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적용 예정 교과용도서 선정(변경) 절차 공개
금촌중학교

1. 변경 절차
구분
변경 대상
교과

내용

비고

○ 국어, 영어 (2015 개정 교육과정)

○ 2022.05.01 ~ 2022.06.30 : 교원 의견 수렴 및 교과별 선정협의회 실시
검인정도서
선정 일정

○ 2022.06월중: 선정 교과서 전시를 통해 심의를 위한 검토
○ 2022.06.21.: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예정)
○ 2022.09월중: 교과서 확정 및 주문(예정)
○ 1단계(추천-교과협의회)
-교과협의회를 통해 교과별 개인 평가표를 합산하여 3종을 선정한 후, 학
교운영위원회에 추천을 준비, 교과서 전시 및 검토기간 안내
○ 2단계(심의-학교운영위원회)

검인정도서
선정 절차

-학교운영위원회는 추천된 검인정도서의 선정 기준, 선정절차 등을 심의
한 후 그 순위를 정하여 학교장에게 통보
○ 3단계(확정-학교장)
-학교장은 선정할 검인정도서를 최종 확정
○ 4단계(주문)
-최종 확정된 검인정도서를 NEIS를 통해 학생 수를 고려하여 주문
○ 검인정도서 선정 방법 및 공정성 확보방안 연수
○ 학생의 수준, 지역 및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공정성·투명
성 확보 방안

합리적인 선정 기준과 절차 마련
○ 개인별 검인정도서선정기준평가표, 평가일람표, 추천의견서, 심의의견서,
회의록 등 제반 관련 자료 기록.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새 교과서를

선정할 때까지 비공개 보관
○ 교과서 선정기준, 선정 절차 및 결과 홈페이지 공개
○ 학교 밖 교사 및 학교운영위원 상대 판촉활동 차단
○ 출판사 관계 직원이나 저작자 및 도서판매업자의 학교 출입 일체 통제
○ 출판사가 주최하는 도서 설명회 및 이와 유사한 모임에 교직원의 참석을
채택비리
방지를 위한
교원행동요령

금지하여 불필요한 오해 불식
○ 출판사 홍보물(검토용 교과용도서 포함) 접수 등 불공정행위 발생 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신고
※기타 검‧인정도서 공급기관인 (사)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에도 신고 가능
: www.ktbook.com / 031-8071-7980

2. 선정 기준표
1) 국어과 교과서 선정기준표

2. 영어과 교과서 선정기준표

평가기준
학습 분량의 적절성
내용 수준의 적정성
학습 동기 유발

평 가 항 목

∘학습 분량이 단원별로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는가?
∘어려운 개념이나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가?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이나 소재를 다루고 있는가?

항목별 점수
15
15
15

효과성

∘학습 요소(학습목표, 도입, 본문, 정리, 그림 및 도표,

15

교수 학습의 유용성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학습활동을

20

∘단순한 지식의 측정만이 아니라 문제해결능력, 논리적

20

종합적 사고력

참고 자료 등)가 유용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예시하고 있는가?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등을 측정하고 있는가?

합 계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