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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방향



Vision비 전

  ‘삶이 아름답다’는 것은 ‘삶을 더 좋게 만드는 것’,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이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여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 있다. 그러므로 ‘삶이 아름다운 교육’은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세상을 바르게 인식하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개척하도록 도와 주는 

제반 활동을 통해 삶을 더 윤택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다.

  ‘사람은 음식 없이는 40일을, 물 없이는 4일을, 공기 없이는 4분 밖에 생존할 수 

없다,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단 4초도 살 수 없다.’ 라는 말이 있다. 희망은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영천교육은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서로 보고 배우며, 비교·경쟁보다는 함께 

행복할 수있는 지혜를 깨닫고, 행복의 크기를 키워 미래지향적인 융합형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이다.

삶이 아름답다

희망

영천교육

삶이 아름답고

희망을 주는 영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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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 아름답고 희망을 주는 영천교육

Ⅰ. 일반 현황

1. 행정 기구 및 조직

2. 직원 현황 

▶2과 11담당 1소속기관 7센터

2021.1.1

교 육 장

경
상
북
도
교
육
청
금
호
도
서
관

유초등

교육

담당

행정

지원

담당

중등

교육

담당

지역

협력

담당

건강

증진

담당

평생

교육

담당

정보

지원

담당

학교

교육

도움

센터

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발명교육센터, 영재교육원, 유아교육체험센터, 

영천영어타운, 영천문화예술체험장 

체육

청소년

담당

학교

지원

센터

담당

재정

지원

담당

시설

지원

담당

구 분

교육전문직

교 사

일반직

계
교육장

교육지원
과장

장학사
행정지원

과장
6급 7급 8~9급

교육
공무직

교육지원청 1 1 8 7 1 8 19 9 14 68

소속기관
(금호도서관)

· · · · · 1 4 1 1 7

계 1 1 8 7 1 9 23 10 15 75

교육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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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 현황 

4. 평생 교육 현황

5. 예산 규모 : 351억 8,087만원

2021.1.1

2021.1.1

단위: 천 원

구 분
학교 수(교) 학급 수 학생 수(명) 교원 수(명) 일반직 수(명)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유치원 19 3 22 30 13 43 366 281 647 39 18 57 3 · 3

초등학교 18(2) · 18(2) 201 · 201 3,457 · 3,457 304 304 75 · 75

중학교 8 4 12 57 38 95 909 796 1,705 126 70 196 19 11 30

고등학교 4 5 9 39 63 102 829 1,436 2,265 104 137 241 16 20 36

특수학교 · 1 1 · 28 28 · 167 167 · 61 61 · 15 15

각종학교 · 2 2 · 9 9 · 72 72 · 15 15 · 4 4

계 49 15 64 327 151 478 5,561 2,752 8,313 573 301 874 113 50 163

구 분 학 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공익법인 평생교육시설 합 계

개 (소) 89 56 83 6 6 240

구 분 2021년(A) 2020년(B) 증감(A-B)

합 계 35,180,867 39,211,338 ▲ 4,030,471

 1. 유아 및 초·중등교육 33,803,515 38,038,937 ▲ 4,235,422

인적자원운용 1,091,804 225,612 866,192

교수-학습활동지원 1,758,917 2,734,971 ▲ 976,054

교육복지지원 1,369,347 1,350,147 19,200

보건/급식/체육활동 584,864 282,733 302,131

학교재정지원관리 18,485,319 21,807,141 ▲ 3,321,822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0,513,264 11,638,333 ▲ 1,125,069

 2. 평생·직업교육 149,726 164,713 ▲ 14,987

평생교육 149,726 164,713 ▲ 14,987

 3. 교육일반 1,227,626 1,007,688 219,938

교육행정일반 342,358 312,958 29,400

기관운영관리 885,268 694,730 19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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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삶이 아름답고 희망을 주는 영천교육』 실행 계획

시책 방향 시책 과제 세부 추진 과제

1-1-1   학교급 간 연계 교육과정 운영
1-1-2   영천 특색 교육과정
1-1-3   교육과정 운영 지원

2-1-1   첨단 미래교육 환경 조성
2-1-2   삶을 따뜻하게 하는 인문학교육

1-2-1   학생 참여형 수업 문화 정착
1-2-2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 확대
1-2-3   성찰 중심의 수업 나눔 활성화

2-2-1   체험하고 융합하는 수학 과학교육
2-2-2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소프트웨어교육
2-2-3   상상하고 공유하는 메이커교육

2-3-1   적성과 소질을 살리는 진로교육
2-3-2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는 맞춤형 진로교육

1-3-1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인성교육
1-3-2   감성을 가꾸는 학교예술교육
1-3-3   건강한 심신을 기르는 학교체육교육
1-3-4   자긍심을 드높이는 평화·통일교육
1-3-5   우리 땅 독도사랑 교육

1-4-1   교원 학습공동체 활성화
1-4-2   수요자 맞춤형 현장 연수 지원

2-4-1   수요자가 만족하는 맞춤형 글로벌 인재 양성
2-4-2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1-5-1   학교 자율 경영 체제 지원
1-5-2   학교업무정상화 지원
1-5-3   자율과 참여 중심 민주시민교육

1. 배움이 즐거운 교실,

새로워지는 학교

2. 함께 성장하는

미래교육

미래 지향적 교육과정

미래교육 체제 구축

1-1

2-1

미래 역량을 키우는 수업

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교육

꿈을 키우는 진로교육

1-2

2-2

2-3

삶의 가치를 높이는 교육활동1-3

함께 연구하고 실천하는 교원

더불어 나아가는
맞춤형 글로벌 인재교육

1-4

2-4

참여와 소통의 학교 문화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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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 활용
3-1-2   학생 인권과 교권을 존중하는학교 문화
3-1-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체제 구축
3-1-4   학업 중단 위기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4-1-1   깨끗한 교실 환경 조성
4-1-2   학교 안전 시스템 강화
4-1-3   친환경 교육 급식 실현
4-1-4   안전한 교육 환경 지원
4-1-5   조화로운 학교 공간 만들기

3-4-1   내실 있는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3-4-2   특수교육 맞춤형 지원 강화
3-4-3   다문화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
3-4-4   성숙한 사회를 위한 다문화교육

3-2-1   다양하고 질 높은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
3-2-2   학교 안팎 돌봄 체계 구축
3-2-3   학부모 교육비 경감

4-2-1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 구현
4-2-2   직무만족도 제고를 위한 생활 안정 지원
4-2-3   더 자율적이고 더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

4-3-1   소통의 장 확대
4-3-2   현장 중심의 학교평가 방법 개선
4-3-3   청렴하고 깨끗한 교육 문화 조성

4-4-1   영천교육 협의체 구축
4-4-2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학습 환경 조성
4-4-3   학부모 참여 문화 확산

3-5-1   행복한 삶을 위한 기초학력 온도 UP!
3-5-2   농산어촌 학교 지원 체제 강화
3-5-3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3-3-1   놀이 중심 유아교육 운영
3-3-2   꿈이 있는 유아교육 지원 강화

3. 희망을 주는

따뜻한 교육 복지

4. 모두가 신뢰하는

안전한 교육 환경

배려와 존중이 있는
따뜻한 학교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

모두를 존중하는 어울림 교육

3-1

4-1

3-4

아낌없이 지원 하는
교육 복지

공정하고 안정적인 교육 행정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직 문화

참여와 협력의 교육공동체

기회와 희망을 주는
따뜻한 교육

놀이로 꿈을 키우는 유아교육

3-2

4-2

4-3

4-4

3-5

3-3

시책 방향 시책 과제 세부 추진 과제





배움이 즐거운 교육은 
아이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교실 속의 즐거운 배움으로

학교의 변화를 주도하겠습니다.

배움이 즐거운 교실,
새로워지는 학교

01
1-1 미래 지향적 교육과정
1-2 미래 역량을 키우는 수업
1-3 삶의 가치를 높이는 교육활동
1-4 함께 연구하고 실천하는 교원 
1-5 참여와 소통의 학교 문화



삶이 아름답고 희망을 주는 영천교육

1-1 미래 지향적 교육과정

1-1-1 학교급 간 연계 교육과정 운영

● 유치원 연계 ‘놀이수업 학기제’ 운영

● 「꿈길 찾기」주간 운영

● 포스트코로나 중학교 교육과정 4.0 ‘전환기 프로그램 ’ 운영

● 전환기 ‘진로교육 집중학기제’ 확대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운영: 유치원 놀이 중심 교육과정과 연계

•놀이 중심 교육과정 재구성 운영: 수업 시간 유연제, 놀이 시간 확보, 놀이 중심 수업 전개

•중학교 입학 후 학교 적응 및 개별 교육과정 설계 지원: 3월 1∼2주간  

•상급학교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활용: 2월 3∼4주 신학기 준비 주간

•대상: 초 6-2, 중 3-2, 고 1-1 학기

    - 진로 중심 교육과정 운영

    - 다양한 진로 탐색과 체험을 통한 진로 역량 배양

•중·고등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구체적인 전환 내용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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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영천 특색 교육과정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영천 특화 교육과정 개발

● 학교 공동 교육과정 운영 및 교류 확대

● 학생 참여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3학년 사회과 지역교과서  「호국·충절의 고장 영천」  발간

     : 초 3년, 2월 배부, 지역화 교재 활용 연수: 초3 담임 및 전입교사

•지역사회 이해, 애향심 함양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CRM)」  자료 활용

•영천 특색에 맞는 소규모학교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동 교육과정 운영 모델 개발

•다양한 모델 학교 참여를 통한 학생의 학습 경험 질 제고 및 교육격차 해소

     - 공동 수업 학교, 원격 화상 수업 학교, 도·농 상생 학교, 초-중 연계학교 등

     - 효과적인 원격 수업 실시: 화상 수업 플랫폼 구축,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학급 간

        공동 실시간 화상 수업 권장

•학년군 및 교과(군)별 공통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학생들의 선택교육 활동시간 확보 

•학년별 체계성 있는 학생 참여형 프로젝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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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점과제 1 학교 브랜드화를 위한 특화 사업 운영

● 학교 브랜드화를 위한 특화 사업

학교별 특화 사업 운영 목적

학교별 특화 사업 운영 과정

학교별 특화 사업 운영 영역

학교별 특화 사업 예산 지원

-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활동 지원으로

   학생들의 잠재능력 계발

- 학교 특색을 살린 체험활동 지원 강화로

   학생들의 꿈과 끼 발산

- 1학교 1브랜드화를 통한

   행복하고 신뢰받는 미래학교 문화 조성

- 특화 사업 운영 학교 공모 및 발표: 2021. 2.

