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체평가 보고서
충남삼성고등학교
1. 학교 현황(2015.4.1.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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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 개요
○ 학교 특성 및 여건(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적 특성 등을 개조식 작성)
1. 학교 여건

가. 지역사회 특성 : 삼성디스플레이단지 내의 면단위 지역 입지
나. 학생 특성 : 광역단위(충남)의 자기주도학습전형 전기 모집, 기숙사 생활
다. 교원 특성 : 학생에 대한 애정, 과목에 대한 열정을 갖춘 교사진(교사 1인당 지도학생수
10명)
라. 학부모 특성 :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한 높은 신뢰도와 관심도
2. 학교 시설 및 현황

가. 학교부지: 49,244m² (대지 37,463 m², 건평 11,281 m²)
나. 학교시설: 교사동 4개(강의실ㆍ세미나실ㆍ토론실 65개, 특별교과실(과학실험실 등) 12
개), 다산관(도서관), 기숙사(지하 1층~지상 7층), 충무관(체력단련실, 무용실 등), Lake
View(식당)
3. 학교 주요 연혁

- 2014.3.1. 개교 및 제1기 입학
- 2014.12.31. 대한민국 우수시설 학교 대상 수상
- 2015.3.1. 제2기 입학

3. 학교 자체평가 결과
○ 학교 자체 평가 종합의견
-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인 MSMP 운영 및 이후 9가지 좋은 습관(9Habits)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인성교육 실시
- 3계열 8과정의 학생선택 진로별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력 증진과 진학 지도 병행
- 전교생 대상의 1인 1기 교육을 통한 학교 체육, 예술 활동 활성화
-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와 토론하는 교직원 문화 형성을 위한 CNSA Educational
Seminar 운영

○ 차기년도 교육과정에 반영할 내용
- 3개 학년 체제 구축과 첫 졸업생을 위한 진로진학 지도 강화
- 교육 주체인 법인,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소통 강화를 통한 학교 교육력 극대화
- 각 학과, 부서, 학년 운영 업무의 매뉴얼화 구축

■ 우수사례

사례명

인성교육 프로그램 MSMP

영역

인성지도

학교명

충남삼성고등학교

지역명

충남 아산시

 MSMP(Miracle of Sixty-six days Melting Pot)
가. 프로그램 개요
1) 성격: 본교 신입생의 ‘기초/생활/학습 습관’을 개선하고, 자율적이고 품
격 있는 학생 육성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2) 목적:
- 입학 전 중학교 3학년까지의 잘못된 생활 습관 배제 및 사교육 차단
- 다양한 구성의 학생 집단을 뛰어 넘는 학생들간의 일체감 조성
- 충남삼성고人으로 앞으로의 학습 태도와 학교생활 나아가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기 함양
3) 기간 : ‘15.2.23(月)~4.29(水)(66일)
4) 대상 : 신입생 전원

내용

나. 교육 내용과 운영
1) 교육 내용: 9 Habits(건강습관, 식사습관, 시간준수, 인사 잘하기, 바른
말 쓰기, 규칙 지키기, 바른 수업 태도, 학습계획수립, 자기주도학습)
2) 운영
- 학생들이 지켜야 하는 습관을 선정해 지도함으로 공동체 생활에 필요
한 타인 배려 능력과 자기 절제 능력 함양
- Expert교사는 실천 과제를 연구ㆍ지도하고, Facilitator교사는 실천 과
제를 측정하고 피드백을 제공
- 2학년 학생(조교)의 활동 참여를 통한 학생주도적 운영
※ MSMP 9가지 습관 형성 캠페인 활동 및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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