.57

학학교교와와의의  의의사사소소통통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취득 점수 만점

만족도 

점수

34 105 370 738 622 7,416 9,345 79.36

교교육육결결과과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취득 점수 만점

만족도 

점수

29 72 357 667 477 6,297  8,010 78.61

학학교교의의  시시설설  및및  안안전전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취득 점수 만점

만족도 

점수

8 19 205 596 507 5,580 6,675 8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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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사 만족도 조사

문문화화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취득 점수 만점

만족도 

점수

5 4 19 56 100 794 920 86.30

교교원원  보보호호  및및  전전문문성성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취득 점수 만점

만족도 

점수

6 12 26 52 88 756 920 82.17

업업무무  체체계계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취득 점수 만점

만족도 

점수

10 20 45 71 84 889 1,150 77.30

직직무무  만만족족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취득 점수 만점

만족도 

점수

1 8 34 49 92 775 920 84.24

학학부부모모  및및  대대외외  관관계계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취득 점수 만점

만족도 

점수

1 6 33 78 112 984 1,150 85.57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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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    분분 내내        용용

우우  수수  점점

학학교교의의  특특성성,,  여여건건,,  지지역역  상상황황을을  고고려려하하여여  자자율율적적이이고고  창창의의적적으으로로  교교육육과과정정을을  운운영영함함

; 전공별 외국학교와 자매결연 및 정기교류, 유네스코와의 연계활동 및 실험 프로젝

트 수행,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강연 및 교육, 지역 초등, 중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 봉사 등의 활동을 계획하여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시행하

지는 못한 아쉬움이 있었으나, 각 전공어별 동아리 운영, 자율 및 인성 동아리 활

동, 학년별 특색홀동에서 내실있는 활동이 진행됨.

지지역역적적인인  여여건건과과  학학습습자자  특특성성을을  고고려려한한  진진로로관관련련  다다양양한한  정정보보  탐탐색색의의  기기회회가가  주주어어짐짐

; 1학년 대상 진로캠프, 직업 및 학과 체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2차례 연기하며 시

행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시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진로멘토와의 대화, 나의 

꿈 발표대회, 자기소개서 쓰기, 대학 진학 설명회 등 개최함.

학학생생들들이이  바바르르고고  건건전전하하게게  성성장장할할  수수  있있도도록록  적적합합한한  인인성성교교육육프프로로그그램램을을  다다양양하하게게  

운운영영한한  점점

: 사회적 이슈를 바탕으로 세상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시간, 다문화 시대에 맞는 세

계시민 교육실시를 통해 전인적인 인간 육성, 일 년 동안 실천할 자신 만의 인성

브랜드 만들어보기,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이버 온라

인으로 태화강 걷기 행사를 시행함. 선후배간 멘토 멘티 만남을 통해 공동체 의식 

함양, 등굣길에 합창, 합주, 끼와 흥을 발산하는 작은 음악회 등의 활동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시행하지 못하였음.

독독서서를를  통통해해  학학생생들들이이  사사고고력력을을  신신장장시시키키고고,,  건건전전한한  가가치치관관을을  형형성성하하며며,,  올올바바른른  인인성성

을을  함함양양할할  수수  있있도도록록  학학생생들들의의  독독서서를를  장장려려하하는는  다다양양한한  독독서서교교육육활활동동  운운영영

: 다독상, 독서토론대회, 한글사랑글쓰기대회, 백일장, 도서관활용수업, 독서장려프

로그램운영, 영어독서퀴즈대회, 학부모명예사서운영 등

다다양양한한  문문화화․․예예술술  체체험험을을  통통해해  학학생생들들의의  협협력력적적  인인성성과과  예예술술적적  감감수수성성을을  함함양양하하기기  위위

해해  다다양양한한  프프로로그그램램  운운영영하하고고자자  하하였였으으나나  코코로로나나1199로로  인인하하여여  시시행행되되지지  못못함함

: 신입생을 위한 입학 축하 공연, 등굣길 문화 개선을 위한 등굣길 음악회, 끼와 흥

을 살리기 위한 프린지 페스티벌, 울산교육문화예술제 공연 참가, 고3을 위한 수

능 응원 공연, 고3 수험생을 위한 창작국악단 파래소 초청 공연, 축제, 졸업생을 

위한 졸업 축하 공연 등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실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신장하기 

위해 노력함; 토의 토론(한국사, 국어), 거꾸로 수업(국어, 공통과학, 심화영어), 프

로젝트 수업(영어전교과, 공통사회, 음악, 중국어), 모둠식 수업(국어, 수학,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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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실험(물리, 공통과학, 과학) 등 실시함.