- 특화사업 운영 학교 담당자 공동 연수:

   3월, 업무 담당교사

- 특화사업 운영 학교 중간 컨설팅:

   6월, 업무 담당교사

- 문화·예술·체육교육: 1인 1악기, 합창, 중창,

   팬플루트, 밴드, 골프 등

- 프로젝트 활동: 영천사랑 나라사랑,

   독립운동 탐구, 사계절 힐링, 건강 등

- 인성교육: 텃밭 가꾸기, 생태교육, 원예치료 등

- 미래교육: 메이커교육, 소프트웨어교육

                       놀이중심 문화 확산 등

- 교당 지원액: 250만 원 ~ 350만 원

- 총 지원금: 5,000만 원 

   (영천시 교육경비보조금)

◆ 학교교육계획에 특화 사업 운영 계획 반영

◆ 학교별 여건에 따라 공동연수 등을 통해 양질의 프로그램 구성

학교교육계획 수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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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교육과정에 국가 교육정책 주요 개정 사항 반영 

◆ 새 학년 교육계획 준비 주간 내실 있게 운영

1-1-3 교육과정 운영 지원

● 창의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복식학급 교육과정 운영 지원

● 놀이중심 초등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위원회 조직·운영

•미래역량 중심의 창의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교 공동체 협의를 통해 만들어가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사 전문성 신장 및 교사 수준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새 학년 교육계획 준비 주간 운영: 2월 3주

•초등 복식학급 담당 교원 연수 참여 지원

•복식학급 교사 간 분기별 1회 협의회 운영

•놀이중심 1~2학년 교실 및 공간 재구조화 추진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 전개

•놀이 교구 및 놀이수업 자료 지원

•놀이중심교육 정책연구학교 운영 지원: 단포초

학교교육계획 수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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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미래 역량을 키우는 수업

1-2-1 학생 참여형 수업 문화 확산

● 참여와 협력 중심 수업 확대

● 프로젝트 학습 확대

● 수업전문가 육성으로 교사 수업 전문성 제고

•프로젝트 학습, 협동학습, 토의·토론학습, 블렌디드 러닝 등 학생 참여형 수업 실천 

•교과별 핵심 역량을 배양하는 수업 

•교과별 학생 참여형 교수·학습자료 및 과정 중심 평가 자료 활용

•교과 융합 수업 활성화

•학기별 프로젝트 학습 주간 운영: 초·중학교 학기별 1회 이상 권장

     - 초등 1-1-1 프로젝트 활성화: 1학기 당 1회 이상 1프로젝트 학습 실천

•중등 교실수업나눔교사단 운영: 적극 참여 및 사례 공유

•수업 컨설팅 지원: 교실수업개선추진단 운영, 심층 수업 컨설팅 참여 확대

•1교사 1수업브랜드 갖기

•수업 전문가 육성: 수업연구교사 → 수업선도교사 → 수업명인

•자발적 수업 공개 활성화: 1년 2회 이상 공개

•학생 참여형 수업 실천 자료집(초등교사 나의 수업 성장기) 발간 지원

◆ 학교 자율장학 내실화 방안

◆ 1교사 1수업브랜드 갖기 계획 반영

학교교육계획 수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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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른 수업과 연계한 과정 중심 수행평가 등을 포함한 학생평가 계획 수립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변경 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3월 초 집중 연수 실시 

◆ 학생(매 학기 초), 학부모(수시) 대상의 학교생활기록부 이해 교육 실시

1-2-2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 확대

● 과정 중심 학생 평가 확대 및 교원 전문성 제고

● 스스로 학업성취인증제 운영

●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돕는 과정 중심 평가 활성화

•과정 중심 평가 실행 중점

     - 수행평가 내실화, 수시평가 일상화, 수업 연계 평가

•교사별 과정 중심 평가 연수 참가

•초등 교사별 과정 중심 평가 길라잡이 활용

•학생 스스로 도전하는 온라인 평가 시스템 활용을 통한 개별 맞춤형 학업성취 지원

•대상 및 영역: 초3(국어, 수학), 초4 ~ 중3(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실시 시기: 학생이 원하는 시기에 수시로 응시 가능

     - 단원평가: 연중 수시

     - 인증평가: 학기 말 수시

•운영 방식: 희망 학생 스스로 신청 및 응시 → 개별 학업성취 도달 인증 확인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분석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및 분석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 주제·형태·활동 설계

•교과(학년)협의회 활성화

•학생 참여형 수업 실천 
교육과정-수업-

평가-기록
•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

     확인 및 제·개정

•과정 중심 평가 실시

•학생의 성장 과정 기술

•채점의 공정성과 신뢰도 제고

•학교별 실정에 따른 가정 통지

학교교육계획 수립 참조



삶이 아름답고 희망을 주는 영천교육

1-2-3 성찰 중심의 수업 나눔 활성화

● 배움 중심의 수업 나눔 확산

● 수업 지원 포털 ‘수업나누리’ 활용

•심층 수업 컨설팅: 멘토링형(저경력 교사), 동료형(희망 교사)    

•교내 자율 장학: 교원 학습공동체 활성화, 수업 나눔 중심 운영

•교육청 지원 장학: 요청 및 지정으로 2~3년 1회 이상 참여 권장

- 火通: 화요일은 수업으로 통한다 -

역점과제 2 화통(火通), 수업공감 · 회복적 생활교육 콘서트 운영

● 수업공감·회복적 생활교육 콘서트 운영

화통(火通) 콘서트 운영 목적

화통(火通) 콘서트 운영 내용

화통(火通) 콘서트 운영 시기 및 대상

‘톡톡! 수업 이야기 실천’ 병행

- 신규·저경력교사의 수업력 높이기

- 신규 저경력교사의 생활지도 역량 강화

- 다년간의 교육경험을 가진 유능한 선배 교사와

   교육경험이 짧은 신규  저경력교사 간의 교육  

  경험 교류와 학교생활 관련 정보 공유 

- 멘티의 수업력 향상을 위한 수업공감 콘서트

- 멘티의 고민 해결을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 콘서트

- 월 1회 토의, 수업동영상 시청, 토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 

교과 및 주제별

수업자료 공유

온라인 수업 지원 

컨설팅 활용

업무별 자료 및

학급경영

자료 공유

온라인 업무 지원 

컨설팅 활용

수업 및 교단

이야기, 동아리

자료 나눔

수업 전문가

블로그 활용

수업자료 수업컨설팅 업무자료 업무컨설팅 행복교단 마실

- 시기: 매월 4주 화요일(4월~12월, 8회)

- 대상

   (멘티) 유 초 중학교 신규·저경력교사

   (멘토) 수업선도교사, 수석교사, 교육전문직,

               외부강사 등

 - 멘티 4~5명과 멘토 1~2명으로 팀 구성

- 매일 5분 수업이야기: 1대1 수업이야기,

  수업 성찰일지 써보기 등

- 매주 하루 수업 성찰하기: 내 수업 촬영하기,  

   수업·관찰 분석하기 등

- 매달 1-2회 수업 나눔의 날 운영

- 매년 전교사 2회 이상 수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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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溫)택트 인성교육 활성화

민주적인 학교 만들기 행복한 학교 만들기 놀이와 쉼이 있는 학교만들기

감성을 키우는 시울림 학교

도전! 성취프로그램

특색 있는 인성교육 운영

- 비대면 인성교육 활성화

   (온라인 시 낭송, 칭찬, 책 낭독 릴레이)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정보통신윤리, 스마트폰 중독 예방,

     디지털 평판 관리)

▶ 학생 자치 활동 확산

▶ 학부모 학교 참여 확대

▶ 소통하는 교직원 문화 강화

▶ 아낌없이 칭찬하기

▶ 바른말 고운말 쓰기

▶ 학생 관계 개선 활동

▶ 어린이 놀 권리 보장

▶ 놀이중심 공간 재구조화 확대

▶ 즐거움을 더하는

     함께 바르게 걷기

- 시울림 프로그램 운영

- 시가 샘솟는 학교

- 시 낭송 콘서트 참여

- 교원 역량 강화 연수

- 영역: 인문, 예술, 체육, 봉사활동 

- 스스로 정한 도전 목표  성취 및 인증

- 도전의식 함양을 통해 참다운 나를 발견하고

   성장하기

- 학교별 실정에 맞는 실천·체험중심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 현장체험학습공개방 활용

- 인성교육 중점학교 운영(자율선택)

1-3 삶의 가치를 높이는 교육활동

1-3-1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인성교육

● 교육과정 기반 인성교육

● 인성 친화적 학교 환경

•모든 학교 교육 활동과 관련 교과 내 인성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주제별 인성교육 활성화: 인문소양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인성교육 교원 역량 강화: 교원 연수 강화(전교원 1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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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 희망 나눔 행복 체험 활동

•1-3-3 감사운동(1일 3사람에게 3번 감사하기)

•사제동행 캠프, 가족 캠프, 어울림 캠프: 1회 이상

•난치병 학생 돕기 운동 참여

◆ 인성교육 방향 및 목표설정, 인성교육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이해와 공유를 통해 실행력 제고

◆ 학교별 특색 있는 인성교육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 2021 인성교육 시행 계획

교육
공동체에

인성을

더하다

■ 가정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 학부모의 자녀 인성교육 강화

     - 할매할배의 날 운영, 세대공감 편지쓰기·행복사진 공모

■ 범사회적 인성교육 참여
     - 1교 1나눔 및 봉사 활동: 요양원, 복지관, 지역 병원, 국립영천호국원 등

     - 학생봉사동아리: 관내 고등학생 50여 명, 캠페인, 환경정화, 지역사회 행사 보조 등

     - 위더스 봉사단: 교육지원청 전직원, 월 1회 지역기관 위문 및 일손 돕기, 환경 정화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 인성교육지원센터, 금호도서관 활용 인성 프로그램 참여

