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세부 운영 계획
2018학년도 기초학력 보장 기본 계획
(1학기 기초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포함)

1. 교육과정 내 기초학력 프로그램 운영
가. 수학과 – 수준별 수업
1) 2학년
⦁ 편성 기준 : 2017학년도 2학기 2차 지필평가 수학 성적
⦁ 편성 내용

Ⅰ. 목적
1. 단 한 명의 아이도 배움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학습 복지를 실현한다.
2. 기초학력 미달학생 해소를 통한 학습 복지를 실현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생맞춤형 지도를
실시한다.

편성 반

담당교사

지도교실

꿈반

고OO

정보실

끼반

성OO

2-1 교실

비고

3. 학생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즐거운 배움을 통해 기초학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한다.
4.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기초학력을 향상시킴으로서 학생 스스로 학습에 대한 동기 유발과 학업에
대한 욕구를 증가시킨다.
5. 어려운 농촌지역의 결손 가정 및 맞벌이, 경제적 빈곤 등으로 결손 되기 쉬운 기초․기본학력을
신장시킨다.

2) 3학년
⦁ 편성 기준 : 2017학년도 2학기 2차 지필평가 수학 성적
⦁ 편성 내용

Ⅱ. 방침

편성 반

담당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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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의 학습수준을 파악하여 맞춤형 지도 계획 수립한다.
2. 학습내용의 정확한 전달로 완전학습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3. 총 학습내용을 최소한으로 하여 학급에서 뒤처지는 학생이 없도록 지도한다.

Ⅲ.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교 다중지원팀 구성 및 운영 내실화
나. 『꿈 플래너』를 활용한 자기주도학습 능력 신장
1) 기초·기본학습 미도달, 교과학습 미도달 상황 이력관리를 통한 연계지도

교 장

2) 개인별 학습활동 통합관리 및 학부모상담을 통하여 맞춤형 지도계획 수립

교 감
2. 교육과정 외 기초학력 프로그램 운영
가. 기간 : 2018.03.19.(월) - 2018. 06.19.(월) (총 12회)

교육활동부
∙ 구성 : 교육 연구부, 기초학력 프로그램
운영 교사, 담임교사
∙ 업무 : 학생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자기주도 학습플래너 작성 지도

행정지원팀
∙ 구성 : 교장, 교감, 교무기획부, 진로
진학부, 행정실
∙ 업무 : 예산 지원 및 행정업무 지원,
기초학력 대상 학생 상담 및
진로 지도 지원

나. 과목 : 2, 3학년 영어, 수학, 3학년 국어
다. 시간 : 매주 월요일(2학년 영어 / 3학년 국어), 목요일(2학년 수학 / 3학년 수학, 영어) 16:20 –17:05
라. 수강료 : 수익자 부담 없음(방과후 예산 및 자유학기 예산 확보)
마. 대상 :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 및 전년도(2017학년도) 국어, 영어, 수학 학업성적을 고려하여
희망학생 선정

바. 지도 교사
○ 3학년 국어 : 윤○○ (1-1)
○ 3학년 수학 : 성○○ (3-1)
○ 3학년 영어 : 전○○ (3-2)
○ 2학년 영어 : 전○○ (3-2)
○ 2학년 수학 : 고○○ (2-1)
3. 기초 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실시(별도 계획에 의해 추진)

Ⅴ. 기대 효과
가. 학교 여건에 알맞은 사교육 수요의 교내 흡수를 통해 사교육비 경감한다.
나. 수요자 요구에 대응하는 프로그램 개설을 통해 학생의 소질과 적성 계발한다.
다.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경험의 제공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에 기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