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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현황

교원(C)
행정직원

(D)

합계

(C+D)정규교원
(A)

비정규직 교원(B) 소계
(A+B)기간제 교사 시간 강사

2011학년도 78 15 93 6 99

2012학년도 71 19 90 6 96

2013학년도 70 17 87 6 93

2014학년도 67 16 83 7 90

Ⅰ 학교 현황

1. 주 소 : 서울특별시 ( 강남 )구 ( 대치 )동 ( 휘문 )고등학교

2. 학교 개요

학교명 개교일 자사고 지정일(운영일) 교장명(연락처 : 전화, 이메일) 남녀공학여부

휘문
고등학교 1906.05.01 2011.03.02

김형권
(010-4140-8416)

[hyeongkwon@
hanmail.net]

남 . 학교

3. 학교 규모 및 기본 여건(최근 4년간 / 운영일 이후 4년)

가. 학생 현황

(단위 : 명)

해당연도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학생수
학

급

수

학생수
학

급

수

학생수
학

급

수

학생수 학

급

수

남

학

생

여

학

생

계

남

학

생

여

학

생

계

남

학

생

여

학

생

계

남

학

생

여

학

생

2011학년도 539 539 15 650 650 15 674 674 16 1863 46

2012학년도 465 465 14 536 536 15 651 651 15 1652 44

2013학년도 447 447 14 462 462 14 538 538 15 1447 43

2014학년도 427 427 13 446 446 14 457 457 14 1330 41

나. 교직원 현황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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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교 운영성과 종합

1.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신청 취지 및 목적 달성도

○ 기초생활습관 확립으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책임인(責任人) 양성

[매우 우수 ž 우수 ž 보통 ž 미흡 ž 매우 미흡]

○ 올바른 가치관 함양으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자주인(自主人) 배양

[매우 우수 ž 우수 ž 보통 ž 미흡 ž 매우 미흡]

○ 지성과 인성과 감성 계발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문화인(文化人) 육성

[매우 우수 ž 우수 ž 보통 ž 미흡 ž 매우 미흡]

○ 잠재력 계발로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통일인(統一人) 배출

[매우 우수 ž 우수 ž 보통 ž 미흡 ž 매우 미흡]

2. 학교 특성에 맞는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 기초질서 확립 : 등교맞이 Hi Five ž CžCžV활동 ž SžOžS운동 ž 쓰레기 분리 배출

○ 자율적 학풍 진작 : 연중무휴 자율학습실 개방 ž 소모임탐구활동 ž 휘문리더십

컨퍼런스 ž 간부학생워크숍 ž 미래직업탐방보고서대회

○ 인문학적 교풍 조성 : 희중문학상 ž 테마특강Q ž 아트콘테스트 ž 연극 수업 및 연

극제 ž 사제동행 책읽기

○ 공동체 의식 함양 : 공동체사랑실천운동 ž 자매부대 방문 ž 교복 물려주기 ž       

1 : 1 튜터링 및 멘토링

3. 종합 의견

○ 교육에 대한 지역적 특성과 학부모들의 요구, 학생들의 바람과 교직원들의 사명

의식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함.

○ 교과와 비교과, 일반전형학생과 사회통합전형 학생, 진학과 진로, 지성과 인성을

아우르는 통합 교육을 실시함.

○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의 문화, 책

임의 자주, 참여의 실천 교육을 실시함.

○ 기초질서 확립을 통한 책임의식과 자율적 학풍 진작을 토대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주의식을 함양함.

○ 인문학적 교풍을 조성하여 문화적 소양을 기르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통일

을 대비하는「큰사람」을 육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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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항목별 주요 성과

Ⅰ. 학교 운영 실적

Ⅰ-1. 중장기 학교발전계획과 건학이념의 구현 노력

Ⅰ-1-1. 중장기 학교발전계획의 수립 및 이행정도

○ 자기주도 학습 능력 신장 [매우 우수 ž 우수 ž 보통 ž 미흡 ž 매우 미흡]

· 자기주도적 학습실 운영 : 희망하는 학생들을 연중무휴 24시까지 관리

· 방과후학습 활성화 : 자기주도적학습 능력과 특기적성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

ž 사제동행 책읽기 : 전인적 인격과 균형 잡힌 시각을 함양하기 위한 사제동행

○ 인성 진로 교육 내실화 [매우 우수 ž 우수 ž 보통 ž 미흡 ž 매우 미흡]

