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2학기

태을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운영 결과 보고
태을초등학교

1

대토론회 개요

가. 일시 : 2019년 12월 18일 (수) 14:20~ 16:00
나. 장소 : 본교 2층 제 2과학실
다. 토론 주제 : < 토론 주제-한걸음 나아가는 태을 교육공동체 제안 2+, 2- >
- 꼭 실천해야 할 우수 과제와 개선해야 할 과제 찾기
라. 참여 인원 ;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60여명

2

대토론회 진행 및 결과처리

가. 교육공동체 주체별 제안 내용과 대처 계획: 2쪽 참고
나. 대토론회 진행 모습

다. 대토론회 결과물의 공유
- 학 생, 교직원 : 대토론회 결과물 1층 동쪽 현관에 게시 2019.12.23.(월).~12.26(목)
- 학부모 :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3

운영 성과

가. 행복한 학교 문화를 실현하고 학교구성원으로서의 공감대 형성의 장이 됨
나.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토론문화가
정착됨
다. 2019학년도 교육 활동을 반성하고 2020학년도 교육 활동에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교육
공동체가 모두 참여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에 기여함.

【2학기 대토론회 결과 안내】

2019학년도 2학기 대토론회 결과 처리 내용
【토론 주제 – 한걸음 나아가는 태을 교육공동체 제안 2+, 2-】
구분

학생 의견

학부모 의견

교직원 의견

▶해피데이와 실내화 가방



▶해피데이 운영



▶다양한 외부강사 수업
-진로활동 증가
▶숲체험과 태을봉 가족나들이
-다문화교육(외국문화
체험은 현지인으로)

우수
과제
2+

▶우수 과제는 2020학년도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
하여 현행대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혁신지구사업 및 혁신학교 운영과 연계하여 문화
예술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수리산을 활용한 생태
교육

과정 연계할 예정임
▶특기발표회 및 태을봉 트래킹, 체험학습(1학기는

기타
의견

찾아오는 체험학습)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①학년별 특기발표회 ①도서관의 다양한 독서행사
▶수리산 생태교육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지속적이
종목의 다양화
②가을 운동회 외부업체 진행
①태을 어울림한마당 외
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임(숲체험 외부강사 수업은
②6학년 수련활동 일정 ③1인 1악기 외부 강사 수업 부업체 진행
증가
만족스러움
연 2회 예정)



▶특기발표회
▶리그전 종목은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특기가 없는 학생이나 소외 ▶독서인증제 폐지
▶리그전 종목 다양화
것임-남여 종목 및 횟수 등
되는 학생 없도록 진행
-온책읽기 등 다양한
및 횟수 증가
▶특기발표회는 올해처럼 추진할 예정이나 소외되
-희망자나 학급 전체가 함께
독서교육으로 발전
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기획할 것임
하는 발표회 중심으로 운영

개선
과제

놓고 다니기
▶해피데이의 활성화
-해피데이 알림장은 E알리미로
공지 보조가방 간편하게

토론 결과 대처 계획



2기타
의견

▶국민체조는 현행대로 유지, 단 수요일에는 국민체
▶체력왕 선발 폐지
조를 하지 않고 중간놀이 20분간 운영
▶태을 어울림 한마당
-단순한 체력측정 지양
▶국민체조 횟수 조정 -학년별 단체 티셔츠 맞춤
▶학년별 단체 티셔츠 구입은 예산 확보하여 추진
-다양한 체육 교구 구
및 폐지
할 것임.
- 이벤트 업체 선정 다양화
입, 다양한 스포츠 활
▶태을어울림 한마당은 이벤트 운영을 하되 다양한
동으로 대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실시할 계획임.
▶수요조사 결과 10명 이하의 방과후 프로그램은
①방과후활동 프로그램 다양화
현실적으로 프로그램 개설이 불가능함.
②국민체조를 쉬는 시간이
▶내년에도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지속
①외부강사 수업 늘리기
아닌 체육 시간에만 실시
적인 예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임.
③게시판 활용: 교내·외 다양한
▶현관 게시판은 다양한 의견 수렴 후 좀 더 나은
행사 알림, 미술작품 설치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