교사들의 수업전문성 계발 노력의 일환으로 2회의 수업 방법 개선연수, 매학기 전교사

가 수업공개, 교수 학습 동아리 운영 함. 전교사 평균 79시간 이상의 직무연수 이수

토요일 오전 시간에 지역사회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본교 학생들이 직접 다양한 프

로그램을 개설하여 “지역봉사 Day”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초중학생에게 

학교 시설을 개방하여 양질의 멘토링 학습 기회를 제공하교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시행되지 못함.

보보  완완  점점

및및

제제    언언

학교 자체의 우수한 프로그램이나 학생활동 및 특색사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시

행되지 못한 부분이 많았으며, 향후 이를 대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비대면 방식의 교

육활동 방안 모색이 있어야겠음.

학교평가가 100% 학교자율로 전환된 바 특수목적고로서의 긍정적인 교육활동 환류

가 가능하도록 맞춤형 학교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적용하여 학교평가가 학교교육활동

에 건전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함.

학교평가 결과를 전 교직원이 공유하여 차년도 교육과정 설계 및 교육활동 구성에 충

실히 반영할 수 있는 기회와 교육과정워크숍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시행되지 못한 아

쉬움이 있음.

취약시기 학사운영 정상화를 위해 좀더 다양하고 내실 있는 진로 관련 활동, 교내대

회 개최 등의 노력을 기울여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겠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동아리 활동과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운영하도록 함.

영어관련 다양한 동아리 및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관련 동아리 활동도 중

점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함.

청렴 및 복무관련 연수를 강화하고 공직자의 기강을 견고히 하도록 함.

비대면 교육활동이 많아질 것에 대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간의 소통과 교육활

동참여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력 제고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함.

학생, 교직원의 개인 위생 관리 및 보건 교육을 철저히 하고, 학교 방역대책을 수립

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음.

평평가가기기간간 2020. 3. 1. ~ 2021. 2. 29. (1년간)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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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기기본본  방방침침

    1) 매 학년 초 각 부서별 연간 교내상 수상관련 대회를 계획

    2) 대회 실시 최소 10일 이전에 대회 요강(시기, 운영ㆍ심사방법, 수상인원 등) 등을 학생/학부모서

비스,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SNS 활용 등을 통하여 공개

    3) 수상명의 등급(위) 표시는 ‘최우수(1위)-우수(2위)-장려(3위)’로 표시

(단, 대회의 특징을 부각하기 위해 다른 등급(위)을 사용할 수도 있음)

    4) 외국어 관련 대회의 경우 다음의 시상 원칙을 준수

(단, 프로젝트수업 관련 대회 등 일부 특정한 대회의 경우 이 원칙을 따르지 않을 수 있음)

      (가) 전체가 참여하는 경우: 전공별로 구분하여 시상

      (나) 희망학생만 참여하는 경우: 영어과와 비영어과로 구분하여 시상

    나나..  추추진진  일일정정

연번 수상명
시행
월

참가대상 수상비율 담당부서 비고

1 리더십 진로캠프 우수 활동상 4 2학년 20%이내 2학년부 학년별 시상

2 리더십 진로캠프 우수 소감문상 4 2학년 20%이내 2학년부 학년별 시상

3 지역 주제 탐구 발표(단체) 8 2학년 20%이내 2학년부 　

4 수학여행 우수 소감문상 9 2학년 20%이내 2학년부 　

5
우리는 진로전문가 우수 활동상

(공동수상)
12 2학년 20%이내 2학년부 　

6 교학상장 또래멘토링 우수 활동상 12 2학년 20%이내 2학년부 학년별 시상

7 미래설계 영어 발표(개인) 7 3학년 20%이내 3학년 영어과 　

8 체인지 메이커 프로젝트(단체) 7 3학년 20%이내 3학년부 　

9 융합퍼즐 프로젝트(단체) 7 3학년 20%이내 3학년부 　

10 문학적 상상력과 나의 진로 5 3학년 20%이내 3학년부(국어) 　