     - 영천 전통문화 활용 인성교육: 임고서원 선비문화체험, 고장 문화유산 및

        3선현 탐방

학교교육계획 수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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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 문화유산 활용 인성교육

◆ 우리 고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향토사랑 실천을 위한 계획 

◆ 3선현(정몽주, 최무선, 박인로)과 함께하기 활동 계획

*골벌: 삼한시대 영천의 옛 이름

특색사업 1  호국문화와 함께하는 골벌인의 나래펴기 프로젝트

● 향토 위인 호국의 얼 찾기

●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내 고장 체험

● 영천 바로알기 프로젝트

•향토 위인 3선현의 생애 업적 알기 프로젝트 

•(정몽주) 찾아가는 충효교실, 임고서원

•(최무선) 과학꿈잔치: 2021년 9월 중

     - 대상: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민 등

     - 예산: 3,200만 원 

•(박인로) 노계문학관, 도계서원 탐방

•호국기관 체험: 국립영천호국원,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화랑설화마을

•호국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전문성 신장

     - 통일 관련 연수: 초·중학교 교사 60명

•숨어있는 영천의 호국 위인 찾기: 권응수장군유적지 체험(신녕면 화남리)

•호국·충절 내고장 탐방 프로그램 지원

  - 대상: 교원, 초·중학생

  - 예산: 1,200만 원

•우리 고장 바로 알기 체험 행사 참여: 별빛 사투리 경연대회, 동요대회, 영천 아리랑 이어 부르기 등

•새내기 전입교사 및 희망교사 영천 사랑 투어

  - 대상: 신규·전입교사 및 희망교사 40명

  - 예산: 250만 원

  - 운영 내용: 테마형 체험활동 운영

학교교육계획 수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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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감성을 가꾸는 학교예술교육

● 감성을 함양하는 예술교육

1-3-3 건강한 심신을 기르는 학교체육교육

● 심신이 조화로운 체육교육

◆ 초등학생 수영 실기교육,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 운영

학교예술교육 내실화

예술체험 기회 확대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교체육활성화

체육교육 내실화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선진형학교운동부 육성

학생 참여형 동아리 활성화

지역 연계 학교예술교육

감성
함양

▶ 예술교과 필수이수단위 편성· 운영 

▶ 예술활동 성장기록 내실화

▶ 학생 오케스트라단 운영 활성화 

▶체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체육교사 전문성 신장

▶초등학교 수영 이론교육 및 생존

    수영 실기교육(전학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학생 건강체력증진프로그램 운영

▶1학생 1스포츠 활동 권장

▶학생 주도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활성화

▶교내, 학교,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스포츠클럽리그 활성화

▶학생선수 학사관리 강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운영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학교

    운동부지도자 관리 강화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집행 투명성

    확보 노력

▶1학생 1예술(악기) 활동 확대

▶ 영천문화예술체험장 운영 개선

     - 운영 프로그램, 강사진 확충

     - 학교 방문형 프로그램 점진적 전환

▶ 학생 동아리 발굴 및 지원

▶ 홈페이지를 활용한 동아리 운영 지도 및

     우수사례 공유

▶ 지역 연계, 학교 간 연합 동아리 활성화 

▶ 교육지원청 및 권역별 예술 교육페스티벌 참가

▶ 예술대학·예술단체·공공기관 협력 강화

▶ 지역사회 연계 악기 지원사업 전개

▶ 지역예술교육자원지도(RARM) 활용 활성화

학교교육계획 수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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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수호 의지 강화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도교육 지원

체험 중심
독도교육

'경북사이버독도학교'
참여

지자체 연계
독도교육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을

     통한 독도교육

•독도지킴이 동아리 지원

•독도교육 연수 확대

•독도교육: 연간 10시간 이상

•독도 탐방 중학생 30명

•독도 탐방 안내서 제작

•독도체험관 운영 확대

     -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반

        교육자료 보급

•독도콘텐츠 통합 운영

•「독도 사랑 주간」 운영

     초·중학교 온라인 홍보 강화

•일본의 역사 왜곡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 신장

•독도교육협의체 구성

•독도 유관기관 협업 강화

•찾아가는 독도전시회 참여

•독도 포럼 공동 참가

1-3-4 자긍심을 드높이는 평화 통일교육

1-3-5 우리 땅 독도사랑 교육

● 새로운 시대를 대비한 평화·통일교육

평화·통일교육의 이해
▶ 평화·통일 실현 의지 함양

▶ 균형있는 북한관 확립을 위한 현장 맞춤형 교원 연수 강화

▶ 평화 의식 함양, 민주 시민 의식 고양

학생 참여형 평화·통일교육
▶ 학생 참여형 수업을 통한 평화·통일 교육 

▶ 통일동아리 운영 선도학교 공모 권장

▶ 평화·통일 체험프로그램 참여 지원

교원 평화·통일교육 역량
▶ 교원의 건전한 안보 의식 제고: 평화·통일 교사 학습공동체 참여 권장

▶ 교원 연수 기회 확대: 평화·통일교육 교원 역량 강화 연수

▶ 남북 교원 교류 및 교육 협력 준비: 통일교육현장지원단 참여

다시, 독립의 기억을 걷다!
▶ 임청각에서 하얼빈까지 독립 운동길 탐방 참여

▶ 경상북도독립기념관(안동) 체험 프로그램 참여  

▶ 영천 독립운동 흔적 찾기(이원대 열사, 산남의진 정환직 선생)

◆ 경상북도독립기념관 체험학습 운영 협조 

◆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도 이해 교육 실시

학교교육계획 수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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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함께 연구하고 실천하는 교원

1-4-1 교원 학습공동체 활성화

1-4-2 수요자 맞춤형 현장 연수 지원

● 교원 학습공동체 활성화 및 체계적 지원

●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연수 지원

● 참여형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자발적 교원 중심 학습공동체 운영 촉진(동일 학교, 타 학교)

•원격수업 및 학생 참여형 수업 방안 탐구

•교원 중심 학습공동체 지원: 교육연구동아리, 교과교육연구회 등

•수업 나누리 탑재 및 수업 나눔 축제 참여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 워크숍 활성화 

•전문가 및 멘토 지원: 학교 교육과정, 수업, 평가 등 

•교육과정 재구성, 학생 참여형 수업

•원격수업 관련 미래교육 강화 연수 지원

•동료 의식을 바탕으로 한 협력적 학교문화 조성

•주 1회 ‘배움과 성장의 날’ 운영



배
움
이

즐
거
운

교
 실,

새
로
워
지
는

학
교

24

25

2 0 2 1  영 천 교 육 계 획

1-5 참여와 소통의 학교 문화

 1-5-1 학교 자율 경영 체제 지원

● 자율과 책임 기반 학교 경영

●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정책 참여 확대

● 경북(예비)미래학교 운영 지원

•미래지향적 학교 경영 철학 공유 

•권한 위임을 통한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확대 

•학교 간 교육과정 협력 네트워크 운영

     - 학교 간 공동 성장 시스템 마련 및 정보 공유로 현장 교육력 제고

     - 학교장 지구장학협의회 활성화

     - 교감 지구장학협의회: 초·중학교 5개 지구

     - 지구별 연구부장협의회 신설: 초·중학교 7팀

•의사 결정 과정에 학생 참여 확대 

•토론 중심 교직원 회의 운영

•교육과정운영위원회 및 주요 정책 학부모 참여 활성화

•경북미래학교: 영천여중(2019 지정)

•경북예비미래학교: 참여 권장(50교 내외 지정 예정)

•학교 공간 혁신 컨설팅 지원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 특성에 맞는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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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학교업무정상화 지원

● 단위학교 학교업무정상화 추진

● 교육지원청의 학교업무정상화 추진

•학교지원센터 신설: 2021. 1. 1.자 도입

     - 학교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조직 편제: 장학사 1, 일반직 4, 교육지원과장 센터장 겸임

•지원 내용

     - 수요자 맞춤형 교육행정서비스 제공

     - 인력 계약 지원, 교육 활동 지원, 현장 활동 지원, 지역 특색 업무 지원 등

     - 학교 요청 상시 업무 발굴로 교사 업무 경감

◆ 교무행정지원팀 운영 내실화를 통한 업무분장 및 형식적, 관행적 행사 축소

◆ 교직원 회의를 통한 특색사업 선정 후 학교교육계획서에 반영 

◆ 학교지원센터 활용을 통한 교사 업무 경감 방안 모색

교육활동 중심
학교조직 재구조화

교무행정지원팀
구성 및 운영 강화

각종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

담임교사 행정업무
최소화

각종 위원회 및
장부 정비

▶ 교육활동 중심

      학교문화 조성

▶ 교육과정 중심

      학교조직 개편 및 학교장

      책무성 강화

▶ 학교 규모·급 고려

      교무행정지원팀 운영

▶ 팀장(교감) 중심

      책임 운영, 참여 교사 수업 시수

     경감 및 지원 대책 마련

▶ 학교교육계획서에 미반영

      교내 행사 및 대회 지양

▶ 나이스연계 고등학교 입학전형

      원서 접수 방법 개선

▶ 교육활동에 전념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불필요한 업무 및 전시성 학교 행사

     과감한 폐지, 각종 행사 간소화

▶ 유사 위원회 통합 운영

▶ 불필요한 장부 정비

학교교육계획 수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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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자율과 참여 중심 민주시민교육

● 교육과정 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 학생 자치활동 강화 및 자치 문화 조성

● 학생의 지역사회 참여 지원

•민주시민교육 관련 단원 및 주제 추출 프로젝트 학습 운영 

•민주시민교육 교과통합수업 실시 

•범교과 학습 주제 활성화 자료 활용

•학생 자치활동 및 자치법정 운영

•학생이 기획하는 학교 행사 활성화

•학생 자치활동 지원: 학교 기본 운영비의 0.5% 지원 권장

•영천 지역 학생회 조직 운영

•학생회 중심 교육정책 제안

•지역 단체와 연계한 체험활동 활성화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 참여 학생 동아리,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

◆ 학교교육계획서에 반영된 교내 행사 및 대회 운영 

◆ 연간 학생회 활동 계획(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회 주도의 행사 계획)

