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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학교ㆍ행복한 학교 가꾸기

Beautiful SchoolㆍHappy School

김 재 덕*

Kim, Jae-Duck

사진 1. 교사동 앞 조형

1. 추진배경과 과정1)

충주여고는 1942년 4월 26일 개교하여 제58회 18,494명

을 배출한 명문 고등학교로서 재 981명의 학생이 재학

하고 있으며, 으뜸 실력·바른 품성을 겸비한 인재양성

을 목표로 교장   교직원 67명이 밤낮으로 노력하

고 있다.

아름답고 쾌 한 교육환경이 올바른 품성과 창의  실

력향상에 크게 기여한다는 일념으로 2005년을 출발연도로 

하여 2007년까지 3년 동안 학교환경 개선에 노력한 결과 

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아름다운 학교·행복한 학교’에 선

정되었다.

추진과정에서 도내  타 시도의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교직원 연수를 통한 내부합의와 의견수렴을 통한 학생 참

여로 공감 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거쳤다. 

2. 추진사항
 

2.1 교육목표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 를 주도할 도덕 이며 창의

인 인재를 육성한다는 목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노력

  특색 교육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노력  활동으로는 으뜸 실력인 양성을 해 

기본교육 심, 학진학 지도의 충실 등을 실시하고 있으

며, 바른 품성인 양성을 하여 ‘Hope(소망, 비 ), Honor

(명 , 지), Human(인류사랑)’의 3H를 실 하고 있다. 

둘째, 생활지도를 통해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보편  가

치를 실 하고자 수업 후 의 지키기, 학교폭력 제로화 

* 충청북도 충주여자고등학교 교장

실천을 실시하고 있다.

셋째, 학습지도를 통해 창의성을 발휘하여 창조  가치

를 추구하고자 사이버교실운 , 수 별 평가 문항 개발․

활용을 통한 학력제고 등을 실시하고 있다. 

넷째, 특색교육활동으로 조화로운 실력을 육성하기 하

여 토요휴업일 과제제시, 통합논술 평가문항 개발을 통한 

논술 쓰기 지도, 자투리 시간 활용의 극 화, 메모장 휴  

학습 생활화, 벌 카드 발 으로 생활지도  기본생활 지

키기, 학생들의 인성  정서함양을 해 다양한 공연 문

화 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다.

2.2 학력제고 방안

교실개방을 통한 자율학습 개, 어 듣기 훈련 매일 

실시, 심화반 운 , 재수생  상 권 학생 리 철 , 각 

학년 상  10%정도 독서실에서 상담  특별 리를 하고 

있다. 논술쓰기, 논술특강, 사설노트 작성 등으로 논술지도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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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교내산책로

 사진 4. 야간 조명시설(음악 가로등 설치)

사진 3. 꿈길산책로

2.3 환경개선사업

1, 2차 연도에는 교내 꿈길 산책로 조성과 음악 가로등 

설치로 정서함양에 노력하고 올해에는 외부지원 을 토

로 도내학교 최 로 옥상정원을 조성하여 휴식공간과 생

태학습장으로 활용하면서 에 지 약과 녹지 공간 확보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밖에 학생들을 해 교육환경 측면

에서 키 높이조  책상 구입, 커튼시설, 교실 방충망 제작, 

형 등안정기 교체, 화장실 순간온수기 시설, 쓰 기 압축

기계 도입 등으로 교실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했으며, 한 

테니스장 야외 학습장 조성, 식소 화 사업 등을 추

진하 다.

3. 교내산책로와 옥상정원 조성

3.1 추진목적

인문계고등학교는 상 학교 진학을 하여 학력제고에 

힘쓰며 학교에서의 생활이 기타 고등학교보다 많기에, 교

실 속에서 자칫 부족할 수 있는 운동량과 정신 인 스트

스를 해소하고, 건 한 정서함양을 통해, 몸과 마음이 

함께 아름다운 인격체를 가꾸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3.2 추진과정

 사업이 학교의 산규모로는 체 인 사업비를 충

당할 수 없어 도교육청, 충주시청, 학교동문회, 학부모회, 

운 원 등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추진하게 되었다.

