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제1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심의 결과 홍보

 1. 개최일시 : 2022.4.1.(금) 14:30

 2. 참석인원(참석/정수) :  6명/9명 

안건

번호
심 의 안 건 명

심의

결과
내 용

1
제27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불법찬조금금지 및 발전기금조성방법안내 연수>

제27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백◯◯),
부위원장(김◯◯)이 선출됨.

2 2022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심의(안) 가결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

례」제8조 규정 중 개정된 부분은 2022

학년도 신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 제6항에 반영함.

3 2022학년도 두드림 학교 운영 계획 심의(안) 가결

2022학년도 5~11월 470만원 예산을 

받아 2-6학년 학생 대상으로 한글 기

초학습도우미, 음악 놀이 수업, 공예수

업으로  두드림학교를 운영하고자 함.

4 2022학년도 아트밸리 운영 및 강사 채용 심의(안) 취소
다음 회의 때 다시 안건 접수 후 사후 
심의받고자 함.

5 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변경 심의(안) 가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상황과 

학부모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022

학년도 방과후학교를 1분기에 운영하지 

않고 2분기는 학부모 의견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함.

6 2021학년도 신도 야구부 운영비 정산 심의(안) 가결
2021학년도 신도 야구부 수입 내역과 

지출 내역을 확인함. 

7 2022학년도 특수교육 치료방과후 지원 운영계획 심의(안) 가결

2022학년도 3월~2023년 2월까지 본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총 14명을 대상으로 

꿈이든 카드를 활용한 자유 수강권을 

추진함.

8
2022학년도 특수학급 지역사회연계 생태 학습 및 체험학습 운영 심

의(안)
가결

본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희망하는 학

생을 대항으로 신도초등학교 교내외에

서 5월 26일(목), 6월 23일(목), 9월 6일

(화), 9월 15일(목) 총 4회기(9시~12시)

에 걸쳐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 파

견 숲해설가와 함께하는 생태체험활동

을 함.

9 2022학년도 특수학급 특수체육 실시 심의(안) 가결

 부천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전액지원하

여 본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희망 학

생을 대상으로  2022년 4월 15일부터 

주당 2시수 매주 금요일 10:10~10:45(저

학년),10:50~11:25(고학년)(35분씩 2회, 

총 70분) 체육수업을 실시함.

10 2022학년도 1학기 1일형 체험학습 취소 심의(안) 가결
코로나 감염증 증가로 1학기 1일형 체

험학습 취소하고 학년별로 교육과정을 



※ 자세한 사항이나 의문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나 담당 부서(070-7099-20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성하여 1일형 체험학습을 대체함.

11 2022학년도 기초학력 협력강사 채용 심의(안) 가결

2022년 4월 ~ 11월 (24 주)동안 정규 

교과 수업내 학습부진을 해소할 수 있

는 기초학력협력강사를 채용함.

12 2021학년도 신도초등학교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의(안) 가결

2021학년도 신도초등학교회계 세입,세

출 결산 심의를 받고 이를 시행하고자 

함.

13
2022학년도 신도초등학교회계 제1차 추경 세입,세출예산 

심의(안)
가결

2022학년도 신도초등학교회계 제1차 

추경 세입,세출예산을 심의 받고 이를 

시행하고자 함. 

14 2022학년도 예·결산소위원회 구성, 위임여부 심의(안) 가결
2022학년도 예·결산소위원회 구성, 위

임여부 심의 받고 이를 시행하고자 함. 
15 2021학년도 발전기금 결산서(안) 가결 2021학년도 발전기금 결산서(안)을 확인함.

16 2022학년도 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계획 심의(안) 가결

㈜제이티통신을 통해 2022년 5월 1

일~2023년 2월 28일(10개월. 2023년 

3~4월은 무상 서비스 ) 연간 70만원 예

산으로 2022년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

비스를 운영함.25명(1인당 2,750원기준) 

무료지원가능하나 1학년 전체 학생과 

2~6학년 경제적 취약계층, 사회적 취약

계층 중 희망자는 모두 지원함. 

기타

1
2022학년도 졸업앨범제작 심의(안) 가결

2022학년도 졸업앨범 제작을 심의 받고 이

를 시행하고자 함.

기타

2
2022학년도 1,4학년 건강검진 출장검진 심의(안) 가결

1학년 대상의 혈액검사, 구강검사와 4학
년 대상의 색각검사, 비만 아동 혈액 검
사, 구강 검사를 위해 구로 참튼튼 병원
과 광명 다인치과에서 출장 검진함. 

기타

3
2022학년도 신도초 수업시간 운영 심의(안) 가결

쉬는 시간을 포함한 80분 블록 수업 운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