· 공동체 사랑실천 행사 : 사랑의 쌀 및 동전 모으기 운동, 교복 물려주기 운동

ž 등교맞이 Hi Five : 인성부 교사들과 학생회 중심으로 연중 실시하는 소통의 장

ž 졸업생 모교 방문 : 진학한 선배들과 재학생들이 진로ž진학으로 만나는 대화공간

ž 진로의 날 행사 : 사회에 진출한 교우들과의 만남을 통한 진로 정보 공유

○ 자율성 ž 책무성 강화 [매우 우수 ž 우수 ž 보통 ž 미흡 ž 매우 미흡]

· CžCžV 활동 : 환경지킴이(학급 쓰레기 배출)와 청결지킴이(교정 및 자습실 청결)

ž SžOžS 활동 : 학생회 임원들이 주도하는 폭력ž절도ž흡연ž불결 없는 학교 조성

ž 상ž벌점 활용 : 신상필벌의 책무성 각인을 위한 기초질서 확립 교육 과정

○ 학교 시설 복지 개선 [매우 우수 ž 우수 ž 보통 ž 미흡 ž 매우 미흡]

ž 시설 보완 : 교과교실(9), 골프연습실(1), 연극실(1), 학생회실 보수로 활용도 제고

ž 전체 화장실 : 자동 물내림 장치 장착으로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 유지

ž 운동장 스프링클러 설치 : 학생들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는 기초 서비스망

ž 하늘공원 : 자율학습실 옥상을 활용하여 조성한 쉼과 힐링, 대화와 소통의 공간

ž 방송시스템 보완 : 각종 행사 시청과 음악 방송 청취로 학생들의 정서 함양

ž 체력훈련장 보수 : 학생들의 젊음을 아름답게 단련하고 갈무리하는 공간

ž 학생 책 ž 걸상 교체 : 개개인 체형에 맞게 조절 가능한 책상으로 교체

ž 바닥제 교체 : 전체 교실 및 복도를 우레탄으로 교체하여 위생 및 안전도 제고

ž 학교 식당 직영 :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으로 행복을 맛보는 중 ž 석식 급식

ž 학생 급식실 확충 및 이전 : 지하 매점을 지상으로 이전하고 급식실을 확장함

ž 해외 연수비 지원 : 법인과 교우회(희중회)에서 교직원에게 해외 연수비를 지원

하고 학기별로 대화한마당을 실시하여 사기를 앙양하고 건의사항 청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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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2. 건학이념과 지정취지를 반영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 기초질서 확립

ž 환경을 고려한 교내 청결과 상대를 배려하는 우측 보행 실시

ž 연중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의식 함양

○ 자주의식 함양

ž 4~6명의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탐구하는 서브동아리 성격의 소모임탐구활동

ž 백범일지 및 3.1운동 재조명을 통한 민족의 자주의식 및 개인의 자존감 함양

ž 독도 수호와 민족의 자주 의식 고양을 위한 독도 관련 자료 전시 및 교육

ž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창의성과 자기주도력을 함양하는 휘문 리더십컨퍼런스

○ 문화의식 배양

ž 전통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계승발전을 위한 2학년 한문교과 필수 지정

    ž 문학적 교풍을 계승하고 학생들의 창작열을 고취하기 위한 희중문학상 공모

· 다양한 장르별 창작을 통해 잠재력과 수월성을 계발하기 위한 아트콘테스트

ž 개인의 음악적 재능을 계발하고 학생들의 감수성을 함양하는 기악반 활동

ž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에 관한 책을 읽고 저자와 대화하는 테마특강Q

ž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연극수업과 연극제를 통한 문화 의식 배양

○ 통일 의식 고취

ž 매년 학생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자매부대 방문

ž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달리며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국제평화마라톤 대회

Ⅰ-2. 학생 선발 과정의 공정성 및 충실성

Ⅰ-2-1.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 2011~2014년, 내신 50%이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고등학교 입학

전형 기본계획」에서 정한 내용과 절차를 준수하여 추첨 전형 실시

○ 2015년, 서울시교육청 자기주도학습전형 기본계획에서 정한 내용과 절차 및 매뉴

얼을 준수하여 추첨과 인성영역에 중점을 둔 면접전형 실시

Ⅰ-2-2. 전·편입 과정의 공정성

○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행계획’과 「귀국자 편입학 시행 계획」에 의거하여 본교

