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성장배려학년제 정책 추진 계획

2022. 2.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초 등 교 육 지 원 과 )

2022학년도 성장배려학년제 정책 추진 계획(개요)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과정과]

초등 성장배려학년제의 의미
초등 저학년(1~2학년)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위하여
관계형성-놀이활동-기초학습을 집중 지원하는 교육과정

초등 성장배려학년제 지원 개요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통한 행복한 성장 지원
1. 성장배려학년제 지원체제 구축
성장배려학년제 내실화를 위한 기반 조성
성장배려학년제 지원 사이트 구축․운영
성장배려학년제 지원 인력풀 구축․운영

2. 성장배려학년제 운영 역량 강화
유치원-초등저학년 연계 교원 네트워크 운영
놀이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역량 강화 지원
한글책임교육 및 기초수학 지도 역량 강화 지원

3. 맞춤형 프로그램 및 자료개발 보급
초등 저학년 학부모 소통 지원자료 개발 보급
성장배려학년제 교육과정 지원자료 개발 보급
지역 단위 놀이교육 자원 발굴 보급

기관별 주요 역할
학교
성장배려학년제 운영
초등 저학년 한글책임교육
및 맞춤형 기초수학 지도
놀이 중심 교육과정 활성화
학부모 소통 강화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맞춤형 지원
유․초 연계 네트워크 지원
교원 역량 강화 지원
지역 놀이교육 자원 발굴
(인적, 물적 인프라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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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지원체제 구축
(사이트, 인력풀 등)
교원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 자료 개발 보급
우수사례 발굴 공유

2022학년도 성장배려학년제 정책 추진 계획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초등 성장배려학년제의 의미
초등 저학년(1~2학년)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위하여
관계형성-놀이활동-기초학습을 집중 지원하는 교육과정

근 거

Ⅰ

경기도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1-486호)
2021~2023 경기교육 기본계획 1-1-3. 성장배려학년제 활성화
2022 학교교육과정과 정책 추진 계획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2019.7.16.)

목 적

Ⅱ

학교급 전환기 학생의 성공적인 학교생활 지원으로 교육 책무성 확보
학생 성장 발달을 고려한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으로 따뜻한 배움과
행복한 성장 지원
초등 저학년 단계부터 기초‧기본교육 충실로 공교육 신뢰도 제고

추진 현황

Ⅲ

초등 1학년 학습 및 생활 안전망 구축을 위한 학급운영비 편성 권장
※

2022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30만원 기본운영비(총액교부) 편성 종료

‘경기초등온배움교실’, ‘경기함께놀자’사이트 구축‧운영
교육부 한글책임교육 웹기반 지원시스템 ‘한글 또박또박’ 활용연수 실시
초등 입학생 학부모용 안내자료 보급
-「행복한 학부모, 꿈꾸는 1학년」책자, 리플렛, PPT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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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방 침
초등 저학년 학교생활 적응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체제 구축
교원, 학부모 대상 학교생활 적응 지원자료 개발 보급
초등 저학년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놀이 중심 교육과정 활성화
유치원 교육과정 연계 및 초등 1, 2학년 한글, 기초수학 책임교육 강화
관내 모든 초등학교가 참여하되 세부적인 내용과 방법은 학교 여건
및 학생실태, 교육공동체 의견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편성․운영

Ⅴ

추진과제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통한 행복한 성장 지원

1. 성장배려학년제 지원체제 구축
성장배려학년제 내실화를 위한 기반 조성
성장배려학년제 지원 사이트 구축․운영
성장배려학년제 지원 인력풀 구축․운영

2. 성장배려학년제 운영 역량 강화
유치원-초등저학년 연계 교원 네트워크 운영
놀이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역량 강화 지원
한글책임교육 및 기초수학 지도 역량 강화 지원

3. 맞춤형 프로그램 및 자료개발 보급
초등 저학년 학부모 소통 지원자료 개발 보급
성장배려학년제 교육과정 지원자료 개발 보급
지역 단위 놀이교육 자원 발굴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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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주요 역할
학교
성장배려학년제 운영
초등 저학년 한글책임교육
및 맞춤형 기초수학 지도
놀이 중심 교육과정 활성화
학부모 소통 강화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맞춤형 지원
2022 접속 내사수 교사
공동체-교육과정 운영
교원 역량 강화 지원
놀이교육 자원 발굴

Ⅵ

세부추진계획

1

성장배려학년제 단위학교 맞춤형 지원

도교육청
지원체제 구축
(운영비, 사이트, 인력풀 등)
교원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 자료 개발 보급
우수사례 발굴 공유

