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제5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심의 결과 홍보

 1. 개최일시 : 2022.9.13(화) 14:30
 2. 참석인원(참석/정수) :  8명/9명 

안건
번호

심 의 안 건 명
심의
결과

내 용

1
2022학년도 3,4학년 생존수영교육 계획 
심의(안)

가결

구  분 내  용
운영 기간 2022년 10월 ~ 11월 중

운영대상
3학년 4개반 109명, 4학년 4개반 96명 

총 205명
운영장소 경기도 도당 학생체육관

학급당 수영수업 횟수 학년당 3회(1회 2시간)

학급당 수업시수 실기 6시간
이동 거리 5km 

이동방법(소요시간)  버스 이동 20분

2
2022학년도 2학기 아트밸리 강사 채용 
심의(안)

가결

❏2021학년도 아트밸리 강사 재선발을 심의(자문)받고자 
함.

운영내용 연극교실 디자인교실
기간 2022년 9월 ~ 2022년 12월까지 총 60시간
대상  2학년 4학년

시간 각 반당 12시간, 총 60시간. 각 반당 15시간, 총 60시간.

수강료 시간당 50,000원 (부천시청과 부천교육지원청에서 보조)

지도강사
정◯◯선생님 (부천아트밸리 

전문 강사풀 이용)

김◯◯선생님 (교육지원청 

구인공고를 통해 모집)

3
2022학년도 신도초등학교회계 제3차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가결
❏2022학년도 신도초등학교회계 제3차 추경 세입,세출예산
을 심의 받고 이를 시행하고자 함.

4 2022학년도 다함께꿈터 운영 계획(안) 가결

❏ 학생 주도의 상상과 꿈이 실현되는 다함께꿈터 운영하기 
위해 다함께꿈터 운영 계획을 심의 받고 이를 시행하고자 
함.

대상 ∙전체 학년( 정규 교육과정 및 틈새 시간 활용)

운 영 

장소
1층 다함께꿈터교실

운 영 

방법

∙운영 형태 : 개방형

∙운영 기간 : 연중

∙운영 시간 : 방과후 ~ 16:40

운 영 

내용

방과후 돌봄 연계 운영

∙ 방과후학교 활동 참여 학생들이 원하는 꿈터에서 틈새 시간에 활용

∙ 방과후 미참여 학생의 경우 원하는 꿈터에서 원하는 시간에 활용

운 영 

담당

( 관 리

인력)

∙운영 담당 : 다함께꿈터 담당자

∙관리: 국가근로장학생

∙역할: 이용 학생 관리 (출결 및 안전관리, 하교 지도, 쉼·놀이 활동 및 

자율활동(독서, 교구놀이 등)관리 등)

운 영

비
다함께 꿈터 운영비 등 (소요 예산 참조)

5
2022학년도 학교교육과정 학년(군)별 
교육과정 시간 배당 심의(안)

가결
❏ 2022학년도 학교교육과정 학년(군)별 교육과정 시간 배
당 심의(안)을 심의 받고 이를 시행하고자 함.

6 2022학년도 3학년 2학기 1일형 체험학 가결 ❏ 2022학년도 3학년 체험학습 장소를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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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 계획 변경 심의안

변경전 변경후

학기 날짜 장소
학기

날짜
장소

1학기 4.21(수) 키자니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대체운영함.

2학기 10.12 서울대공원 10.6.(목) 키자니아

7
2022학년도 1일형 주제별 체험학습 계
획 심의안(안전)

가결
❏  코로나 19 상황에서 안전을 강화하여 주제별체험학습
을 운영하고자 함.

기타
1

2023학년도 5,6학년 검정 교과서 선정 
심의(안)

가결

❏ 2023학년도부터 사용되는 5-6학년 사회(사회과부도), 수
학(수학익힘), 과학(실험관찰) 교과서를 교과별 교과서 선정 
협의회를 통해 추천된 교과서 3종을 심의하여 3순위까지 
결정하여 우수한 교과서를 선정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