입학전형 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전형 일정을 학교 홈페이지에 1주일 이상 공고하

여 서류 접수를 하고 서류 검토 후에 공개 추첨

○ 추첨대상자 참석 확인 → 추첨 순서 추첨(제비뽑기) → 추첨 순서에 따라 탁구공

공개 추첨 → 합격자 확정 및 합격증 배부 → 전적교에 공문으로 합격 사실 통보

→ 7일 이내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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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신입생 정원(A)

(정원내 일반전형 정원)
추가모집 포함

일반전형 최종합격생 수(B) 충원율(B/A*100)

2012학년도 372 372 100

2013학년도 366 366 100

2014학년도 371 371 100

2015학년도 422 422 100

4개년간 평균 충원율 100

Ⅰ-3. 학생 충원·유지를 위한 노력

Ⅰ-3-1. 학생 충원율(일반전형)

(단위 : 명, %)

※ 2015학년도 신입생 일반전형 정원 : 373명(순수 일반전형 정원) + 49명(사회통합

전형 정원 98명의 50%)로 작성함.

Ⅰ-3-2. 학생전출 및 중도이탈 비율

(단위 : 명, %)

구 분 학생수(A) 전출인원(B) 중도이탈 인원(C)
전출 및 중도 이탈 비율

((B+C)/A*100)

2011학년도 539 9 12 3.9

2012학년도 1001 20 16 3.6

2013학년도 1447 7 22 2.0

2014학년도 1330 10 10 1.5

4개년간 평균 비율 2.5

Ⅰ-3-3.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노력

○ 인근 중학교 방문 홍보에서 사회통합전형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설문조사

○ 본교 신입생 입학설명회에서 사회통합전형 입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전형 맞춤형 프로그램의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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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

구 분 신입생 정원(A)
(정원내 전체정원)

추가모집 포함
사회통합전형

최종합격생 수(B)
충원율(B/A*100)

2012학년도 98 66 67.4

2013학년도 98 50 51.0

2014학년도 98 25 25.5

2015학년도 98 22 22.4

4개년간 평균 충원율 41.6

▣ 1영역 자체 평가

○ 본교는 1영역인 학교 운영 평가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하나, 중장기 학교발

전계획 수립 이행 정도에서 학교 시설과 학생 복지 면(Ⅰ-1-1)에서는 보통 수

준이므로 더욱 관심과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함.

○ 학생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과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정하게 입학전형기본

계획을 준수하였고, 충원율을 유지하기 위해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노력함.

Ⅱ. 교육과정 운영 실적
Ⅱ-1. 교육과정의 다양성 확보 노력

Ⅱ-1-1. 다양한 선택과목 편성․운영 여부

○ 제2외국어의 다양화(독일어 ž 일본어 ž 중국어)

○ 고급수학, 과학사 등 전문교과를 포함한 과목 선택의 다양화

○ 교양과목 선택의 다양화

구 분
과정별 3년간

총 교과이수 단위의 평균(A)
(창체활동 이수단위 제외)

과정별 학생선택
총 이수단위의

평균(B)

선택과목
이수단위 비율

(B/A*100)

2011학년도 입학생 기준 180 31 17.2 

2012학년도 입학생 기준 180 32.5 18.1

2013학년도 입학생 기준 180 31 17.2 

2014학년도 입학생 기준 180 22 12.2 

4개년간 선택과목
이수단위 평균 비율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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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2. 인성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 편성․운영의 적절성

○ 간부학생 워크숍 및 학부모 간담회 실시

ž 연 2회 간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민주시민의식 고취 및 리더십 함양 프로

그램

ž 연 2회씩 실시로 교양강좌를 통한 인성 함양과 학부모와 학교의 소통을 모색하

는 학부모 워크숍과 학부모 간담회

○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명사초청 특강 및 가정통신문 ž 밴드 활용

ž 동질감과 집중도를 제고하기 위해 가능한 한 본교 교우 초청

ž 학사 협조와 인성 함양을 위해 가정통신문 및 학부모 밴드 활용

○ 상 ž 벌점제를 활용한 체계적인 인성 지도(1997 ~ 2015. 5)