11 개근상, 정근상 2 3학년 해당자 교육과정부 　

12 수학논리력경진대회 5 2.3학년 중 희망자 20%이내 교육연구부 학년별 시상

13 계기교육학예행사 5 2.3학년 중 희망자 20%이내 교육연구부
분야별무학년

시상

14
바칼로레아

(법, 경제, 역사, 정치, 지리, 윤리)
7 2.3학년 중 희망자 20%이내 교육연구부

분야별무학년
시상

15 과학 창의력 경진 대회 5 2.3학년 중 희망자 20%이내 교육연구부 무학년 시상

16 계기교육 학예행사(통일/청렴) 6 2.3학년 중 희망자 20%이내 교육연구부 무학년 시상

17 독서감상문 대회 7,12 2.3학년 중 희망자 20%이내 교육연구부 무학년 시상

18 다독상 7,12 전교생 20%이내 교육연구부 무학년 시상

19 국어사랑 정신잇기 학예행사 9 2.3학년 중 희망자 20%이내 교육연구부 무학년 시상
20 교내 독서토론대회(단체) 6 2.3학년 중 희망자 20%이내 교육연구부 무학년 시상

21 추천도서 감상문 7,12 2.3학년 중 희망자 20%이내 교육연구부 무학년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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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수상명
시행
월

참가대상 수상비율 담당부서 비고

22 사랑의 편지 쓰기 5 1,2,3학년
학년별  

20%이내
국어과 학년별 시상

23 기숙사 우수생활실 7,12 전교생 20%이내 기숙환경부 무학년 시상

24 기숙사 생활 모범학생 12 전교생 4%이내 기숙환경부 학년별 시상

25 수학적 고찰 협력과제 발표(단체) 7 2학년 20%이내 수학과 　

26 창의융합 수학 탐구 발표(개인) 12 2학년 20%이내 수학과 　

27 수학 탐구주제 활동(개인) 7 3학년 20%이내 수학과 　

28 이달의 우수학생 12 2학년 20%이내 안전생활부 8개 덕목별 시상

29 모범학생  표창 7 전교생 5%이내 안전생활부 　

30
특별상(공로상, 효행상, 봉사상, 

환경상, 선행상)
7, 2 전교생 해당자 안전생활부 　

31 아동인권신장 문예행사(글짓기,표어) 7 전교생 5%이내 안전생활부 　

32
생명존중(UCC,노랫말,포스터) 교육

자료전
10 2,3학년 5%이내 안전생활부 　

33
친구사랑주간(UCC,포스터,표어,사

진,글짓기) 학교폭력예방 홍보작품전
5, 9 2,3학년 5%이내 안전생활부 　

34 리더십을 통한 또래 선도 우수학생 7, 2 선도부원 12%이내 안전생활부 　

35 생활평점제 우수학생 표창 7, 2 전교생 3%이내 안전생활부 　

36 이달의 우수학생 8 3학년
덕목별  

20%이내
안전생활부 6개 덕목별 시상

37 국제이해교육 소감문 쓰기 6 2학년 10%이내 외국어교육부 　

38 영어 말하기 11 2학년 20%이내 외국어교육부 　

39 영어 에세이 쓰기 5 2, 3학년 10%이내 외국어교육부 　

40 영어 저널 우수작품 7 2, 3학년 12%이내 외국어교육부 　

41 영어 저널 우수작품 12 2학년 12%이내 외국어교육부 　

42 러시아 문화 탐구 보고서(개인) 7 3학년 전공어반 전체 20%이내 외국어교육부(러) 전공어별 시상

43 러시아 역사 탐구 발표(단체) 7 2학년 전공어반 전체 20%이내 외국어교육부(러) 전공어별 시상

44 러시아 문화 탐구 보고서(개인) 12 2학년 전공어반 전체 20%이내 외국어교육부(러) 전공어별 시상

45 러시아어 에세이 5 2,3학년 전공어반 20%이내 외국어교육부(러) 　