 

3.3 교내산책로 꿈길 조성

교내 산책로 조성은 운동장을 심으로 주변을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실내화를 신은 채로 다닐 수 

있도록 인터로킹 통행로를 만들어, 흙을 밟지 않고 통행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산책로 길 주변에 학생들이 운동과 

사색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회양목, 산홍, 라일락, 개나

리 등 각종 꽃  장미 아치, 벤치, 음악 가로등을 만들어 

산책의 즐거움을 더하 다. 음악은 하루 세 번, 아침 등교 

시와 식·석식시간에 방송된다. 산책로 길이는 600m 정

도로 쉬는 시간에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정서 으로 안정되고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

교내 산책로 조성은 사업비 약을 하여 진입로 보도 

블록 작업  화단조성, 조경 등 주요작업을 직 으로 추

진하 으며, 주변정리 한 조경석  마사를 구입하고 

장비를 임 하여 비용을 최소화하여 조성하 다. 벤치  

아치 문, 시비는 학교 재직동문  학부모님들의 자발 인 

발 기 으로 설치를 완료하 다. 

3.4 옥상정원 꽃술마루 조성

옥상녹화 조성사업은 주변녹지와 연계하여 생태 네트워

크 축을 구축하고, 교직원  학생들의 휴게․생태학습 공

간으로 조성하여 녹지와 휴게를 통해 커뮤니티  친목도

모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연출과 새로운 휴게공간으

로 꾸몄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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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옥상정원 공식

사진 6. 옥상 정원

사진 7. 학생들이 옥상정원의 생태학습장 찰하는 모습  

형성의 좋은 기회가 되었다. 조성면 은 후  옥상 451㎡

에 경량형으로 시설하 다.

(1) 암석원  생태습지 - 수생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

도록 습지를 조성하여 생태학습장 활용 

(2) 휴게공간 - 짧은 시간 동안 쉬어갈 수 있도록 입 

구부의 쉼터조성  독특한 고라 구성으로 아 늑

한 분 기 조성 

(3) 잔디정원 - 푸른 잔디로 옥외 정원과 같은 이미 지 

연출 

(4) 야생화원 - 꽃산딸나무 외에 10종의 목과 용담 

외 40여 종의 우리 들꽃을 식재  

(5) 조명시설 - 야간에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6개

소의 조명시설을 설치

옥상녹화 조성사업은 도교육청 산지원  충주시청, 

학교동문회, 학부모회, 운 원회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

다. 한, 옥상정원 조성사업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

여 조명등과 벤치를 설치하게 되었으며, 학생  교직원에

게 옥상정원 명칭을 공모하여 ‘꽃술마루’로 선정하 다.

3.5 기대효과

학교를 아늑하고 정겨운 환경으로 조성하여 수험 비에 

시달리는 학생들에게 정서함양  사색, 운동 등을 하게 

함으로써 육체와 정신이 함께 풍요해지며, 휴식 공간 확

보, 단열효과로 말미암은 냉․난방 에 지 약, 완벽한 

방수로 건축물 내구성 향상, 생태학습장 활용, 자연 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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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등의 효과가 기 된다.

4. 지속  추진을 한 향후계획

학교 교정에 더 많은 나무와 우리 들꽃을 심고 조형물

을 세워서 산책로를 보완하고, 학생들을 주축으로 하는 옥

상정원 가꾸기 동아리를 구성하여 자연 찰  생태학습

장으로 활용하면서 심신함양과 휴게공간으로 학교의 명물, 

작은 테마 크로 가꾸어 나갈 것이다. 제2의 장소인 1학년 

서 동 3교실에 건물상태에 맞는 옥상녹화를 추가로 시설

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