ž 상담 활성화와 상 ž 벌점제를 활용한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ž 지역사회 상담 관련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 좋은 학교 만들기 캠페인

ž 교내 환경정화 캠페인 활동 연중 실시

ž 예절교육 및 학교폭력예방 운동 연중 실시

○ 스승의날 행사

ž 매년 감 ž 사 ž 존(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운동 전개

ž 학생회 주최로 스승에게 감사의 엽서쓰기, 중학교 은사 찾아뵙기 행사 실시

○ 개교 107주년 기념 교내 5km 마라톤 대회

ž 개교 기념일을 맞아 건학이념을 기리기 위한 취지로 실시

ž 학생들의 인내, 극기, 절제의 정신을 배양하기 위한 행사로 진행

  
○ 진로진학상담실 운영

ž 온라인 진로진학예약 사이트 운영(http://jinhakcoach.com)

ž 맞춤형 상담으로 학생과 학부모 참여율 및 집중도 제고

○ 테마특강 Q 시행

ž 인문과학과 자연과학, 예술 등 다양한 전문가와 눈높이하는 초청 강연

ž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과 가능성을 탐색하는 진로 및 탐구심 발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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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의날 행사

ž 사회에 진출한 교우들과의 만남을 통해 진로에 관한 정보 공유

ž 모교에 대한 애교심을 본받아 배려의 인성과 소통의 방법을 체험하는 프로그램

○ 미래직업탐방보고서 대회

ž 방학 동안 미래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미래 지업을 체험하는 실습보고서

ž 형식에 지치우기 쉬운 통과의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심사하여 시상함

○ 전공탐색의날 행사

ž 대학에 진학한 선배들과 재학생들이 나누는 진로와 전공에 관한 정보 공유

ž 대학 재학생인 국인(나라의 인재) 학생들이 들려주는 진로 선택의 노하우

Ⅱ-2.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절성

Ⅱ-2-1. 기초교과 이수단위 비율

구 분
과정별 3년간

총 교과이수 단위의 평균(A)
(창체활동 이수단위 제외)

과정별 기초교과
총 이수단위 평균(B)

기초교과
이수단위 비율

(B/A*100)

2011학년도 입학생 기준 180 95 52.8 

2012학년도 입학생 기준 180 98 54.4 

2013학년도 입학생 기준 180 98 54.4 

2014학년도 입학생 기준 180 93 51.7 

4개년간 기초교과
이수단위 평균비율 53.3 

Ⅱ-2-2. 선행학습 방지 노력

○ 선행학습 방지를 위한 교원 대상 연수- 2013.6.24. 2014.9.15. 2014.9.22.

2014.10.20.

○ 공교육 정상화법(선행학습 방지법)에 관한 가정통신문 배부, 학부모 밴드 공람,

행복한 배움터 게재로 학부모 협조 의뢰

○ 선행학습 금지 특별법 발효(2014.09) 이후 전교사에게 쿨메신저와 조례사항을 통해

공지

○ 2015학년도에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원리 ž 개념학습을 개설하지 않고 진단평

가를 실시하지 않음

- 10 -

구 분 연도별 프로그램명

2011학년도 자율학습실 좌석 우선 배정

2012학년도
학습클리닉반, 파랑새 보금자리, 교과 질문방, 희망을 나누는 방과후학교,
사제동행 책읽기, 소그룹 창의활동 등

2013학년도
맞춤형 상담을 통한 1대1 전담교사 튜터링, 사제동행 책읽기, 도서관 자율학습
실 좌석 우선 배정, 2학년 졸업생과의 대화

2014학년도
1대1 멘토링 상담교사 프로그램, 사제동행 책읽기, 테마체험학습, 도서관 자율
학습실 좌석 우선 배정, 2학년 졸업생과의 대화

Ⅱ-3.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Ⅱ-3-1. 프로그램 학생 참여율

(단위 : 명, %)

구 분
사회통합전형 대상

학생수(A)

1개 이상 프로그램

참여학생수(B)

프로그램 참여학생

비율(B/A*100)

2011학년도 105 0 0

2012학년도 186 186 100

2013학년도 233 133 57

2014학년도 138 84 61

4개년간 프로그램
참여학생 평균비율 60.9

Ⅱ-3-2. 프로그램 내용 및 시행의 충실도

□ 연도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현황

□ 특색 있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기술

○ 개천에서 용 나는 1대 1 전담 튜터링

ž 기회균등 전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에 뒤처진 학생들에게 관심과 희망, 용기와