학교교육계획 수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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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 아름답고 희망을 주는 영천교육

2-1 미래교육 체제 구축

2-1-1 첨단 미래교육 환경 조성

● 창의성을 키우는 미래교실 환경 조성

●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학습 환경 조성

● 학교 정보화 인프라 지원 확대

● 학교교육 행정 지원 강화

•창작 교실 및 미래교육 대응 학교 공간 조성

•S/W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미래형 컴퓨터실 구축

•창의융합형 과학실 및 지능형 과학실 구축 지원

•기술·가정 전용교실 현대화 지원

•스마트 러닝을 위한 태블릿 보급 확대

•S/W 교육을 위한 학교 노후 컴퓨터 교체

•속도 향상 및 보안 강화를 위한 학내 전산망 환경 정비

•소프트웨어교육 및 AI교육 교구 활용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e학습터’ 활용 온라인 수업 활성화

•학교 정보화 장비 교체 보급

•컴퓨터 및 학내망 유지 보수 통합 관리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교육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K-에듀파인시스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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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삶을 따뜻하게 하는 인문학교육

● 인문소양교육 확대

● 인문학교육 중심으로서의 도서관 역할 강화

● 인문학과 연계한 창의교육 운영

● 읽고, 쓰고, 생각을 나누는 통합적 독서교육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문학 융합교육

•영천의 문화 인물을 활용한 인문학 수업

•인문소양교육 교원 동아리 운영 

•지역 단체와 연계한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학교도서관 학부모 자원봉사자 활용

•지역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연계 교육: 경상북도교육청금호도서관, 영천시립도서관

•학교도서관 장서 점검 지원: 학교지원센터

•인문학적 소양과 창의성을 키우는 수업모델 적용

•인문학교육과 창의교육 융합 우수 사례 공유 및 활용

◆ 교육과정 재구성 반영: 프로젝트 학습, 협동학습, 토의토론학습 등 

◆ 교육과정 연계 3단계 독서교육(읽기 전-읽는 중- 읽은 후) 내실화

특색 있는 독서교육 토론 수업 활성화 삶이 아름다운 글쓰기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 연계

•사제동행 독서 20분 

•경북독서친구 권장 도서 읽기

•독서·토론 수업 전개

•토론중심 협력 수업 실시

•독서·토론 동아리 운영

•교과 연계 글쓰기

    - 고전 필사, 한줄 서평,

       두 줄 생각 노트 등

 •창체 연계 글쓰기

    - 학급문집, 나의 책 출판

학교교육계획 수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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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4차 산업혁명 시대 융합교육

2-2-1 체험하고 융합하는 수학·과학교육

● 체험하고 즐기는 수학교육

● 생태 감수성을 기르는 녹색환경교육

● 소통하고 융합하는 과학교육

•수학체험센터 활용 체험학습 실시

•놀이체험 중심의 수학동아리 운영 

•찾아가는 수학나눔축제 참여

•놀이·체험·탐구 중심 수학프로그램 활용

•수학교구지원학교의 교구 활용 극대화

•수학나눔학교 운영 지원

•1교 1환경교육 동아리 운영

•체험실천중심 녹색환경교육 전개(Green-7 운영)

•지역사회와 연계한 녹색환경 교육:‘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실천 서약,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플라스틱 프리 챌린저 캠페인 등

•소통하고 탐구하는 기초 과학교실

미래형 과학교육 환경 조성

찾아가는 과학교실 운영

탐구·체험 중심의 과학교육

과학교사 전문성 신장 프로그램 운영

•창의융합형 과학실 활용

 - 영천중앙초, 영화초, 포은초, 신녕초, 자천초

•과학교구 및 실험재료비 안정적 지원

•수업 전 5분 안전교육 실시(연중)

•맞춤형 과학체험프로그램 참여

•소규모학교 지원 창의융합형 발명교실 운영

•청소년 과학 탐구 대회 개최

•최무선 과학꿈잔치 운영: 9월

•미래과학자 양성 프로그램 참여

•창의융합 과학 동아리 운영

•첨단 과학기술 현장 적용 직무연수 지원

•영천과학교사 연구회(천사모) 운영

•과학 관련 교원 연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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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영재교육기관

● 창의융합교육(STEAM) 강화

● 영재교육 내실화 

◆ 발명교육센터, 영재교육기관 등 지역기관 적극 활용

창의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적용 

창의융합교육 
전문성 신장 

영천발명교육센터 

- STEAM 선도학교 운영: 포은초

- 학교내 무한상상실 지원

- 도단위 STEAM 지원단 활용

- 창의융합인재교육지원단 참여

- 사제동행 캠프 참가

- STEAM, MAKER 교육 연계 연구 활동 강화

-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 및 인력풀 구축

- 체험·심화형 발명교육 강화

- 첨단과학기반 발명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정과 연계한 영재교육 융합형 영재교육 강화 영재교육 운영 내실화

▶ 방과 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교사관찰추천제 적용·강화 

▶ 영재교육 담당교원

     역량 강화 지원

▶ 융합 우수 콘텐츠 개발 

▶ 영재교육 영역 다양화

▶ 영재교육대상자 GED 활용 선발

▶ 영재교육기관 컨설팅 

▶ 영재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교육지원청부설
영재교육원 지역공동 영재학급 학교단위 영재학급

- 초등: 수학, 발명, 정보과학, 영어

- 중등: 융합수학, 융합과학, 영어

- 영천동부초(수학)

- 영천동부초(국악)

- 초등: 영천초(융합과학), 

              영천중앙초(수영),

              신녕초(태권도)

- 중등: 금호중(태권도)

학교교육계획 수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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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소프트웨어교육

● 컴퓨팅 사고력을 신장하는 코딩교육 강화　

● 디지털교과서 및 맞춤형 교육 서비스 강화  

● 디지털 시민성 교육 강화           

•모델 개발 및 적용: 선도학교 운영, 수업연구회 운영

•교원 역량 강화: 교육지원청 단위 연수, 학교별 연수

•교육과정 연계 정보통신윤리교육: 10시간 이상

•교사, 학부모의 학생 지도 역량 강화

•스마트 기기 바르게 사용하기: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저작권 보호 교육 강화: 수업용 저작물 이용 안내

•Wee센터 연계 중독 학생 상담 및 치료 지원

교사 확보 및 지도
 역량 강화 지원 체계 강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원

- 교원 지도 역량 강화

- 중등 정보 교사 활용

- AI 전문요원 확보를 위한

   대학원등록금 지원

- 현장지원단 구성 및 운영

- 피지컬 교구 지원

- SW교육 컨설팅 지원

-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적용

- 체험·탐구 중심 소프트웨어교육

- 미래핵심기술(AI교육) 

  중점학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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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상상하고 공유하는 메이커교육

● 메이커교육 인프라 구축

● 메이커교육 지도 역량 강화

● 메이커교육 문화 확산

•교육과정과 연계한 메이커교육 프로그램 개발

•메이커교육 장비 활용 기초 연수: 연중

•메이커교육 교사 역량 강화 연수: 연 2회

•경북메이커교육관 활용

•주말 메이커 교실 운영: 초등 4~6학년, 중 1학년 

•방학중 메이커 캠프 운영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체험활동

메이커 활동 역량 강화 협력체제 구축

메이커
교육거점

영천
발명교육센터

▶ 학교 내 메이커 공간 확대 

▶ 메이커 공간 표준안 이용

▶ 메이커교육 연수 및 컨설팅

▶ 공유시스템 구축

▶ 유관기관 MOU체결

▶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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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꿈을 키우는 진로교육

2-3-1 적성과 소질을 살리는 진로교육

2-3-2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는 맞춤형 진로교육

● 자유학기(년)제 교육과정 운영

● 행복한 미래 설계 맞춤형 진로교육 확대

•학생의 역량을 강화하는 자유학기(년) 활동 운영 내실화

•자유학기(년)제 교원 역량 강화

     - 자유학기제 운영 교사 연구회 및 지원단 운영: 연중

     - 중학교 자유학기(년)제 관리자 및 학부모 연수: 각 2회

•자유학기(년)제 운영: 중 12교 

•학생활동 중심 동아리 활동을 통한 진로 탐색

•교육과정 기반 진로교육 내실화

•교육과정 연계 「꿈·끼 탐색 주간」  운영

•학교별 진로 적성검사 실시: 초·중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 체험 교육 내실화

     - 진로캠프 운영: 초등 5학년, 중 2학년

     -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초·중·고

     - 인근 대학 진로 체험 프로그램 참여

•진로 체험 인프라 구축 및 성공 사례 공유

     - 영천진로체험지원센터 위탁 운영

     -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연계 진로교육

     - 진로 담당 교사 역량 강화 연수

     - 진로 체험 기관 발굴 및 업무 협약 체결

     - 꿈길(http://www.ggoomgil.go.kr) 활용

◆ 교육지원청 단위 진로캠프, 진로프로그램 반영

◆ 학교 여건에 맞는 진로 교육 프로그램 구성

학교교육계획 수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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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더불어 나아가는 맞춤형 글로벌 인재교육

2-4-1 수요자가 만족하는 맞춤형 글로벌 인재 양성

*Y-edu: 영천교육

특색사업 2 더불어 나아가는 맞춤형 글로벌 Y-edu 운영

영천영어타운 운영 내실화

세계이해교육 강화

국제 교류 활성화 

ALL STAR ENGLISH

▶ 학생 맞춤형 E-travel

      : 4, 6학년(3일), 방학 중 영어캠프

▶ 초등 영어 회화반 운영

      : 방과후, 영어집중반

▶ 원어민과 함께 하는 체험 교실 운영

▶ 일반인 영어 회화반 운영

      : 매주 화·수요일 

▶ 세계이해교육 동아리 운영 지원

▶ 외국인 초청 세계이해교육 운영

▶ 다문화 가정 인력 활용 이중언어 및

     문화교육

▶ 학교별 영어 발표회 추진

      : Sing,Talk,Art,Reading 표현 발표

▶ 대구경북영어마을 체험학습

      : 초 5학년, 5월 중(4박 5일)

▶ 지역 대학 연계 외국인 대학생 초청 수업

▶ 저소득층 온라인 영어수업 지원 

▶ 지자체와 연계한 국제 교류 지원

      : 영어권 어학 연수 및 문화 체험

▶ 글로벌 매너교육 지원 강화

      : 방과후, 영어집중반

▶ 학교별 국제 교류 활성화

      : 상호 방문형 교류 및 국제 문화 체험 확대 

2-4-2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 세계시민교육 지원

•교원 역량 강화 지원: 단위학교 세계시민교육 확산

•외국인 초청 세계시민교육 연수

•글로벌 이슈 중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참여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 복지 실현으로 
교육공동체의 따뜻한 품 안에서

희망을 찾는 영천교육이 되겠습니다.

