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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댁내에 두루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며, 평소 우리 천곡중학교의 발전
을 위해 보내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학년도 교육
목표인 ‘체・덕・지・꿈이 있는 조화로운 인간육성’을 위한 교육활동 성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2020학년도에도 학생이 즐겁고, 교원은 긍지를 가지며, 학부모가 신뢰하는 행
복한 학교를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예술 교육 및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 하였습니다.

◦천곡한울오케스트라 활동 및 발표회를 통하여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며 창의․인성교육
을 실천하고, 학생들의 문화 예술 교육에 대한 환경 및 인식을 개선하여 음악적 잠재
능력을 계발하고 정서 순화를 도모하였습니다.(울산학예대회 피아노 최우수 2명 수상)
자유학기제 발표 및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한 예술 활동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꿈
과 끼를 살리는 교육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자율동아리 38개 운영, 학생 66.4%참여)

◦

2. 학교교육과정의 내실화를 통한 창의인재 육성과 학생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활동을
실천하였습니다.

◦학생활동중심의 수업을 통하여 창의성을 신장하고 즐거운 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준별 수업을 통하여 학생의 개인차를 존중하는 학생 맞춤형 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업내실화를 위한 교원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 월 회 수업공감데이 운영 등 다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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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수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3. 진로교육을 통해 학생의 꿈을 찾고 끼를 살리는 교육을 실천하였습니다.

◦직업인 초청 진로 멘토링 찾아가는 진로체험 현장직업체험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특
기와 적성을 고려한 진로교육을 활성화 하였습니다
◦진로상담지원 맞춤형 진로진학지도 진로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진로교육을 내실화
하였습니다
◦ 학년 학기 자유학기제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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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4. 소프트웨어 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창의 인재를 육성하였습니다.

◦미래 융합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선도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
하고 있으며 컴퓨터실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컴퓨팅 사고력
을 적용한 문제 해결 과정의 경험을 제공하여
.

(Computational Thinking)

컴퓨팅 사고력을 습득할 기회 제공과 4차 산업혁명(지능화
을 가진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SW

사회)에 대비한 창의력

5. 학생의 인권과 자율을 존중하는 교육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지도 학생자치법정 운영 자율선도단 운영 교문지도 학교폭력 어울림 활동
등을 통하여 안전한 학교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삼락회 성균관 교실 예절교육 천지인 상 수여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매진
하였습니다
◦학교내 대안교실 운영으로 교육부장관 우수학교로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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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천하였습니다.

◦학생활동 중심의 수업을 통한 행복한 중심 수업을 활성화 하였습니다
◦학생의 적성과 요구를 반영한 꿈과 끼를 살리는 자유학기제를 운영하였습니다
◦교과다지기반 교사 멘토제 윈윈
학습동아리를 운영하였습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실용 영어교육의 내실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성취기준에 의한 성취평가제 과정 중심의 평가를 통하여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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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평가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7. 학교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학교생활을 제공하였습니다.

◦화장실 양치실 보건실을 리모델링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특수학급 개반 증설로 개반을 리모델링하여 특수학생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
을 제공하였습니다
◦학생 간이 탈의실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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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맛있는 급식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즐거운 점심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영양 선생님과 조리원들의 학생 중심의 식단 작성 및 헌신적인 노력으로 가장 맛있는
급식을 하는 학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교육감님 본교 급식체험 ‘4/19 ubc 프라임
뉴스’ 방영 -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923번 동영상 탑재)
홈페이지를 통한 영양 상담실 운영, 학교급식 모니터링, 전통 식단의 날 운영 등을 통
하여 최고의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9.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학교참여로 교육부장관 우수학교로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밑반찬 지원활동 제과제빵 동아리 등의 운영을 통하여 소외계층과 복지기관인 명성
요양원 등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학부모회 활동 우수학교로 교육감 기관표창을 받았으며 우수사례 등이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되었습니다
◦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부모와 함께하는 공동체 캠핑활동 을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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