의지를 심어주는 프로그램

ž .다시 기회를 주자.는 기회 균등 차원에서 상담을 통해 공감적 신뢰를 쌓고 교과에

관한 지도까지 확대하는 부활 프로젝트

○ 맞춤형 상담을 통한 1대 1 전담교사 멘토링

ž 상담교사와 학생과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진

로, 학습방법, 가정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 진행

ž 학교 적응도, 학업성취도,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기회균등 전형

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도움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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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제동행 책읽기

ž 교사와 함께하는 체계적인 독서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지적 관심의 폭을 넓히고

사제 간의 신뢰를 쌓기 위한 공감과 소통 프로그램.

ž 여러 사람들과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시각을 다양화하여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 배양.

○ 자율학습실 좌석 우선 배정

ž 자기주도학습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회통합전형 학생에게 좌석을 우선 배정하여

학업에 매진하도록 도움을 줌

ž 연중무휴 24시까지 교사가 관리해 줌으로써 자신이 관심 받고 있다는 자존감과 자

긍심을 갖도록 배려함

○ 테마 체험학습

ž 교사와 학생이 독서기행 ž 역사기행 ž 문화체험 ž 국토체험 ž 건축기행 등의 주제별

체험활동을 통해 바른 인성과 가치관 형성.

ž 교외의 다양한 현장을 체험함으로써 보고, 느낀 것을 교육과 실생활을 연계한 학습

효과 증진 프로그램.

▣ 2영역 자체 평가

○ 우수한 Ⅱ-2(교육과정 편성 ž 운영의 적절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한 Ⅱ-3(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과 Ⅱ-1(교육과정 다양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학교

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과 특성화 프로그램이 요구됨.

○ 교육과정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실명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다양

화하여 학생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지만 변화와 혁신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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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체 학생수(A) 수업 교사수(B) 교원(수업고사) 1인당
학생수(B/A)

2011학년도 1863 89 20.9

2012학년도 1652 86 19.2

2013학년도 1447 83 17.4

2014학년도 1336 79 16.8

4개년간 평균 비율 18.7

구 분 전체 교원 수(A) 연수 이수 시간(B)
교원1인당 연수 이수

시간(B/A)

2011학년도 93 2,441 26.2

2012학년도 90 2,735 30.4

2013학년도 87 3,824 44.0

2014학년도 83 2,459 29.6

4개년간 평균 시간 32.5

Ⅲ. 교원의 전문성

Ⅲ-1. 교원 충원 및 능력개발을 위한 노력

Ⅲ-1-1. 교원(수업교사) 1인당 학생수

Ⅲ-1-2.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이수 시간

▣ 3영역 자체 평가

○ 교사들에게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에서 연수비를 지급하

였고,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교직원 대화 한마당 및 동아리 활동비를 지원해 줌

으로써 연수와 연찬의 기회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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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재정 및 시설여건

Ⅳ-1. 학교 재정운영의 적정성

Ⅳ-1-1. 법인전입금 전출계획 이행 여부

(단위: 천원, %)

구 분
법인전입금 전출계획 금액

(A)

법인전입금 실 전출액

(B)

계획 대비 이행율

(B/A*100)

2011학년도 452,840 327,213 72.2

2012학년도 449,601 541,013 120.3

2013학년도 449,255 468,800 104.6

2014학년도 453,466 472,100 104.4

4개년간 평균 이행율 100.3

Ⅳ-1-2. 교비회계 운영의 적정성

(단위 : 천원, %)

구 분
교비회계 순세계잉여금

결산액(A)

세입세출계산서의 총

결산액(B)

순세계잉여금

비율(A/B*100)

2013학년도 218,020 11,719,105 1.8

2014학년도 314,892 10,417,099 3.0

순세계잉여금 평균 비율 2.4

○ 2013학년도 세입결산액 11,719,105,034원, 세출결산액 10,722,630,297원이며 교직원성

과상여금 298,836,52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18,020,947원임.

