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졸업생 포상규정
하늘빛초등학교

제 1조 : (목 적)
본 규정은 졸업생의 공정한 성적처리로 수상자의 순위를 정하여 대외상 수상자의 선
정에 기준을 삼기 위함이다.

제 2조 : (졸업생 수상자 사정위원회 구성)
공정한 선발 및 시상을 위해 교장, 교감, 교무부장 및 6학년 담임교사로 ‘졸업사정위
원회’를 구성한다.

제 3조 : (사정위원회의 임무)
당해 학년도 졸업생의 수상 및 특별장학금 수여에 대하여 사정을 한다.

제 4조 : (시상 구분)
1. 학교장상 : 학생 개인별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상 및 공로상
2. 특별장학금 수혜 대상 (발생 시)

제 5조 : (수상 대상자 선정)
수상 대상자는 다음 6조의 정에 의하여 6학년 담임이 선정 추천하고 학교장의 결재
후 확정한다.

제 6조 : (수상자 후보자 명부 작성)
수상 대상 후보자 명부 작성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한다.
1. 학교장상
가. 하늘빛 큰나래상
1) 방침
가) 성적에 따른 시상은 지양하고 인성 및 특기상을 시상하여 학생의 성취의욕을 높인다.
나) 학급 담임 및 교과전담 교사는 올바르게 아동을 관찰하여 추천한다.
다) 담임은 전체 어린이의 특성에 맞게 시상 내용을 결정하여 시상한다.
라) 시상 평가는 6학년 활동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자기, 동료, 관찰 평가)

마) 열린 학습력 신장을 위해 다양한 시상을 한다. (학력에 따른 서열식 시상은 하지 않는다.)
2) 수상종류
종 류

상장 명
학습상
느티나무

향상을 위해 노력한 어린이

독서상
탐구활동상
생각쓰기상
선행봉사상
예절품행상
맑은마음상

예체
자기
관리

체력증진상
예능표현상
창의표현상
시간관리상
바른말·글상
성실실천상
친절미소상

대인
관계

명

학습활동에 있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과제를 수행하며 학업능력

지

덕

설

자기주도

우정나눔상
협력리더십상

학교도서관을 자주 이용하고 책을 즐겨 읽는 어린이
여러 가지 일들에 호기심과 탐구심이 갖고 탐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어린이
자기 생각을 정직하고 정확하게 즐겨 쓰는 어린이
봉사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며, 학교와 친구들을 위해 좋은 일을
꾸준히 하는 어린이
친구와 둘레 어른들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학교 규칙을 잘 지켜 품행이 바른 어린이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칭찬하고 감사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어린이
체육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체력을 기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어린이
음악, 미술과 같은 교과에서 예술적 감각을 열심히 표현한 어린이
예체능 교과 결과물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로 표현하는 어린이
시간을 잘 지키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하는 어린이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바르고 고운 우리 말을 쓰려고 노력하는 어린이
학교나 학급에서 맡은 일을 적극 수행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어린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둘레 어른과 친구 들에게 늘 웃는 모습으로
친절하게 대하는 어린이
여러 친구들을 차별하지 않고 밝은 마음으로 우정을 나누는 어린이
학급 임원 또는 모둠의 리더로서 목표와 과제수행에 있어 적극 협력하고 노력한 어린이(1
2학기 각반 회장, 부회장)

나. 공로상
1) 방침 : 본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로 본교의 명예를 빛냈으며, 헌신적으로 이바지한 공로가
있는 어린이에게 졸업을 맞이하여 공로상을 시상한다.
가) 전교 어린이회 임원 경력이 있는 어린이 (전교 어린이 회장 및 부회장)
나) 졸업 사정 위원회의 협의를 통하여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어린이
2. 대외상
2022학년도 대외상 수상은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7조 : (장학생 선발)
1. 목 적
장학생 선발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생활 태도가 바르며, 학교생활 전반에 타의
모범이 되며 생활이 어려운 어린이를 공정하게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2. 장학생 선정 기준
가. 대상 : 2022학년도 6학년 졸업생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를 우선 선정한다.
1) 사회적 배려 대상자(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등재자)
분야

저소득층 지원 대상자 어린이

기준

선정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
:
:
: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어린이
차상위
법적 조손 가정의 어린이 및 법적 한부모 가정의 어린이
담임 추천

2) 졸업사정위원회 협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없을 경우 2022학년도 졸업생 중에서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졸
업사정위원회에서 정한 순서로 선정한다.
단, 타 단체 장학금 중 지정된 대상자가 명시되어 있거나, 타 단체의 장학금 수상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자를 선발할 경우는 위의 규정에 준하지 않는다.

제 8조 : (기타사항)
이 규정으로 해석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졸업사정위원회의 별
도 협의를 걸쳐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