희망을 주는
따뜻한 교육 복지

03
3-1 배려와 존중이 있는 따뜻한 학교
3-2 아낌없이 지원하는 교육 복지
3-3 놀이로 꿈을 키우는 유아교육
3-4 모두를 존중하는 어울림 교육
3-5 기회와 희망을 주는 따뜻한 교육



삶이 아름답고 희망을 주는 영천교육

3-1 배려와 존중이 있는 따뜻한 학교

3-1-1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 활용

실태 및 현황 분석

교육활동 침해 예방 피해교원 지원 교단 복귀 및 사후 지원

기반 구축과 지원 따뜻한 영천교육 실현

▶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사안 증가

▶ 학교폭력 업무 기피 

- 교권보호 계획 수립

- 교권상담 및 사안 조사

-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연수

- 교권보호 홍보자료 보급 

- 전문상담사 상담 지원

- 의료기관 연계 치료 지원

- 상담기관 연계 심리상담 지원 

- 교원 힐링 프로그램 참여 지원

- 복귀 교원 모니터링

- 지속적 적응 지원

▶ 4개 권역별 센터 중

      경산센터 활용

▶ 원스톱 다이렉트 지원

▶ 학교폭력·교권 관련 법률  

      자문 서비스 제공

▶ 학생 상호 간 갈등 해소

▶ 학생, 학부모와 교직원 간  

      갈등 해소

▶ 교직원 상호 간 갈등 해소 

3-1-2 학생 인권과 교권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

● 학생 인권 보호

● 수업권 보장을 위한 교권보호 체제 구축

•학생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규칙 제·개정

•학생 인권 홍보자료 활용: 초등용, 중등용(2종)

•학생 인권 토론회, 학생 인권 교육: 연 1회

•원스톱 교권보호 시스템 구축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전체 교원 대상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 보급: 전 단위 학교

•「교권보호주간」  운영: 5월 셋째 주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교육활동 보호 관련 교직원, 학생, 학부모 연수

학교교육계획 수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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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급별 실시 계획 수립(교과, 창체)

◆ 학부모, 교직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기별 2회 계획 수립

3-1-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체제 구축

● 인성교육 중심 학교폭력 예방 강화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폭력 대응체계 구축

● 학생 자살 예방 및 위기 관리 체계 확립

•학교폭력 예방 기반 구축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 전 학교

     - 학교폭력(성폭력)예방 환경 조성: 배움터지킴이, 학교 전담 경찰관 활용

     -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 운영: 학교장 자체 해결제 강화

     - 학교폭력 e신고함 운영: 도교육청 및 도란도란 학교폭력 홈페이지

     - 자살예방 환경 조성: 위기 전담 부서 조직

•학교폭력 예방 지원

     - 학교폭력 실태 조사 연 2회, 예방교육 연 4회 권장

     - 성교육: 전 학년 15시간: 성폭력 예방교육 3시간 포함

     - 학교폭력 책임 교사 연수: 연 2회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및 연수: 3월 초

•유기적 협업 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 처리

     -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범국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공동 캠페인 참여

•학교폭력 예방 인식 제고를 위한 직장교육 활성화

생명존중교육
내실화

- 학생 연 4시간

- 학부모 1회 이상

- 교원 50% 이상

자살징후
조기 발견 강화

- 정서·행동 특성검사

- 게이트키퍼 연수

- 잠재적 관심군 발굴

전문기관
연계·구축 관리

- 사후 중재 시스템 활용

- 마음건강 전문의 운영

- 전문기관 연계 및 상담

학교 역량 강화 및
문화 조성

- 응급심리지원 연수 참여

- 맞춤형 솔루션 지원

- 생명존중 공모전·켐페인 

   참여

학교교육계획 수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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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학업 중단 위기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Wee센터 및 Wee클래스 운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업중단숙려제(New-Start 프로그램) 운영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 제공

     - 위기학생 진단-상담-치유의 원스톱 상담서비스 강화

     - ‘새학기 상담주간’ 운영: 연 2회

     - Wee클래스 구축·확대 및 Wee클래스-Wee센터 위기지원망 구축

•Wee센터 교직원 상담 연수 및 학부모교육

     - 교원 대상 지속적 상담 연수: 연 8회

     - 학부모 자녀양육 및 자녀 심리 이해교육 제공

•Wee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실시

     - Wee캠프: 일일캠프, 가족캠프 운영

     - 학생자원봉사동아리 ‘해피투게더’ 운영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동행카드 사업

•학업 중단 학생 발생 시 정보 공유: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

◆ 신학기 상담주간 운영(3월, 8∼9월)

◆ 위기학생 지원 시스템 구축

New-Start
프로그램

▶ 맞춤형 체험 활동 프로그램 운영: 진로 체험, 문화 체험 등 

▶ 학업중단 예방 학급단위 집단상담: 연 7회

▶ 희망캠프: 1회(초·중·고 20여 명)

▶ New-Start 상담원 활동: 상담원 8명, 개인상담 연간 운영

연  수
▶ New-Start 상담원 연수 및 체험: 5회

▶ 전문상담(교)사 및 업무 담당 교사 상담 연수 실시: 연중 수시

연계 활동
▶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적용: 연중

▶ 유관기관 연계 활동: 의료 및 복지 등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영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

▶ 학업중단 예방의 날 운영: 월 1회(매월 둘째 주 수요일)

동행카드 사업
▶ 운영기관: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 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 대상: 초·중·고 학교 밖 청소년
▶ 사업 방법: T-Money 형태의 충전 카드 제공
▶ 사업 내용: 학업, 취업, 상담, 건강 관련 지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연계 의무화

▶ 나이스 학업중단 위기 학생 관리시스템 연수
▶ 연계 방법: 학업중단 징후 발견 시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 나이스 메뉴에 등록-제출

학교교육계획 수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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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아낌없이 지원하는 교육 복지

3-2-1 다양하고 질 높은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

3-2-2 학교 안팎 돌봄 체계 구축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

•학생이 즐겁고 학부모가 만족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방과후학교 외부 강사 역량 강화 연수: 연 2회

•교육 취약 계층 방과후학교 지원

농산어촌 지역
방과후학교 지원

도시 지역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

지자체 지원
방과후학교 운영

- 초·중 20교: 학급당 200만 원

- 지원: 2억 1,600만 원 

- 초·중 9교: 1인 60만 원

- 지원: 3억 7,312만 원

- 초·중 30교

- 지원: 1억 2,600만 원 

◆ 2021학년도 초등 돌봄교실 운영 계획

◆ 2021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학교 안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학교 밖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학생이 행복한 
돌봄교실 운영

- 안전한 놀이중심 돌봄교실

   환경 구축

- 오후 돌봄교실:

   25실, 4억 5,000만 원

-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4실, 2,800만 원

- 학기 중, 방학 중 돌봄교실

- 지원청, 지자체 간 협력 돌봄 사업

   (굿센스) 운영

- 지자체 중심 마을 돌봄 사업

   (다함께 돌봄)지원

- 지자체와 함께하는 방과후

   돌봄 협의체 지원

- 지자체 중심 마을돌봄협의체 지원

- 놀이 중심 행복한 돌봄 프로그램 

   운영

-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틈새 활동 자료 활용 제공

- 돌봄교실 참여 학생 안전교육 실시

- 학년 특성을 고려한 돌봄 제공

- 돌봄전담사 역량 강화 지원

학교교육계획 수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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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학부모 교육비 경감

● 교육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 무상급식 실시

● 교육 정보화 지원

•저소득층 및 다자녀, 다문화학생 수련활동비 및 수학여행비 지원

     - 수련활동비: 9만 원 이내 실비 

     - 수학여행비: 초 14만 원, 중 18만 원 이내 실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영천초, 영천중앙초, 포은초, 영천중, 영동중, 영천여자중, 성남여자중

•학습준비물 지원: 공·사립 초등학생 1인당 3만 원

•교육급여 지원

•2021년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전면 무상급식

     -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 항목별 구분 지원

     - 식품비: 교육청(30%), 지자체(70%) 간 재원 분담

        · 식품비는 학교급별/학교규모별(학생수별) 차등 지원(9개 구간)

           (식품비(70%): 초 2,170원, 중 2,590원, 고 2,660원, 특수 2,660원)

     - 인건비, 운영비는 교육청 100% 지원

     - 지원 일수: 연간 190일

     - 유치원: 초등학교 식품비 단가×원아수×190일

       (※ 초등학교 학생수 100명 미만교 병설유치원은 교육청에서 100% 지원, 그 외 유치원은 지자체에서

         100% 지원)

•2021년 우수식재료구입비 지원

     - 대상: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 기준: 200원×학생(원아)수×190일

     - 방법: 학교기본운영비 추가지원사업으로 지원

•인터넷 통신비 및 유해 차단 서비스 이용료 지원: 저소득층 학생

교육활동지원비 학용품비 교과서대·수업료

■ 초: 286,000원 

■ 중: 376,000원

■ 초: 72,000원 

■ 중: 83,000원

■ 교과서대 전액 

■ 입학금 수업료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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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놀이로 꿈을 키우는 유아교육

3-3-1 놀이 중심 유아교육 운영

●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유아중심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개정 누리과정 운영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놀이 수업사례 공유 놀이촉진 여건 조성

▶ 유아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 운영

▶ 생활중심 유아 인성교육

      강화

▶ 놀이나눔공동체 운영

▶ 학부모 놀이 아카데미

▶ 공동교육과정 네트워크

      운영

▶ 수업 전문가 운영

     (연구교사, 선도교사)