46 러시아어 문법과 에세이 10 2학년 20%이내 외국어교육부(러) 　

47 아랍문화 탐구보고서 쓰기 5 3학년 전공어반 20%이내 외국어교육부(아) 　

48 아랍시 낭송회 5
2학년 전공반, 3학년 

희망자
20%이내 외국어교육부(아) 무학년  시상

49 아랍어 연극제 10 2학년 20%이내 외국어교육부(아) 　

50 아랍어 의사소통 능력 테스트 10 2학년 20%이내 외국어교육부(아) 　

51 중국어말하기 5
2, 3학년 전공반, 

부전공반
20%이내 외국어교육부(중)

학년별, 전공어별 
시상

52 중국어 독후감 5~6
1~3학년 전공반, 

부전공반
20%이내 외국어교육부(중)

무학년, 전공어별 
시상

53 중국어 중국문화 골든벨 6~7
1~3학년 전공반, 

부전공반
20%이내 외국어교육부(중)

무학년, 전공어별 
시상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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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교육과정 운영상 변경이 있을 수 있음

연번 수상명
시행
월

참가대상 수상비율 담당부서 비고

54 중국 문화 탐구 보고서 6~7
3학년 전공반,

부전공반
20%이내 외국어교육부(중) 전공어별 시상

55 중국어 에세이 10
1, 2학년 전공반,

부전공반
20%이내 외국어교육부(중)

무학년, 전공어별 
시상

56 중국어 연극
10~
11

2학년 전공반,
부전공반

20%이내 외국어교육부(중) 전공어별 시상

57 일본어 말하기 5 2학년(3학년희망자) 20%이내 외국여교육부(일) 전공어별 시상

58 일본문화 탐구보고서 쓰기 5~6 3학년 20%이내 외국여교육부(일) 전공어별 시상

59 히라가나 카타카나 디자인 콘테스트 5~6 2학년(3학년 희망자) 10%이내 외국여교육부(일)
학년별, 전공어별 

시상

60 센류 백일장 8~9 2학년(3학년 희망자) 10%이내 외국여교육부(일)
학년별, 전공어별 

시상

61 일본어 에세이쓰기 10 2학년 20%이내 외국여교육부(일) 전공어별 시상

62 동화 번역하기
10~
11

2학년 20%이내 외국여교육부(일) 전공어별 시상

63 한국 문화 유산 답사기 12 1,2학년 10%이내 진로창의인성부 　

64 국제 구호 NGO 프로젝트 12 2학년 20%이내 진로창의인성부 　

65 아동인권 골든벨 12 2학년 20%이내 진로창의인성부 　

66 나도 PD다 12 1,2학년 10%이내 진로창의인성부 　

67 한중일 상호 공감 프로젝트 12 1,2학년 10%이내 진로창의인성부 　

68 god of adventure 대회 12 1,2학년 10%이내 진로창의인성부 　

69
TWI(trade war international)

무역대회 
10 1,2학년 10%이내 진로창의인성부 　

70 시사 퀴즈 골든벨 대회 12 1,2학년 10%이내 진로창의인성부 　

71 "독서 페스티벌" 8 1,2학년 10%이내 진로창의인성부 　

72 "dLAWing" 진로,&법 발표대회 12 1,2학년 10%이내 진로창의인성부 　

73 Flap 국제시사토론대회 12 1,2학년 10%이내 진로창의인성부 　

74 나의 비전소개 6 3학년 10%이내 진로창의인성부 　

75 진로직업체험활동 소감문 쓰기 7 2학년 10%이내 진로창의인성부 　

76 나의 진로 설계 8 2,3학년 10%이내 진로창의인성부 　

77 나의 롤 모델 발표 9 2학년 10%이내 진로창의인성부 　

78 커리어 포트폴리오 12 2학년 10%이내 진로창의인성부 　

79 HOLON 인재상 8 3학년 4% 진로창의인성부 　

80 교내모의유엔대회 2 2학년 전체 10%이내 진로창의인성부 2학년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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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UFL Holon 인재상 운영 규정