2022 성장배려학년제 내실화를 위한 기반 조성
∙ 목적: 성장 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 활동 및 저학년 학생의 행복한 학교생활 지원
∙ 예산 편성(총액교부 지원 아님)
- 2022학년도부터는 성장배려학년제 예산은 학교에서 학교기본운영비
내 자율적으로 편성함
- 학교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성장배려학년제 예산 배부 범위(방법)와
금액 등은 모두 학교에서 자율 편성·운영
예) 학교기본운영비에서 1, 2학년 각 학급에 40만원의 성장배려학년제 예산 편성
사용 예시
성장배려학년의 관계형성-놀이활동-기초학습을 집중지원하는 교육과정 운영
놀이를 통한 한글 교육, 수 개념 형성을 위한 교재 및 놀이도구 구입
예) 한글 교육 및 수 개념 수업을 위한 보드게임 구입
교실 내 유휴 공간 놀이 환경 조성
예) 놀이를 통한 또래 관계 형성을 위한 게임 도구 구입
숫자, 낱자, 자모음을 놀이를 통해 익힐 수 있는 환경 구성
기타 1~2학년 학생의 학교적응이나 가정과의 연계 강화 활동을 위한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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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배려학년제 지원 사이트 활용
∙‘경기초등온배움교실’사이트 운영
목적: 등교중지 학생 대체학습 및 가정연계 자기주도학습 지원
대상: 초등학생, 학부모, 교원
내용
✔ 초등 1~2학년 학교적응 학습꾸러미(국어, 기초수학, 독서 등)
✔ 초등 1~2학년 국어, 수학 교과 학습지 및 동영상(총 655편)
접속주소
(사이트) 경기초등온배움교실 www.온배움교실.kr
(유튜브) 경기초등온배움교실 유튜브 채널
∙‘경기함께놀자’사이트 활용
목적: 초등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
대상: 초등학생, 학부모, 교원
내용
- 온‧오프라인 공동체 놀이와 학습을 담은 놀이교실
- 학년별 일일선택 놀이학습 및 가정연계 놀이중심교육 활동 콘텐츠 제공
✔ (교과목별) 놀면서 공부하기
✔ 집에서도 꿀잼! 가정놀이
✔ (기타) 집밥 삼시세끼, 홈밥프로젝트, 집!콕! 프로젝트 등
접속주소: https://sites.google.com/view/playstart

2022 접속 내사수 교사공동체-교육과정 운영
∙ 2022 접속 내사수 교사공동체-교육과정 분과를 통한 성장배려학년제
안착 지원
목적: 성장배려학년제 안착 지원
대상: 관내 초등교원 총 10명
내용
✔ 성장배려학년제 관련 교육과정 연구 및 자료 개발
✔ 지역 단위 성장배려학년제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및 컨설팅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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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장배려학년제 운영 역량 강화
2022 유치원-초등 저학년 연계 교원 네트워크 운영

∙ (지역 단위) 유치원-초등 저학년 교원 네트워크 조직 운영
목적: 유-초 연계 교육과정 선도교원 양성
대상: 유치원 및 초등 1~2학년 교원
조직 및 운영 방법: 용인 유아교육 정책연구회와 연계 운영
주제(안): 유-초 연계 교육과정 내실화 방안 등
놀이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역량강화 지원
∙ 유・초 연계 놀이 중심 교육과정 연수 운영
목적: 유・초 연계 놀이 중심 교육과정 편성 운영 역량강화
대상: 초등 저학년 및 유치원 교원
시기: 5월 중
방법: 유・초 연계 놀이 중심 교육과정 역량강화 연수
내용: 유・초 연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이해와 실제
기대효과
✔ 초등 1~2학년 지도교사의 놀이 중심 교육과정 역량 강화
✔ 단위 학교 내 유・초 연계 교사공동체 운영 지원
✔ 초등 저학년 놀이중심교육과정 운영 지원
∙ 초등 교사 대상 놀이 중심 수업 연수 운영
목적: 초등 놀이중심교육과정 운영 지원
대상: 관내 초등교원
시기: 6월 중
방법: 놀이 중심 수업 역량강화 연수
내용: 놀이 중심 교육과정 재구성 및 개발의 이해와 실제 등
기대효과
✔ 초등 1~2학년 지도교사의 놀이 중심 수업 역량 강화
✔‘경기 함께 놀자’ 싸이트 및 자료 활용을 통한 성장배려학년제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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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책임교육 및 기초수학 지도 역량강화 지원
∙ 한글책임교육 및 기초수학 지도 역량 연수 운영
목적: 한글 및 기초 수학 역량 강화지원으로 기초학력 책무성 강화
대상: 관내 초등교원
시기: 7월~9월 집중 연수 기간 운영
방법: ZOOM 활용 비대면 연수
내용: 한글 읽기, 쓰기, 기초 셈하기 지도 방안 등
기대효과
✔ 집중 연수 기간 운영으로 한글지도 및 기초수학지도 역량강화
✔ 초등 저학년 담임교사 역량강화로 기초학력담임책임지도 강화