○ 2014학년도 세입결산액 10,417,099,771원, 세출결산액 9,757,993,225원이며 교직원 성

과상여금 328,720,17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14,892,806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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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2. 학생 재정지원 현황

Ⅳ-2-1. 학생 1인당 교육비(수익자 부담경비 제외)의 적정성

(단위 : 천원)

구 분
학생수

(A)

기본적 교육활동비

(B)

수익자 부담경비

(C)

학생 1인당 교육활동비

(B-C/A)

2013학년도 1,437 10,722,630 8,525,955 1,528.6

2014학년도 1,326 9,757,993 8,259,523 1,130.0

학생 1인당 교육활동비 평균액 1,337.3

Ⅳ-2-2. 장학금(학비지원 제외) 수혜학생 비율

(단위 : 명, 천원)

구 분 장학금 총액(A)
전체 학생 수(B)

(4.1 기준)

1인당 평균 장학금

(A/B)

2013학년도 345,239 1447 238

2014학년도 372,421 1330 280

2개년간 1인당
장학금 평균액

258

Ⅳ-2-3.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 분
사회통합전형 대상학생 중

기회균등 대상자 지원액(A)

사회통합전형 학생수(B)

(기회균등 대상자 수)

1인당 재정

지원액(A/B)

2011학년도 164,125 32 5,128.9

2012학년도 220,930 41 5,388.5

2013학년도 231,449 44 5,260.2

2014학년도 228,272 46 4,962.4

4개년간 1인당
지원금 평균액 5,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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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3. 시설 확보 및 활용

Ⅳ-3-1.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확보 정도

○ 교(무)실 : 정규교실 40실, 특별교실 9실, 교과교실 9실(2011), 교무실 8실

○ 관리실 : 8실

○ 보조실 : 체육관 겸 강당 1실, 글로벌홀(1실), 시청각실(1실. 2012 리모델링), 디지털

도서실(1실), 연극실(1실. 2013), 자율학습실 (5실. 2010), 자율학습실 옥상 하늘정원(1

실. 2013), 교직원 식당(1실), 학생식당(1실. 2013 확장), 매점(1실. 2013 이전), 학생회

실(1실. 2011), 학보사실(1실. 2011), 교직원 휴게실 (3실. 2014 증설), 회의실(1실.

2014), 교무자료실(1실. 2014), 운동부 버스(1대. 2013) 등 확보

○ 운동장 : 대운동장, 소운동장, 야구장(배팅장, 피칭장[2011]), 야외 농구장(2011), 학

생 체력단련실(2009), 학생 골프연습실 등 확보

Ⅳ-3-2. 자사고 특성에 맞는 시설 활용도

○ 운동부 버스 : 운동부 및 학생, 교직원 교외활동에 활용

○ 디지털 도서실 : 독일어 등 개별화 교육에 활용

○ 연극실 활용 : 연극시간 수업 및 연극제 준비로 활용

○ 골프실 : 체육 골프수업에 활용

○ 시청각실 : 5인5색 등에 활용

○ 글로벌홀 : 테마특강Q 등 소규모 모임에 활용

○ 체력 단련실 : 운동부 및 일반학생 활용

○ 컴퓨터실 : 방과후학교 수업에 활용

▣ 4영역 자체 평가 

○ 법인전입금 전출은 계획에 의거 이행되었으며, 교비회계 운영 부분은 교직원 성

과상여금, 복지예산 증액 등을 감안하여 다소 많은 금액의 이월금이 발생하였고,

학생 1인당 교육비 및 장학금,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등은 적정하

게 집행되었음.

○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확보 및 관리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며, 수준별 및 교

과 ž 비교과 특성화 프로그램, 특히 학생들의 체육활동 및 체력증진 등에 활용됨.

Ⅴ.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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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교육청 재량평가(10점)

Ⅵ-1. 교육청 중점 추진과제 운영(10점)

Ⅵ-1-1. 학생 참여 및 자치문화 활성화
○ 학칙 제정 시 학생 의견 수렴

ž 2013학년도 대의원회의 4회 실시(학생 용의복장 관련 규정 마련, 장기 도서 연체

자 처리 지침 마련, 선도교육 미이수자 학생부 기재 여부 협의)

ž 2014학년도 대의원회의 5회 실시(7월 간부학생 수련회 분임토의[학칙 제· 개정안

초안 준비, 대의원회의에서 검토 후 학생 의견 반영하여 수정·보완, 기본안 마련

후 동의 여부 확인])

○ 학교 자치 법정 조직 및 운영

ž 2014학년도 대의원회의(4차, 5차)를 통해 본교 학생회 및 학급회장 중심으로 자

치 법정 구성하고 12월 제1차 자치 법정 일정 및 다룰 안건에 관한 토론을 실시

하여 다룰 안건의 범위를 설정함.