    가가..  목목적적  

    이 규정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인재의 양성이라는 본교의 교육목표에 부합

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본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창조적인 글로벌 리더가 갖추어야 할 5개 분

야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세부사항을 정함

    나나..  정정의의  

    Holon의 뜻은 그 자체가 전체이면서 동시에 다른 전체의 부분인 존재를 의미함. 이와 같이 본교의 

인재상의 각 영역들은 각각 자체가 지향해야할 전체이면서 동시에 본교가 추구하는 홀론 인재상의 

일부가 됨을 의미하며 각 부문들은 다음과 같은 자질을 지닌 인재를 뜻함

  

 1) 소통 - 글로벌 소통능력을 갖춘 사람

 2) 탐구 - 넓고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사람

 3) 진로 - 자신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사람

 4) 도전 –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할 수 있는 사람

 5) 조화 - 타인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           

    다다..  시시상상

    3학년 1학기가 끝나면 모든 부문의 점수를 합산하여 높은 점수를 획득한 4%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에게 영예로운 UFL Holon 인재상을 수여

    라라..  HHoolloonn  인인재재상상  개개요요

부부문문 분분야야 인인증증기기준준  및및  내내용용 인인증증주주체체
점점수수
부부여여

소소

통통  

영어 TEPS 387/459/526 외국어교육부 신청
중국어 HSK 3급/4급/5급 FLEX 장려, 동상, 

은상, 금상, 대상

외국어교육부 신청
일본어 JLPT N4,5/N2,3/N1 외국어교육부 신청

러시아어 TORFL 기초/기본/1단계 외국어교육부 신청

아랍어 교내 인증시험 기본/1단계/2단계 아랍어과 대표교사 신청

전공어 Contest 심사 후 점수 부여 외국어교육부 자동

국제이해교육 소감문 수상 외국어교육부 자동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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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문문 분분야야 인인증증기기준준  및및  내내용용 인인증증주주체체
점점수수
부부여여

탐탐

구구  

성적
내신 정기고사 교육정보부 자동

교육청 학력평가 학년부 자동

방과 후 수강
기본학력 방과 후(방학 포함) 학력향상부 자동

선택심화 방과 후 학력향상부 자동
독서 독서 감상문 수상 / 다독상 수상자 교육연구부 자동

심화탐구보고서 영어교과 수업 내 영어교과 대표 자동

진진

로로

학년별 진로 
프로그램

활동 실적 및 보고서 수상 학년부 자동

진로관련
대회

수상실적 진로부 자동

개인별 진로 관련 결과물(포트폴리오)이나 보고서 제출 진로부 신청
동아리 동아리 탐구 일지 수상 진로창의인성부 자동

도도

전전

예체능 1인 1기(수상실적 포함), 학예대회
교무기획부/
교육연구부

자동

교과서 너머 외부활동(수상실적) 교무기획부 자동
또래학습 멘티 또래학습(멘티) 활동 학년부 자동

조조

화화

상벌점 상벌점 내역
안전생활부/
기숙환경부

자동

지역사회봉사활동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일정한 활동 진로창의인성부 신청

또래학습 멘토 또래교사(멘토) 활동 학년부 자동
인성 덕목 인성핵심 덕목 우수 학생 학년부 자동

  

  마마..  각각  부부문문별별  세세부부사사항항

    1) 소통 부문

      가) 글로벌 의사소통능력은 변화하는 세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질

      나) 모든 재학생은 교내에 개설된 자신의 전공어와 부전공어에서 일정 성적을 갖추기를 권장

      다) 자신의 외국어 능력을 점검하기 위하여 3학년 1학기까지 공인 어학시험에 응시하여 공식 기관에

서 발급된 성적표 원본과 사본을 외국어교육부에 제출

      라) 본교에 입학한 후 획득한 공인어학성적 점수를 인정하되,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은 고려하지 않음