▶ 누리과정 자료 보급

▶ 소통·공감·자율 장학 연수

▶ 유치원 놀이 공간 혁신

▶ 놀이옹달샘 환경 조성

▶ 유아교육체험센터 운영

•유치원 공동교육과정 네트워크 운영

     - 소규모 유치원 간 공동 체험 활동

중심 유치원 협력 유치원 중심 유치원 협력 유치원 중심 유치원 협력 유치원

영천동부초

병설유치원

고경초 

병설유치원

신녕초

병설유치원

청통·화산·영화·
지곡초 병설유치원 임고초

병설유치원

화남분교·평천·
자천·단포초

병설유치원금호초

병설유치원
문화유치원

영천초

병설유치원

대창·거여·북안초

병설유치원

● 놀이와 쉼이 있는 방과후과정 및 돌봄 운영

•유아기 특성을 반영한 방과후 놀이유치원 운영: 공립유치원

•휴가중 계절유치원 및 수요자 중심 엄마품 돌봄유치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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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꿈이 있는 유아교육 지원 강화

● 유아교육의 질적 혁신을 위한 공공성 강화

● 현장중심 맞춤형 지원 장학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유아 교육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

유아모집 「처음학교로」 시스템 적용으로  투명성 강화

 다문화·특수 등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희망 사다리 복원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전면 도입
 - 1:1 멘토-멘티제 밀착 지원 및 사용자 역량 강화 지원

- 원내 자율장학 내실화

- 공동교육과정 네트워크 운영

- 교육청 지원장학 확대 

- 심층 수업 컨설팅 활성화

- 누리과정 내실화 교원 연수 운영

- 현장 맞춤형 연수 지원

- 수업력 향상을 위한 연구 풍토 조성

- 저경력교사 서포터즈 운영

- 유치원 관리자 네트워크 구축

- 교원치유센터 운영

- 교권침해 사안 처리 및 교원 보호 조치

멘토링제

맞춤형 장학 핵심 역량 강화

교권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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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형 혁신유치원 운영

● 유치원 평가

● 365일 온(溫)종일 안전한 유아교육 환경

유아중심 교육과정 놀이중심 수업 혁신 민주적 교직 문화 조성 교육공동체 참여 확대

▶ 교육과정 재구성

▶ 최소한의 생활주제 

▶ 수업·평가 방법 개선

▶ 놀이공동체의 날 운영 

▶ 민주적 의사결정 문화

▶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 놀이교육 연결망 구축

▶ 학부모 유치원 참여 확대

•혁신유치원 모델 개발 및 확산

•교육과정 평가 및 유아 평가(누리과정 운영의 질을 진단하고 개선)

•제 5주기 유치원 평가(유치원 질 관리)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공·사립유치원 전체 실시)

◆ 생활 중심 창의·인성교육계획 수립

◆ 유아·놀이 중심 방과후과정 및 돌봄 운영 계획 수립 

◆ 현장중심 맞춤형 장학 계획 수립

◆ 유·초 연계 놀이 자람 교육 계획 수립

유아 안전 365 프로젝트
놀이중심의 안전한 

영천유아교육체험센터 운영

•학부모 안심유치원 운영 확대

•유아·교원 안전교육 강화

•365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참여와 협력을 통한 학부모 역량 강화

•4~12월까지 매주 월~금(09:00~14:00) 운영

•유아의 신체 및 정서 등 발달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누리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상시 운영

유치원교육계획 수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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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모두를 존중하는 어울림 교육

3-4-1 내실 있는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3-4-2 특수교육 맞춤형 지원 강화

통합교육 지원 강화
▶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강화

▶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다운 학교’ 운영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운영
▶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내실화

▶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활동 지원 강화

▶ 자유학년제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참여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특수교육
지원센터

운영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체육·문화 예술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성)폭력 피해 예방 강화

•순회(치료)교육 내실화: 순회교사 3명, 치료사 1명

•교원의 통합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실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배치

•방학중 계절학교 운영

•가족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장애학생인권지원단 운영(현장지원 및 더봄학생 심리상담)

•장애이해교육 내실화(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치료 및 방과후 특기적성 지원(바우처카드 지원)

•학생, 보호자 통학비 지원 

•1가정 2자녀 장애학생 지원

•특수교육보조인력 지원

     - 특수교육실무사, 사회복무요원, 유급 자원봉사자

•진로·직업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현장 중심 진로·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 강화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진로·직업교육 참여

•경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연계 진로·직업체험 활동 확대

•재활승마 가족캠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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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다문화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

3-4-4 성숙한 사회를 위한 다문화교육

● 다문화 학생 한국어 능력 진단-보정시스템 활용

● 다문화 감수성 향상

●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맞춤형 다문화교육 통합 지원

•한국어 학급 및 한국어 교육지원 사업을 통한 한국어교육 확대

•다문화 유아 기초언어교육 지원 확대

•중도 입국 외국인 학생 편입학 전 한국어 교육 수료 의무화

•다문화 이중 언어 교실 운영(부모 나라 언어 배우기)

•상호 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이해 및 인식 개선 교육 강화

•한국어 교육 지원

•기초학력, 진로·진학프로그램 운영

•다문화·탈북학생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확대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다문화학생 편·입학 지원

거점학교 운영 맞춤형교육 지원 사업 지역 연계

▶ 관내 1교 이상

▶ 거점학교 운영비 지원

      - 기반 조성, 언어, 문화, 학습지원, 

         협의회, 연수회 등

▶ 한국어교육 지원

▶ 진로 직업교육 지원

▶ 이중언어교육 지원

▶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 맞춤형 미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거점학교지역협의체

▶ 지역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연계·협력

      - 한국어 이중언어교육

      - 학부모 소통 연계

      - 교원 연수

      - 학교·지자체 행사 연계

◆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 다문화 사회 이해교육(교과·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수업)

학교교육계획 수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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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기회와 희망을 주는 따뜻한 교육

3-5-1 행복한 삶을 위한 기초학력 온도 UP!

◆ 기초학력 부진 유형별 부진 요인 선별, 진단, 학교별 맞춤형 지원 내용을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반영

함께하는 따 뜻 함으로
기초학력 온도 UP!

▶ 잠재적 학습부진 예방 및 부진 요인별 맞춤형 지원

▶ 교육공동체 기초학력 지원 역량 강화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초학력 지원 시스템 활용

■ 성장 책임 학년제 운영(초1~2학년 담임 중임·연임제)

■ 두레교사제 운영 지원

■ 함께 따로 공부방 운영 지원

■ 저학년 맞춤형 학습 환경 조성

■ 희망사다리 교실 운영 지원

■ 다(多)지원학교 운영 지원

■ 기초학력 예방-진단-보정 선순환 시스템 활용

■ 교원학습공동체 지원 및 컨설팅 강화

■ 경북남부학습종합클리닉센터 활용

■ 농산어촌 찾아가는 치료 지원 

■ 교원 및 학부모 역량 강화 

■ 경북남부권 한글교육 역량 강화 연수 참여

교실에서 따뜻하게
보살핍니다.

학교에서 뜻을
펼치도록 돕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지원합니다.

제1안전망: 교실 내 지원

제2안전망: 학교 내 지원

제3안전망: 학교 밖 지원

학교교육계획 수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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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농산어촌 학교 지원 체제 강화

3-5-3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 농산어촌 학교 학생 학습권 보장

●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정착

● 농산어촌 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

● 신명 나는 작은 학교 만들기

•소규모학교 맞춤형 지원 시스템 활용: 공동 수강 신청 시스템 활용

•농산어촌 맞춤형 진학 상담 프로그램 운영

•복식학급 교원 협의체 참여 및 복식학급 운영 Q&A 활용

•초·중학교 작은 학교 중 희망교는 큰 학교와 자유학구 지정·운영

•일방향 학구제: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만 전·입학 가능

•자유학구 내 작은 학교 특색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교당 1~2천만 원

•진학학교 선택 기회 확대: 학구 내 중학교 또는 영천시내 중학교 중 선택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중심학교와 협력학교 간 공동 수업

•창의적이고 특성화된 농촌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 특성을 살린 공간 재구조화: 유휴교실을 이용한 공간 활용

◆ 작은 학교 특색 프로그램 운영

◆ 소규모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초등학교
확대 시행

[큰 학교: 3교] 영천초, 영천중앙초, 포은초 

[작은 학교: 11교] 거여초, 고경초, 대창초, 북안초, 자천초, 지곡초, 청통초, 평천초, 화산초, 

영천중앙초화남분교장, 자천초보현분교장

학교교육계획 수립 참조





소통하고 협력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모두가 신뢰하는
안전한 교육 환경

04
4-1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
4-2 공정하고 안정적인 교육 행정
4-3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직 문화
4-4 참여와 협력의 교육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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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

4-1-1 깨끗한 교실 환경 조성

● 학생 건강을 보호하는 교실 환경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교실 환경 만들기

•계절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냉·난방비 지원

•보건용 마스크 지급

실내 체육시설

확대 설치

냉·난방기, 공기정화장치

정기적 위생 관리

● 계절 스트레스 해소 지원

•교실 냉·난방 시설 현대화 

•학교 냉·난방비 지원: 학교기본운영비 추가 지원 사업 

•보건용 마스크 지급: 건강 취약시기 유·초·특수학교 학생 대상

4-1-2 학교 안전 시스템 강화

● 재난 안전 대비 시스템 강화

재난 정보 및
대응 요령 제공

- 정보: 재난 앱, SNS 등

- 매뉴얼 보급

재난 대응
훈련 및 홍보

- 안전한국훈련 1회

- 매 학년도 2종 이상

  실시

- 각종 홍보 매체 활용

부서별 기능 강화

- 재난 상황 총괄 지휘

- 부서별 역할 수행

실시간 정보 집계

- 자료집계시스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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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중심 안전교육 내실화

● 365일 온종일 안전한 학교

•안전 관련 전문 강사에 의한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실시 

•현장 학습 사전 안전교육 확대

     - 안전 매뉴얼에 따른 교직원 연수 강화

     - 현장체험학습 정보 공개방(www.gbe.kr) 연계 운영

•안전교육 및 재난 대응 훈련 강화: 행동 매뉴얼 활용 

•7대 표준안에 근거한 안전교육 실시

     - 학생: 연 51차시 이상 (생활, 교통, 폭력·신변, 약물 등)