3

맞춤형 프로그램 및 자료개발 보급
성장배려학년제 교육과정 지원자료 개발 보급

∙ 성장배려학년제 교육과정 지원자료 개발 보급
목적: 성장배려학년제 교육과정 운영 지원
보급시기: 2022. 12월
대상: 관내 초등교사
내용:
✔ 2022 접속 내사수 교사공동체-교육과정 분과를 통한 자료 제작
✔ 용인지역 놀이교육 생태도 등 자료 개발
✔ 지역 자원 활용 놀이교육 프로그램 안내
✔ 초등 1~2학년 통합교과-지역 놀이교육 자원 맵핑자료 제작 보급 등
※ 교육과정 지원자료의 내용은 추후 변경 가능
경기도교육청 놀이수업 자료 활용 및 안내
∙ 성장배려학년제 교육과정 운영 영상 콘텐츠 활용
대상: 경기도 관내 초등학교 교원, 학부모
시기: 2022. 4~12월
방법: 유튜브 ‘경기교사온TV 초등’채널을 통하여 상시 청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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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관계형성편) 학생 및 학부모와의 따뜻한 관계 맺기 등
✔ (놀이활동편) 경기함께놀자 사이트 활용 놀이수업 지도 방안 등
✔ (기초학습편) 한글 및 기초수학 지도 방안 등
∙ 놀이 중심 교육과정 자료 활용
목적: 놀이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활성화
보급시기: 2022. 12월 말
대상: 초등학교 전체
내용: 놀이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사례 나눔
자료 공유: 경기교육모아 학생중심교육과정(https://more.goe.go.kr/edu7)

- 교육과정편성> 초등성장배려학년제

경기함께놀자
브로셔

놀이로 행복한 초등
배움중심수업

융합프로젝트로 행복한
초등 배움중심수업

초등성장배려학년을
위한 배움중심수업

초등 성장배려학년제의
이해

놀이로 함께 만들어가는
배움중심수업

※기(旣)보급 자료 탑재 위치
①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통합자료실> 북부청사> 과별자료실> 학교교육과정과
② 경기교육모아> 학생중심교육과정> 성장배려학년제 / 배움중심수업(초등)

Ⅶ

기대효과
인지․정서적 측면에서 총체적인 접근으로 초등학교 1~2학년(군)의 행복한
배움과 성장 지원
학생의 성장 발달 단계에 적합한 성장 배려 프로그램 제공으로 공교육
책무성 강화
학교급 전환기 학생의 학습 부담 적정화와 학교적응 지원을 통한 학생
중심의 교육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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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영역

2022 단위학교 성장배려학년제 운영 중점사항(안)
내용

내용

관계중심 학생
소통 활성화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관계중심 학생 상담 실시
- 3월 따뜻한 관계 맺기 집중의 달 운영 등
- 원격수업 운영 시 학생과 직접 소통(온라인 화상, 음
성 확인 등)을 위한 방안 마련

관계
형성
학부모 소통
활성화

초등 저학년 학부모 상담 강화
- 원격수업 운영 시 학부모와 직접 소통(유선, SNS 등)
을 위한 방안 마련
신입생 학부모 대상 학교 교육 설명회 개최
초등 저학년 놀이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 유-초연계 놀이 중심 교육과정 재구성
-‘경기함께놀자’사이트 활용
(https://sites.google.com/view/playstart)
- 지역 놀이교육 자원 활용

놀이
활동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환경 구성
※ 2022학년도부터는 성장배려학년제 예산은 학교에서 학교기본운영비
내 지율적으로 편성함.
학교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성장배려학년제 예산 배부 범위(방법)와
금액 등은 모두 학교에서 자율 편성·운영 가능
예) 1, 2학년 각 학급에 40만원의 성장배려학년제 예산 편성

쉼이 있는 놀이시간 운영
- 블록타임제를 활용한 놀이시간 확보(권장)
※ 코로나19 대응 학교 방역 강화 차원에서 탄력적 운영 가능

기초
학습

한글 및
기초수학
책임교육

한글 및 기초수학 책임교육
- 1학년 1학기 관행적 쓰기 문화(받아쓰기, 알림장쓰
기, 일기쓰기) 개선
- 한글교육 집중지도의 달 운영
- 한글 및 기초수학 보충지도용 프로그램 및 교재 적
극적 활용
-‘초등온배움교실’ 사이트 활용
(https://sites.google.com/ssem.re.kr/on-learning-class)
한글 및 기초수학 개념 형성을 위한 환경 구성
- 한글 및 수 관련 게임 도구 등 구비

기타 사항

학교별 자체 계획에 따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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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