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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설립이념】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와 겨레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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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 목표】
1.몸과 마음이 건강한 □□□□(
가로1: 사람을 길러 자라게 함)
2.스스로 □□하며 책임을 다하는 사람육성
(
가로2 :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애를 씀)
3.□□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육성
(
가로3 : 새로운 의견을 생각하여 냄)
4.□□□ □□으로 사회의 빛과 □□이 되는 사람육성
(
세로1:사랑을 행동으로 옮김) (
가로4 : 짠맛이 나는 결정체)
5.바르게 생각하고 □□할 줄 아는 사람육성
(
세로5 : 어떤 일을 함.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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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경영관】
10
1.국가와 민족을 사랑하고 학생 개개인이 조화로운 삶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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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살 수 있는 □□ □□함양
(
세로6: 지(知)ㆍ정(情)ㆍ의(意)를 모두 갖춘 사람으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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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 국제 경쟁력에 기여할 창의적이고 실력 있는
인재육성(
가로7 : 세계 여러 나라를 이해하고 나아가는 시대)
3.□□ □□, 부단한 연구를 통한 전문적이고 존경받는 교사상 정립(
세로8 : 편견과 제한이 없는 사고, 생각)
4.학교, 학부모, 학생, 교사가 □□하며, □□하는 건전한 학교 공동체 형성
(
가로8:말을 나눔) (
가로15: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함)
5.교육시설의 현대화, 교육방법의 과학화
【학교의 상】꿈과 □□이 있는 고양 제일 중학교(
가로5 : 내다보이는 장래의 상황. 전망)
【고양제일인의 다짐】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특색사업】창의적 체험 중심의 □□□ □□(
세로9 : 힘이 넘치고 생기가 가득한 교육)
1.방과 후 학교 교육을 통한 다양한 특기와 □□ □□(
세로4 : 타고난 능력을 발전하게 함)
2.다양한 동아리 □□을 통한 창의적 체험(
가로9 : 움직임, 행동)
3.진로 □□ 교육 강화(
가로10:몸소 겪음. 경험)
4.인성과 체계적 상담을 통한 자신의 비전 □□(
가로11 : 알려지지 않은 것을 찾아냄)
5. 영□ □□의
□□□
( 오□□ □□, English Zone활용)
(
가로12) (
가로13:실제로 쓰게 함) (
세로14 : 그날에 외우는 영어 단어)
【노력중점】
1.융합적 □□□ □□을 위한 □□ □□ 방법 개발
(
가로14:생각하는 힘을 키움) (
가로8:가르치고 배우는)
2.□□ □□
및
□□ 강화를 통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
(
세로15:마음씨를 일깨워 줌) (
세로10:몸의 육체적 힘)
3.□□□□□ □□ □□ □□(
세로11 :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움)
4.□□ □□ □□ □□(
세로16 : 민주 시민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
5.□□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의 활성화(
세로13: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과 관련된 모든 구성원)
- 우리 학교의 ‘교육 목표 및 기본방향’에서(http://gyji.ms.kr/?_page=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