     - 교직원 안전교육 연수 이수 의무화: 15시간 이상(3년 단위)

•교육과정 연계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실시

•수영실기 교육: 초등 1·2·6학년 이론교육 4시간, 3·4·5학년 실기교육 10시간

•심폐소생술교육: 교육과정 연계 실시(1개 학년 이상)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 연계한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

     - 경북어린이안전학교, 경북소방본부, 지역 소방서 등

•발달단계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안전교육 자료 보급

◆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교육계획 수립

◆ 학교급·학년별 안전교육 편성·운영: 51차시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

위기 대응
능력 배양

체험교육
강화

학교안전망 학교CCTV 연계 스쿨존
관리 강화

학교폭력
안심학교

•학생 보호 인력

   (배움터 지킴이) 운영

•초등학생 안심 서비스 제공

•어린이 통학 버스정보

     시스템

     (http://schoolbus.ssif. 

     or.kr) 활용

•운영비·회선비 지원

     - 대상: 초 18교

•연계비 지원

     - 대상: 중 12교

•영천시 종합관제센터와

     연계한 실시간 안전관리

•스쿨존 지정 확대

•안전 시설물 정기 점검

     - 반기별 1회

•교통안전교육: 연 2회

•학생 생활 지도 네트워크

     구축

     - 피해 학생 지원: 경북

        One-Stop지원센터,

        학교폭력SOS지원단,   

        가·피해 학생 특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상담 기관 3개, 치료

          기관 1개)

•학부모, 지역사회와 연계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학교교육계획 수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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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사이버 환경 구현

● 건강한 삶을 위한 맞춤형 보건관리 강화

•사이버 위협 정보 신속 공유 체제 구축·보안관제 종합시스템 운영

•학교 특성 및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고품질 인터넷 제공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 통합 훈련 실시

•정보보호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4월

•정보보호 수준 진단 실시

◆ 보건 교육과정 편성 및 체계적 운영: 최소 1개 학년 이상 연간 17시간 이상 확보

◆ 흡연·음주 등 약물 오 남용 예방 교육: 모든 학생 대상 의무적 실시

학생 건강 증진사업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예방 중심 보건교육

학교 환경 관리

▶ 학생 건강증진 중심학교 운영 

▶ 학생 건강증진 '아이날씬' 운영

▶ 학생 건강검사 실시 

▶ 학교 감염병 위기대응 능력 강화 

▶ 예방접종 및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 보건교육 운영 내실화 

▶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

▶ 학생 및 교직원 응급처치 교육

▶ 학교 먹는 물 위생 관리 

▶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관리 내실화

▶ 교사 내 공기질 등 환경위생 개선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

학교교육계획 수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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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친환경 교육 급식 실현

● 우수 친환경 급식 확대

● 학교 급식의 위생 및 안전성 확보

•전자구매 및 소규모학교 식재료 공동구매 정착: 유·초·중·고·특수학교 중 조리교 35교

•우리 지역 친환경 농·축산물 안정적 구매: 친환경 농·축산물 급식지원센터 활용

•친환경 농·축·수산물 구입비 지원: 유·초·중, 37,887천 원

•생산자 실명제 식재료 구매 확대 노력

◆ 2021 학교급식 운영 계획 수립

◆ 식품안전 영양교육 실시: 단위 학교별 창의적체험활동 시간 

◆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바른 식생활 실천 연수 계획 수립

학교 식중독 및 
위생 안전사고
예방 활동 강화

▶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2회) 및 운영평가(1회)

▶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급식점검단 운영 활성화: 10명, 5조, 월 1회 

▶ 학부모 참여 식자재 공급 업체 점검 강화: 연 2회

▶ 학교 급식 환경개선비 지원

      - 급식시설 개선: 3교, 70,083천 원

      - 학교급식노후기구 교체비 지원: 7교, 35,210천 원

식재료 안전성
검사 강화

▶ 한우 유전자 검사: 연 1회

▶ 식재료 방사능 검사: 연 1회

▶ 조리 기구 미생물 검사: 연 1회

급식 종사자
개인위생 및

안전교육 강화

▶ 학교급식 종사자 전원 건강 검진(6개월마다 1회)

▶ 학교급식 종사자 수준별 위생·안전교육: 연 1회

학교교육계획 수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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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안전한 교육 환경 지원

● 안전한 학교 시설 구축

● 안정적인 교육 여건 제공

유해 물질
걱정없이

숨쉬는 교실

재해로 부터
안전한 학교

노후 시설
개선

안전한 학교
시설 구축

▶ 석면 해체·제거 * 2027년 완료 목표

▶ 석면 해체·제거 관리·감독 강화

      - 학교 석면 모니터단 구성·운영

      - 석면 해체·제거 전 과정 모니터링

▶ 학교시설 내진 보강: 영천여자중 외 21교 (22억 2,174만 원)

▶ 시설물 안전 점검 강화  - 정기점검: 연 2회, (2월: 해빙기, 11월: 동절기 대비)

                                                    수시점검: 6월(여름철 대비)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점검: 유치원 13개원, 초 18교

▶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환경 개선 지속 추진

      - 학교시설 환경 개선: 100억 4,022만 원

      - 40년 이상 노후건물 정밀 점검: 3교, 3동, 1,350만 원

      - 제3종 시설 정기 안전점검: 유 1원, 초 18교, 중 8교, 2기관, 7,580만 원

통·폐합 학교
지원 및 관리 강화

▶ 통·폐합 학교 학생 지원: 통학비, 하숙비 지원, 19,157만 원

      - 2개교(평천초, 북안초) 

▶ 통·폐합 학교 관리 강화: 통폐합 지원 기금 조례의 의한 적정 집행 지도

쾌적한 교육
환경 개선

총 예산: 100억 4,022만 원

- 학교시설개선: 65억 7,761만 원

- 안전시설개선: 9억 5,313만 원

- 주변환경개선: 25억 948만 원

주변환경개선

2,594,800

학교시설개선

6,577,610안전시설개선

95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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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조화로운 학교 공간 만들기

● 학교환경 디자인 TF팀 구성

● 감성 디자인으로 바꾸는 색채 환경 개선 사업

● 자연친화적 테마 학교 조성

●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 쉼과 놀이가 있는 공간 조성

•협력하며 함께 만드는 학교 공간 조성

•구성: 건축사, 디자이너, 엔지니어, 업무 담당자, 학교 관계자, 미술교육교과연구회

•분야: 디자인 기획, 색채, 설계, 실내건축, 학교 공간 재구조화 등

•대상: 신설·전면 개축·이전 학교, 컨설팅 요청 학교

•교육균형 발전 도모 및 색채 디자인을 통한 학교(지역) 이미지 개선

•밝은 환경 조성을 통한 학교 폭력 예방

•감성디자인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2021학년도 대상 학교 확대: 6교

•예산 지원: 12,000만 원(교당 2,000만 원)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학교 설계

•미세먼지를 줄이는 학교숲 조성

•생태 학습장, 녹색학교 사업 확대

•재활용품으로 1인 1화분 가꾸기

•마음껏 표현하는 복합 공연장 조성

•학생 발달에 맞는 놀이·휴식·미디어 활용 공간 확보

•대상: 신설·전면 개축·이전 학교

■ 스마트 교실

-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ICT 기반 스마트 교실 구축 

- 디지털 기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 개별화 학습 지원

■ 그린학교

- 에너지 절약과 학생건강을 고려한 제로 에너지 그린학교

- 패시브디자인 적용

-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건축

■ 공간혁신

- 학생, 교직원 등 사용자 참여 설계

- 교육과정 및 혁신적 교수법 연계

■ 학교의 복합화

-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생활SOC 학교 시설 복합화

- 지역사회 중심 커뮤니티 구성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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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공정하고 안정적인 교육행정

4-2-1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 구현

● 인사위원회 설치·운영

●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 실현

● 모두가 만족하는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 

•교육장 직속 별도 기구로 구성·운영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 책임 있는 학교 경영, 교장 공모제 지원 및 평가 실시

•교장의 책무성 강조 및 학교장 인사권 존중

     - 교사 초빙, 전보 유예 요청권 부여: 초·중학교

•학교 교육과정 중심 관리자 학교 배치

•현장 설문조사를 반영한 인사 관리 기준 마련: 인사공청회

•업무 실적에 따른 능력 중심의 발탁 인사

•전보 순위 개인별 NEIS 공개

     - 상시 인사 상담실 운영

     - 교육지원청 인사담당자 직무연수: 2회(3월, 9월)

     - 지방공무원 후견인제 운영: 멘토-멘티 결연식, 성과보고회

•교육공무직원 고용 안정 및 처우개선

     - 현장체험 및 직무연수, 표창 확대로 사기진작 및 업무 만족도 향상

     - 희망을 고려한 직종 전환과 순환 전보로 합리적인 인사 운영

•지방공무원 맞춤형 인사상담 서비스 및 인사설명회 운영

일선 현장 인사담당

찾아가기 의견제시

영천교육지원청
인사 담당부서

각급
학교·기관
근무 직원

현장 방문
인사(고충)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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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직무만족도 제고를 위한 생활 안정 지원

●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교육 복지 추진

● 교직원을 위한 전문 분야 상담 지원

● 보람을 느끼는 교직 근무 환경 개선   

•맞춤형 복지비

     - 자율항목비, 특별건강검진비, 출산축하금, 난임 및 태아·산모 검진비 지원

•교직원 주택 임차 기금

     - 주택 임차 보증금 및 전세자금 지원(최대 2,000만 원)

•교육활동 및 직무 관련 무료 법률 상담 지원

•재해보상 급여, 공무원 임대주택 등 제도 안내

•교직원 관사 지원

•생활근거지 순환 근무제 재고

•교직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 연수기관 연계 힐링 프로그램 참여

     - 교직원 동아리 활동 확대: 교직원 자율 학습동아리,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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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더 자율적이고 더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

● 학교 재정 운영 자율성 및 효율성 제고

● 교육수요자 예산 참여 활성화 

● 교육재정 분석을 통한 균형 지원       

•학교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 지양

•학교 재정 운영의 민주성 및 투명성 확보

•학교회계 K-에듀파인시스템 효율적 이용 지원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 개최: 연 2회, 학부모 80명 대상