      마) 각 전공별 제출 공인어학성적 자격기준은 아래 표와 같음

          (단, 상위 어학성적을 제출 시 하위 어학성적을 인증하는 것으로 인정)

      바) 자신의 전공어와 부전공어에서 각각 점수를 획득할 수 있음

영영어어 중중국국어어 러러시시아아어어 일일본본어어 아아랍랍어어

종종류류 TTEEPPSS((등등급급))
신신HHSSKK FFLLEEXX TTOORRFFLL FFLLEEXX JJLLPPTT FFLLEEXX

아아랍랍어어교교내내인인증증
택택11 택택11 택택11

2점 387이상(2+) 3급 장려 기초 장려 N 4, 5 장려 기본

3점 453이상(1) 4급
은상 

동상
기본

은상 

동상
N 2, 3

은상 

동상
1단계

4점 526이상(1+) 5급
금상 

대상
1단계

금상 

대상
N 1

금상 

대상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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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공인 어학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은 아래와 같음

구구분분 시시행행기기관관 홈홈페페이이지지

TEPS 서울대학교 http://www.teps.or.kr

신 HSK 한중문화협력연구원 http://www.hsk.or.kr

TORFL 한국토르플인증센터 http://torfl.co.kr//

JLPT 일본국제교육지원협의회 http://www.jlpt.or.kr/

      자) 전공어 Contest의 경우, 수상자는 모두 2점을 부여(단, 영어 에시이대회 및 말하기대회는 수상

자에게는 2점, 수상자 외 본선 진출자에게는 1점의 가산 점수를 부여)

      차)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소감문을 작성하여 수상한 경우 가산점을 부여

    2) 탐구 부문

      가) 넓고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함은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배운 학습내용을 토대로 폭

넓게 공부하고 깊이 있게 연구하는 자세를 지닌 인재를 가리킴

      나) 모든 학생은 정규교육과정에서 학습되는 내용에 대한 정기고사 및 교육청 학력평가 실시 후, 성

적 우수자와 이전 시험의 성적과 비교해서 향상도가 높은 학생에게 가산점을 부여

      다) 성적의 경우 다음 기준에 의거하여 가산점을 부여

과과목목 성성적적우우수수자자 성성적적향향상상도도

정기

고사

A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공어
교과우수상 수상

직전학기 대비 전과목 평균의 

석차등수 향상도 교내 상위 5%이내

B 전과목 평균(단위수 반영) 교내 석차 5% 이내인 학생 경우 가산점을 부여

학력

평가

A
국어, 영어, 수학 

영역
3과목 모두 1등급

국어, 수학 영역 백분위 점수 합계 향상도 

교내 상위 5% 이내

B 국어, 수학영역 전국 백분위 평균 99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면 가산점을 부여

      라) 모든 학생들은 매 학기 중과 방학기간에 실시되는 기본학력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권장

      마) 학생은 선택심화 방과 후 수업을 신청하여 이수하면 가산점을 부여

      바) 독서는 매월 독서 감상문쓰기나 학기별 다독상 수상자를 교육연구부에서 확인하여 가산점을 부여

      사) 모든 학생은 영어교과 수업시간을 통해 영어 소논문을 한 편 이상을 작성할 것을 권장

    3) 진로 부문

      가) 자신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사람은 교내․외 활동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하기 위한 꾸준

한 과정과 노력을 보여준 사람을 의미함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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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각 영역의 확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음

       (1) 학년별 진로 프로그램 활동

         (가) 학년별로 진로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는 각 학년에서 심사하여 우수 그룹은 학년말에 시

상하고 가산점을 부여(단, 3학년은 1학기 말에 시상함.)