○ 또래 상담 활동 운영

ž 2012년에 이어 2013학년도에 서울시 교육청 ‘2013 학생봉사활동 계획’에 의거 학

급 봉사활동 일환으로 계획함.

ž .우또나학교.란 제목으로 교육 생태계를 생각하고 생태계를 보다 다양하고 풍성

하게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함.

○ 학생 인권 동아리 운영

ž 유니세프 동아리 운영 : 국적 ž 인종 ž 이념 ž 종교 ž 성별 등에 상관없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가 있는 곳에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차별 없는 구호 정신에

따라 고통 받는 어린이의 인권 보장을 실현하는 동아리(2013. 2014학년도)로 구

호 자금을 마련하여 본부에 기탁함.

○ 학생회 운영 예산 편성[대의원회의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비 항목]

ž 학생회 주관 주요행사 예산 편성

2013년 개교 107주년 마라톤 대회 운영비 지원, 2013~2014년 대의원회의 진행을

위한 점심용 빵과 음료 비용 지원, 수서명화복지관 제공 떡 공임비 지원, 스승의

날 행사 진행을 위한 카네이션 구매 비용 지원,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관리비용

지원, 2014년 청주함 자매부대 방문단 중식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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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내용(실적) 

안전 
교육 
실시 
시수

비고

2013

ž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 없음

ž 실종 ž 유괴의 예방 교육 : 없음

ž 약물의 오용 ž 남용 예방 교육 : 없음

ž 재난대비 안전교육 : 심폐소생술 교육(8/26.

1.3시간)

ž 교통안전 교육 : 학급안전 지킴이를 통한

교실 안전 교육 실시 (12가지 안전교육 중

월별로 중점 관리, 3/5~7/15. 총 2시간).

교문 앞 안전한 등교지도를 위한 교통 안전

캠페인 실시(3/10~6/28, 8/26~11/29,

11.3시간

구분 영역
연도별 운영 여부

2013 2014

1 학칙 제정 시 학생 의견 수렴 ○ ○

2 학교 자치 법정 운영 × ×

3 또래 상담 활동 운영 ○ ×

4 학생 인권 동아리 운영 ○ ○

5 학생회 운영 예산 편성 ○ ○

6 학생회실 설치 여부 ○ ○

7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의 시 학생대표의 참관 또는

안건 개진
× ×

영역별 실천 개수 5 4

2년간 평균 4.5

○ 학생회의실 설치

ž 2011~2014년 학생회 정부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 모임, 대의원회의 상정

안건 사전 협의, 학생회 임원 중심으로 교내 한티축제 진행 및 휘보전 등과 같

은 주요 교내외행사 진행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역할 분담 등을 협의하는 장소로

적극적으로 활용됨.

Ⅵ-1-2.  안전교육 내실화
  ○ 학생들이 신체적 및 정신적인 손상 없이 건강한 교육활동을 돕기 위한 안전 교육

실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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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주, 23주 교육. 총 115시간). 수학여행

안전지도(5월, 통영·제주권. 2시간). 체육과

안전사고 교육 (3/4~7/23, 8/19~12.27,

10분/주, 36주 교육. 총 5.4시간)

2014

ž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 성희롱

예방교육(12/29. 총 3시간)

ž 실종 ž 유괴의 예방 교육 : 없음

ž 약물의 오용 ž 남용 예방 교육 : 없음

ž 재난대비 안전교육 : 응급조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5/30. 2시간)

ž 교통안전 교육 : 학급안전 지킴이를 통한

교실 안전 교육 실시 (3/10~7/21. 총 2시간).

