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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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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년제 활동 소개 및 피드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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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학년 학부모님들께 소식 전해드립니다. 입학한지 어느덧 한 달이 넘은 1학년
학생들은 활기차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여전히 어려운 상
황이지만 늘 애정과 관심으로 학교를 지켜봐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2022학년도 1학년 1학기 자유학년제 활동을 소개해드리고 피드백 관련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년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
는 다양한 활동 배움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따라서 일제식 지필평가는 실시되지 않으며, 지식
과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삶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수업과 수행평가를 실시합니다. 교과별
학습단계에 대한 피드백은 학기당 2회 이상 제공예정이며, 피드백은 최대한 학생 발달과정을
위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 개인의 발달 사항 및 특이사항을 문장 등의 형태로 제공될 예정입
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자유학년제 운영 프로그램
프로그램

강좌명

운영시기

운영방법

교과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도덕, 체육, 음악, 정보,
민주시민, 진로와 직업

3월 ~ 7월

교과별 운영

주제선택

우리 고장 알기

4 ~ 6월 수업 중
* 6/27(월)-6/28(화)
체험 행사 활동예정

사회, 도덕, 과학
교과융합
프로젝트 수업

창의미술, 페이스페인팅, 우쿨렐레, 기타연주,
일러스트그리기, 배구, 탁구

* 격주 (금)
5,6교시 운영
4/1(금) ~ 7/15(금)

7개 강좌 중

예술체육

희망수업 택1

플라워아트부, 아트프로젝트부, 농구부, 피구부, 탁구부,
배드민턴부, 축구부, 여가생활부, 배구부, 지구지킴이부,
동아리

육상부, 자전거부, 꽃그림 천아트부, 미술감상창작부, 문

* 격주 (금)

화로 만나는 세상부, 소셜벤쳐부, 보컬부, 드론부, 또래

5,6교시 운영

상담부, 만들기부, 진로탐색부, 컬러링북부, 문학기행도

3/25(금) ~ 7/8(금)

개설동아리 중
희망동아리 택1

서부, 보드게임부, 아기자기홈아트부, 방송부, 댄스부,
밴드부, 캘리그라피부, 소프트웨어부, 연극뮤지컬부

2. 피드백 일정
* 1회 : 2022년 5월 중 - 교과별 자율방식
* 2회 : 2022년 7월 20일(수) 방학식
– 학교생활통지표 배부 : 학생 개인 활동사항 및 특이사항을 문장 등으로 평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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