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제한적 공동학구제」운영 안내
제한적 공동학구제란?

∙ 일정 규모 이상의 큰 학교 학구 거주자가 작은 학교 학구로의 주소 이전
없이 작은 학교로 전·입학이 가능한 학구제도
∙ 작은 학교 학구 내 거주자는 큰 학교로의 전ㆍ입학을 불허
∙ 지역에 따라 작은 학교 공동학구제, 자유학구제, 광역학구제 등의 용어 사용

고양시 제한적 공동학구제 운영 개요
❍ 운영시기 : 2022학년도부터 별도의 종료 안내 시기까지
❍ 적용대상 : 고양시에 주소지를 둔 초등교육과정 의무교육대상자
❍ 운 영 교 : 용두초(문의처 ☎ 02-387-1053), 행주초(문의처 ☎ 031-974-7236)

전ᆞ입학 절차
❍ 입학(취학)
- 제한적 공동학구는 가상으로 설정한 학구로서 실제 취학통지서에는 기존
학구의 학교로 통지되므로 희망자는 해당 학교에 개별적으로 문의하여
입학 등록
- 제한적 공동학구제에 따라 지정된 학교가 아닌 타 학교에 입학등록한
경우 미응소 아동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보호자는 기존 지정된
학교에 사전 통지 필요
❍ 전학
- 학 교: 기존 전학처리 절차와 동일 (통학구역 내 전입 여부 확인 불필요)
- 보호자: 현 재적교와 전학을 희망하는 학교에 문의
※ 단, 학교의 별도 기준과 정ㆍ현원 상황에 따라 전ㆍ입학이 불허될 수 있으므로
대상 학교에 전ㆍ입학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 바람

붙임 학교별 특색 교육과정 홍보자료 각 1부. 끝.

용두초등학교 특색 교육과정 홍보 자료
개인별 맞춤형 용두 교육
개별화 맞춤형 인성, 학습 지도 실시(학급당 평균인원 7~8명으로 개별학습 및 인성지도가 내실있게 운영)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 상황 속에서도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및 거리두기 강화를 통해 전교생 전일등교 실시
무상교육복지 실현 노력(방과후수업, 현장체험학습 등 모든 교육활동 전액 무상 지원)
나눔과 배려의 생명존중 자연 친화적인 전인교육프로그램 운영(수영, 스케이트, 문화예술,
생태 및 텃밭체험, 책놀터, 계절 체험 등 연 15회 이상 실시-전액무료)
개별화
교육 강화 및
기초학력 강화

전교생 전일 등교를 통한 학습격차 예방, 기초학력 강화 및 두드림 학교 운영
소규모 학급에 맞는 개별 맞춤형 수업 진행(방역 수칙 준수 및 안전 강화)
교사와의 친밀감 형성이 유리해 어린이들의 자존감 고취
인성과 지성이 조화로운 전인교육 실시

내실있는
교육과정 운영

전문 외부강사(전래놀이, 북청 사자놀이 탈춤, 국악, 바이올린, 우크렐레등)
초빙, 생생하고 전문적인 학습 활동 전개
이동형 수영장, 이동과학차, 이동형 버스 성교육, 서오릉 생태교육, 어울림
누리 빙상장, 파주영어마을, 잡월드 등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즐거운 교육활동 전개
도예체험, 씨앗공예, 학교폭력 연극 초청, 흡연 예방 뮤지컬 관람 등을
통한 문화예술감성으로 미적 체험 활성화 교육활동 전개
생태 교육(서오릉 생태체험 및 텃밭 가꾸기, 1인 1식물 키우기 등)을
통한 생명 존중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교육 실시

돌봄 케어
강화

신입생,졸업생
지원 확대
방과후
지원 강화

생태 감수성
텃밭 활용 교육

1,2학년 돌봄교실 100% 수용 및 3,4학년 돌봄교실 이용 가능
돌봄교실 내 놀이체육, 창의수학 등 어린이들의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학습지도 및 과제 수행, 독서활동 및 안전 생활지도 병행
신입생 입학 축하금 및 졸업생 장학금 지원(용두초등학교 총동문회,
라이온스 클럽 고양시 지부, 서오릉 상친회 등 지역사회 지원 확대)
현재 5개 방과후 프로그램 무료 운영 및 22학년도 방과후 과목 확대 예정
학력신장을 위한 디딤돌 학습 교실 운영 및 두드림학교 운영

다양하고 창의적인
주제별 체험활동

학교로 찾아오는
문화예술교육

학교숲 해설가와
함께하는
생태 체험학습

숙박형 체험(1박2일)

용두초등학교 특색 프로그램
사계절 스포츠 활동을 통한 체력 키움(3S-R 교육 – 수영 / 스케이트 / 스키 / 승마 교육)
진로 체험 중심의 바른 인성 키움 교육 강화
- 생태감수성 프로젝트 교육(1인 1화분, 학교텃밭 활용 교육, 씨앗공예, 지역 문화재 탐방 등)
- 문화예술감수성 교육(전문가 초청 1인1악기 교육, 놀이체육, 국악교육, 탈춤교육, 학교로 찾아
오는 북청사자 탈춤 공연,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 공연 등 다수)
- 다양한 진로체험교육(꿈·끼 탐색 주간 운영 및 드론 교육, 직업 체험 교육, 잡월드, 키자니아 체험 등)
외부 기관 연계 교육(책놀터 프로그램, 나눔 및 장애 이해교육, 다문화 체험, 진로 및
인성·적성검사, 이동형 성교육 체험차량, 감정코칭 인성교육, 굿네이버스 세계시민 교육,
학교폭력 예방 극단 초청 연극 및 뮤지컬, 흡연 예방 부스 체험, 집단상담 등 다수)
사계절 스포츠
활동을 통한
체력 키움(3S-R)

전문 계절 스포츠 체험교육 – 수영, 스케이트, 스키 캠프, 승마 교육 등
전문가 연계 체계적인 스포츠 교육활동 강화 및 전액 무료 지원

진로 체험중심의
바른 인성 키움교육

체험중심 생태환경교육 : 행주산성, 서오릉 생태체험, 씨앗공예 체험, 1인 1 화분
및 텃밭가꾸기 등 전문가와 함께하는 생태교육 강화
전문가 초빙 교육을 통한 바른 인성 함양 프로젝트 수업 진행 및 외부
극단 초청 학교폭력 예방, 흡연 예방 뮤지컬 관람, 집단 상담 운영 등

체험활동
지원 강화

다양한 주제별 체험활동(교통비, 식비 등 전액 무료), 진로체험 및 숙박형
체험학습, 진로 인성검사 등 전액 무료

문화예술
교육 강화

문화예술 감성교육 강화 : 1인 1악기 전문 강사 교육(오카리나, 리코더,
우쿠렐레, 바이올린), 전문 국악 강사 교육, 전래놀이, 도예 체험, 탈춤 등)
예술 교육 강화

나눔교육
강화

‘나눔을 통한 바른 인성 jump up 프로젝트’운영
옥수수, 고구마 수확 나눔, 알뜰시장, 김장 체험 나누기 등

사계절 스포츠
활동을 통한
체력 키움 교육(수영)

사계절 스포츠
활동을 통한
체력 키움 교육(스케이트)

사계절 스포츠
활동을 통한
체력 키움 교육(승마)

이동형 수영장 활용
물놀이 안전체험교육

책놀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독서 교육

이외에도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유익한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언제든지 문의 해 주세요.

(1054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로 121길 20
☎ 교장실:02-384-3163
행정실:02-384-0195

교무실:02-387-1053
Fax : 02-354-5504

용두 초등학 교

http://www.yongdoo.e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