교문 앞 안전한 등교지도를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3/10~7/3, 8/26~11/29,

5시간/주, 22주 교육. 총 110시간). 체험활동

안전지도(10월. 1시간). 수상안전 교육(11/4,

진학교감 및 안전담당교사 연수 후 학교

교내 전달연수 실시. 2시간). 체육과

안전사고 교육

(3/4~7/23, 8/19~12.27, 10분/주, 35주

교육. 총 5.8시간)

15시간

2년간 평균 13.2시간

 
Ⅵ-1-3.  학부모 학교 교육 참여 확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 학교운영위원회 연 8회 이상 실시

ž 2013학년도 : 8회[3/28 ž 4/10 ž 6/13 ž 7/15 ž 9/5 ž 10/11 ž 12/23 ž 2/3]

ž 2014학년도 : 8회[임시 ž 3/24 ž 3/31 ž 4/17 ž 7/9 ž 9/3 ž 11/17 ž 12/18 ž 2/4]

○ 학부모 활동 지원 예산 편성

ž 학부모회 운영비와 학부모교육 운영비로 학교회계 세입 ž 세출 예산서에 2013학

년도와 2014학년도에 각각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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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과 후 학교설명회 개최

ž 2013. 10. 13일 2014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한 신입생 학생ž학부모 설명회를

18:00에 개최

ž 2014. 10. 28일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한 자기주도학습 면접 전형 설명회

를 18:00에 개최

○ 지역사회를 위한 시설 개방

ž 연예인 농구단 훈련 : 2013년 12월

ž 지역 야구동호회 실내 연습장 개방 : 2014년 1월

ž 지역구 국회의원사무실 신년모임 주차장 개방 : 2014년 1월

ž 수서경찰서 주관 학원가 교통무질서·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캠페인 발대식 : 2014년 3월

(수서경찰서, 강남구청, 강남구의회, 강남소방서, 강남교육지원청 외 기관 및 단체 200여 명)

ž 지역 교회 체육관 및 운동장 개방 : 2014년 4월

ž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장 개방 : 2014년 6월

ž 지역주민 야구 및 축구 등 : 2014년 8월 10일

ž 교우회 체육대회 운동장 개방 : 2014년 10월

ž 한국예술종합학교 촬영장 개방 : 2014년 11월

ž 휘야후(동문 야구동호회) 운동장 개방 : 2014년 11월

ž 휘마동(동문 마라톤동호회) 글로벌홀 개방 : 2014년 12월

○ 지역사회 구성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ž 평생교육(5인 5색) 거점학교 운영 (2014. 04.16~10.29) : 사람과 공간사이(1학기),

인간과 세상 깊게 읽기(2학기)란 주제로 5인의 교사가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

상으로 역사 ž 지리 ž 건축 ž 문학 ž 철학 등의 분야에 10회 강의를 실시함.

ž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열린공간을 통해 공감과 소통의 차원에서 신뢰를 쌓고 인

문학적 소양을 공유함으로써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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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영역
연도별 운영 여부

2013 2014

1 학교운영위원회 연 8회 이상 실시 O O

2 학부모 활동 지원 예산 편성 O O

3 일과 후 학교설명회 개최 O O

4 지역사회를 위한 시설 개방 O O

5 지역사회 구성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O

영역별 실천 개수 4 5

2년간 평균 4.5

Ⅵ-1-4. 감사 등 지적 사례 (감점)

○ 학교 운영과 관련한 부적정 사례에 대하여 감점

연도별 처분 건수 감점 계

2011
-    
- 

-1.0

점

2012
- 교사 과외 교습관련 민원감사결과처분요구(2012.2.28)

 * 중징계(영어과 교사 이** 의원면직)
-1.0점

2013
-    
-

2014~현재
-    
-

▣ 6영역 자체 평가

○ 학생 참여 및 자치문화 활성화(Ⅵ-1-1) 영역 중 .학교 자치 법정 운영.과 .학교운

영위원회 안건 심의 시 학생 대표의 참관 또는 안건 개진.은 미진하여 관심과 참

여 확대 및 확산이 요구됨.
○ 안전교육 내실화(Ⅵ-1-2) 영역은 본교의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학풍을 토대로 왕

따 및 학교폭력 추방을 우선시하여 내실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종 ž 유괴의 예

방 방지교육.은 학령(學齡)이 고등학생인 관계로 미진했고, 약물 오용 ž 남용 예방

교육은 계획을 세워 필히 교육시켜야 할 소중한 사안이라 생각함.
○ 2013학년도에 학부모 학교 교육 참여 확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Ⅵ-1-2) 영역에

서 미흡했던 .지역사회 구성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은 2014학년도에는 확대 폭

을 넓혀 많은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참여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