•알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재정 정보 공시: 연 2회 

•단위학교 학생참여예산제 운영: 학생 및 학생회 제안 의견 반영

•교육재정 모니터링 강화

•안정적인 교육경비 보조금 확보

◆ 학교기본운영비 통합 지원 사업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교육계획 수립·반영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 확보 강화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확대

▶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금 유치: 62억 1,655만 원

▶ 보조금 지원 기준 상향 노력: 시세의 9%

▶ 협의 내용: 영천교육 발전 방안, 교육시책 등

▶ 정기회 개최: 연 1회 이상

학교교육계획 수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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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지원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지원

     - 학교운영위원장 현장 연수 지원: 250만 원

•학교운영위원 협의회 지원

     - 학교운영위원 협의회 운영: 4회

     - 학교운영위원 문화탐방연수 지원: 300만 원

4-3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직 문화

4-3-1 소통의 장 확대

● 영천 교육 만족도 제고 

소통의 장 마련 SNS 활용
소통 활성화 교육 홍보 활성화

■ ‘교육장에게 바란다’ 운영

      - 정책건의, 개선사항, 고충 등

         다양한 의견 수렴

■ 청내 3층 에듀카페 운영

■ SNS 활용 쌍방향 소통

     - 블로그, 유튜브 등

■ 소통 경로의 다양화

     - 교육정책 및 교육현장 소식 안내

■ 교육시책 홍보 특집 기사 게재

      - 연 4회, 3개 신문사

■ 언론 주재 기자와의 간담회: 연 2회

4-3-2 현장 중심의 학교평가 방법 개선

학교경영 자율성 및
책무성 제고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학교 자체 평가 실시

학교 자체 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정보 공시

- 학교평가 담당자 연수

- 학교평가 길라잡이 제공

- 학교평가위원회 구성: 5~10명

   (교원 50%, 학부모 30%, 지역민 20%)

- 격년제 평가 실시

- 교육활동 개선 자료 활용

- 학교평가 결과보고서 정보공시: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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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청렴하고 깨끗한 교육 문화 조성

투명하고 열린
감사 문화 조성 감사 활동 내실화 청렴문화 정착·확산

•수평적 조직 문화 정착

     - 기관장이 앞장서는 청렴 실천

        서약

     - 공직자 부패 위험성 진단

•감사대상기관과 소통·협력 강화

     - 감사대상기관 의견 청취 및 반영

     - 감사 마감회의 활성화

•부조리·갑질·공인신고센터 운영

     - 익명신고로 신분 보장 및

        신고 활성화

•현장지원·공감중심 예방 감사

      - 공립 소규모학교 컨설팅 감사

      - 사립학교 상시·지속적 컨설팅

      - 주민감사관 및 컨설팅감사관  

         제도 활성화

•일상감사·사이버감사 내실화

      - 현장밀착형 일상감사 운영

      - 사이버감사를 통한 자율점검

•특정감사 실시

      - 부패취약분야 특정 감사로

         종합 감사 사각지대 해소

•학교 자율 감사 지원 강화

      - 단위학교 자율통제기능 강화

•적극행정 지원 강화

      - 사전 컨설팅 제도 활성화

      - 적극행정 면책제도 강화

•반부패·청렴정책 활성화

      - 부패취약분야 실무추진단 운영

      - 청렴설문 및 만족도 조사

      - 청렴 동아리 운영

•현장중심 청렴 실천 운동 전개

      - 1인 1청렴 서약 실천

      - 상호존중의 날 운영

      - ‘차 한잔’ 청렴문화 확산

•수요자 중심 맞춤형 청렴교육

     - 찾아가는 청렴교육 내실화

     - 고위공직자 청렴리더십 교육

     - 학생·학부모 청렴교육 확대

4-4-1 영천교육 협의체 구축

● 영천교육 협력 체제 구축

•교육·학예에 대한 협의 조정(연 2회)

•영천 지역사회와 교육 발전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모델 개발 

•영천 지역 인재 육성 프로그램 개발(영천시 인구정책과 프로그램과 연계 협력)

● 온마을 교육 네트워크 구축

•교육지원청-지자체-학교 협력 연계 강화

•지역별 인재 육성 프로그램 개발 운영

4-4 참여와 협력의 교육공동체

시의회와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회 개최

학부모 대상 교육 협력
컨설팅 개최

영천교육행정 협의회 활성화

영천 교육 협력 체제 구축
교육장, 시장(공동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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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학습 환경 조성

● 지역민과 함께 하는 평생교육 기회 확대

● 지역사회 문화공간으로서 도서관 운영

•지역 인문학센터로서의 도서관: 지역독서연계사업, 저자 초청 특강 등

•공공도서관 평생교육 활성화: 소외계층, 학생, 학부모, 어르신 평생교육

•경상북도교육청 통합공공도서관 서비스 제공: 전자도서관, 모바일 서비스

•정보자원 활용 협력체계 구축: 책이음, 책나래, 책바다 서비스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 「글새암」 어르신 우리말

     공부방 운영

▶ 인문학 강좌, 서예교실, 컴퓨터

     교실 운영 

▶ 장애 성인 자립 기반 조성

▶ 도자기 공예, 탁구, 댄스스포츠,

     기초문해교실 등 운영 

▶ 평생 학습 축제 운영 지원: 

      495만 원

▶ 충효 교실 운영 지원: 3기관,    

      270만 원

▶ 교육기부 활성화(연중)

4-4-3 학부모 참여 문화 확산

● 학부모 참여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학교 참여
문화 확산

소 통

개 방

협
력

공
유

학부모 교육 자료 보급
- 리플릿, 모바일 앱 활용

학부모 교육 및 연수 지원
- 학교폭력예방교육 연 2회

- 찾아가는 학부모교실 연 1회

학교교육설명회 등을 통한
학부모·교사 소통 강화

- 학기별 1회

영천시 학부모 협의회
구성 및 지원

- 각급 학교 학부모회 구성

학부모 학교 참여 활동
우수사례 발굴

- 학부모 재능 기부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활동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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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행사 계획
순 행     사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학교지원센터 업무 지원 연 중

2 계절학교(특수교육) 중 상

3 특수교육운영위원회(수시) 중 중 중 상 하

4 2021 영천교육계획 설명회 중

5 유아교육 2021 운영 계획 전달 연수 하

6 세대공감편지쓰기 연 중

7 특수교육 인권지원단 정기현장지원(매월) 연 중

8 할배·할매의 날 운영 연 중

9 안전점검의 날 행사(매월 4일) 연 중

10 사랑 나눔을 통한 위더스 봉사단 운영 연 중

11 방과후학교 활성화 직무 연수 중 상 하

12 2021 학교브랜드화를 위한 특화사업 컨설팅 상 중

13 메이커교육 연수 하 중 중

14 진단평가 상

15 사교육 경감 연수 상

16 특수교육 운영 계획 설명회 상

17 영재교육 대상자 및 강사 선발 상

18 학생·학부모 상담 주간 운영 중 중

19 과학 정보교육 계획 설명회 상

20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 상

21 초등학교 수영교육 실시(1~6학년) 중

22 교감 지구 장학협의회 상 중 중 상

23 지구별 연구부장협의회 연 중

24 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 중 상

25 ‘글새암’ 어르신 우리말 공부방 운영 상 하

26 안전한 학교 만들기 직무연수 중 하 하

27 교육통계 교육 상

28 학생문화예술체험교육 하

29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상

30 체육관련 연수(학교체육기본방향 외 3개 영역) 중

31 Wee 일일 캠프 하 하 중 중 중

32 Wee프로젝트 운영 협의회 상 하

33 Wee프로젝트 전문상담인력 역량 강화 연수 상 하

34 교원능력개발평가 업무 담당자 연수 상

35 유치원 평가 위원 연수 하

36 유치원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중

37 유치원 학부모 연수 중

38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연수(교사, 학부모) 중

39 청렴교육 실시 상 상

40 제41회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시 예선대회 하

41 학교운영위원 연수 상 상

42 2021 최무선 과학 꿈잔치 중

43 반부패 청렴 연수 하

44 학교시설 안전 점검 상 하

45 중고등학생 영어듣기 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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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행     사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46 학교 도서관 업무 지원 시스템(DLS) 연수 하

47 학업중단 예방의 날 중 중 중 중 중 중

48 청소년 과학 탐구 시예선 대회 하

49 학교폭력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하 중 중 중 중

50 제56회 과학전람회 시 예선대회 상

51 Wee센터 동물매개 집단 상담 상 중

52 영천시 초등 영어체험학습 중

53 특수교육대상학생 정보화경진대회 중

54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 하

55 난치병 학생 돕기 자율 모금 활동 하

56 통일교육주간 상

57 독도 탐방 하

58 별빛 사투리 경연대회 하

59 New-Start팀 상담역량강화 연수 하 하

60 교육장배 초·중 육상대회 상

61 친절과 인문학 교육 상 상

62 독서·토론 교육 활성화 연수 상

63 학생 참여형 수업 역량 강화 연수 중

64 교권보호주간 상 중

65 New-Start 희망캠프 상

66 가족캠프(Wee센터) 하

67 을지 태극 훈련 하

68 학교 평가 상 상

69 골벌 문화 예술 축제 등 고장 축제 참여하기 중

70 교원 관내 투어 하

71 더봄 학생/가족 심리치료 하

72 독도 사랑 행사 상

73 기록물관리 교육 상

74 다문화 교육 직무 연수 하

75 영천학생문화축제 하

76 제8회 경상북도 평생학습 박람회 상

77 자유학기(년)제 관리자 연수 중 상

78 자유학기(년)제 학부모 연수 중 상

79 경북 학생 음악제 참여 하 상

80 2021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81 관내전보를 위한 인사공청회 중

82 조리종사자 위생 안전교육

83 영양(교)사 위생 안전교육 중

84 학생정서행동 특성 검사 담당자 연수 하

85 정신과 자문의 연수 하

86 학생 흡연 예방 및 금연 학부모 및 담당자 교육 중

87 발명 교육 담당자 연수 중

88 학부모 발명교실 상

89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및 돌봄전담사 연수 하 상

90 감성 디자인으로 바꾸는 색채 환경 개선 사업 상

91 교육장배 학부모 체육대회 하

92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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