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 지표 1-2

역동적이고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 평가 요소
1-2-1. 학교장은 혁신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학교구성원은 학교 운영에 역동적으로 참여하며 협업하고
있는가?
1-2-2.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 평가 자료 및 방법
-교원 설문 결과, 권위주의 관행문화 개선노력 설문조사 결과, 학교공동체 토론회 운영 자료, 학교민주주의
지수 결과 분석 및 개선 방안
◾ 평가 내용 및 점수
평가요소
1-2-1

평가 척도
1-2-2

평가 내용

결과값

환산 방법

㉠ 학교장의 혁신적 리더십 발휘 노력

4.8

설문결과 5등급 환산

5

㉡ 역동적 직무풍토 조성 노력

4.8

설문결과 5등급 환산

5

㉢ 권위주의 관행문화 개선 노력

4.32

설문결과 5등급 환산

4

㉣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노력

10

평가등급

평정결과 5등급 환산

1-1 역동적이고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점수 합계 등급
10

매우
우수

14

매우
우수

10
24

매우
우수

㉠ 학교장이 변화와 혁신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동료성을 바탕으로 한 협력적 과업 수행 등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역동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직원
설문조사 결과값이 4.8로 매우 우수함.
㉡ 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십과 함께 학교 구성원이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역동
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함. 설문조사 결과값이 4.8로 매우 우수함.
㉢ 학교 민주주의 지수 설문조사 결과값이 4.29로 경기도 전체 평균보다 약간 높게 나옴
㉣ 학교 민주주의 지수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학교문화를 개선하기 노력하여 갈등과
대립이 없는 상호존중의 분위기가 형성됨. 학교장이 학년군 단위의 교사 및 교직원, 비정
평가 근거

규직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1년에 2번)를 실시하여 소통을 통한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음.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에서 벗어나 토의∙토론 중심의 의사결정
기구로서 학부모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발언과 요청을 수용하고자 함.

학교민주주의 설문 후 반성회

학교운영위원회 의견 수렴

학교장과의 소통, 공감의 시간

학교장이 변화가 혁신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적임.
- 학교 공동체가 주최가 되는 대토론회 시 학생과 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함.
우수 사항

-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년군 협의회를 실시, 교육과정위원회의 토의를 통해 결정
하며 월 1회 교직원 협의회 시 자유로운 의사 발언의 분위기 조성으로 권위주의 관행문화를
개선하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함.
학교 민주주의 지수 설문조사 결과, 경기도 및 파주교육지원청보다 높게 나왔으나, 민주적

개선 사항

소통과 수평적 관계 맺기 영역에서 학생들의 응답률이 낮게 나왔으므로 각 학급의 민주적
운영에 반영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