         (나) 활동 내용은 진로 분야, 교과별 수능 대비, 예능, 취미 등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으며,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음

       (2) 진로관련 교내 대회 수상 실적 및 개인별 결과물(포트폴리오)이나 구체적 보고서 및 연구 결

과를 제출

         (가) 꿈 발표 대회, 진로설계 경진 대회, 진로체험 보고서 등 진로관련 교내 대회  수상자에

게 가산점을 부여

         (나) 선택 – 개인별 진로관련 결과물(포트폴리오)나 진로관련 보고서 및 연구결과를 제출하면 

진로교사가 인증하고 가산점을 부여 

       (3) 지성키움 동아리활동에 참여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여 입상한 경우 가산점을 부여

    4) 도전 부문

      가)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은 교육과정 안과 밖을 막론하고 다양한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역량을 가

진 사람을 가리킴

      나) 각 영역의 확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음

       (1) 1인 1기 – 학예발표대회 참가나 수상, 그리고 대외적으로 예체능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 수

상한 학생에게 가산점을 부여한

       (2) 교과서 너머 – 예체능 이외 학업 및 진로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학생들이 학교 밖 활동에 참

가하여 수상한 경우 가산점을 부여

      다) 또래학습 TaLE 멘티학생 중 지속적인 참여 및 발전정도를 고려하여 가산점 1점을 부여

    5) 조화 부문

      가) 타인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라 함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규칙을 준수하여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면서 타인을 위한 행동에서 모범이 되는 학생을 의미

      나) 각 영역의 확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음

       (1) 규칙준수 – 기숙사 및 교내 상벌점(1학년 2학기부터, 3학년은 1학기만 적용)

         (가) 상점 : 기숙사 & 교내 - 급간별 가산점 부여

         (나) 벌점 : 기숙사 벌점 20점 또는 교내 벌점 10점을 초과할 경우 인증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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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분분 급급간간 점점수수 비비고고

기숙사

상점

5점 미만 0.5

연 1회 

벌점 20점 초과할 

경우, 인증상동 제외

5점 ~ 10점 미만 1
10점 ~ 15점 미만 2
15점 ~ 20점 미만 3
20점 이상 4

벌점

5점 미만 -1
5점 ~ 10점 미만 -2
10점 ~ 15점 미만 -3
15점 ~ 20점 미만 -4

 

구구분분 급급간간 점점수수 비비고고

교내

상점

2점 미만 0.2

연 1회

벌점 10점 초과할 

경우, 인증 제외

2점 ~ 5점 미만 0.5
5점 ~ 8점 미만 0.8
8점 ~ 10점 미만 1
10점 이상 1.5

벌점

2점 미만 -0.2
2점 ~ 5점 미만 -0.5
5점 ~ 8점 미만 -0.8
8점 ~ 10점 미만 -1

       (2) 지역사회 봉사활동 – 5개 학기 봉사활동 중 학교 교육과정 내 봉사와 각종 도우미를 제외한 지

역사회봉사영역 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 및 

활동이 인정되는 학생에게 가산점 부여

       (3) 본교 또래학습 프로그램인 TaLE(Teaching and Learning Exchange)에 지원하여 참여한 멘토 

학생에게는 1점을 부여

       (4) 각 학급에서 추천된 인성핵심 덕목 우수 학생에게 가산점 1점을 부여 

  바. 인증 제외 - 모든 부문에서 공통된 인증 제외대상음 다음과 같음

    1) 무단결 1회 이상

    2) 기숙사 벌점 20점 또는 교내 벌점 10점을 초과할 경우

 

  사. 시행

    본 규정은 2016년 3월 2일 이후 효력이 발생되며 순차적으로 1학년 학생부터 적용되며 울산외국어

고 진로진학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인증 부여 및 시상을 함 

부 칙

제1조(시행) 본 규정은 2016.3.2.부터 시행(제정 2016.3.2., 개정 2016.8.31.)

제2조(적용) 2016학년도 1학년 학생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단, 2016학년도 1학년 학생은 2학기부터 적용)

제3조(적용) 본 규정은 2018. 3. 1일부터 적용(개정 2018.3.28.)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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