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학년도 부서배정 및 업무분장

□ 2021학년도 교육행정업무팀

부서 담당자 업 무 업   무   내   용 비고
교감 총괄 학교 업무 전체 총괄

교무기획부
(4명)

총괄/기획
학사일정1, 일과조정, 학부모회(평생교육), 규정집, 인사관련, 학업성적관리(학
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교내상 시상 계획), 입학업무, 수업, 학적, 자격연수, 
각종 위원회, 방학계획, 교원포상, 학폭승진가산점, 전입생 미이수 및 중복해소

부장

성적처리 성적처리

생기부 학교생활기록부

교육과정부
(3명)

총괄 업무총괄, 교육과정 편성, 학교교육과정계획서, 교과교실제 운영, 학사일정2 부장

기획 방과후학교, 동아리활동(자율동아리 포함), 청소년 활동

교과서 교과서 선정 및 관리, 제2외국어 선택

교육연구부
(2명)

총괄/기획

학교평가, 교원연수(현직연수 등), 수업활동 우수학급제, 함께성장 배움교실
(교육경비사업) 총괄,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생실습
평가계획(진도표, 지필, 서술 및 논술, 수행평가), 평가문항 관리(원안지), 협
의록, 기초학력 향상

부장

교수학습
지원부(3명)

총괄/기획
혁신공감학교, 온라인 컨텐츠활용 선도학교, On-off 블랜디드 수업, 전문적 
학습 공동체, 독서 및 토론교육, 독서활동 우수학급제

부장

장학 동료장학, 수업나눔 및 수업공개

도서관 도서관 운영, 독서교육계획 및 운영, 도서관 활용수업 지원, 독서교육

정보과학부
(4명)

총괄/기획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 업무용 S/W관리, 교실정보화 기자재, 홈페이지, 
정보통신 윤리교육, 정보공시, NEIS관리, 교육청메신저관리, 컴퓨터교실 정보
기기 관리, 학부모서비스

부장

과학교육
과학과 업무 총괄, 과학탐구교실 및 과학교과교실 관리, 과학교구 관리, 영
재교육, 발명교육, 교내외 과학행사 총괄

방송 방송, 교내외 과학행사 지원, 생태·환경교육

생활안전
교육부
(6명)

총괄 생활지도, 따뜻한 아침맞이, 학부모폴리스, 배움터지킴이 부장
생활지도1 생활인권규정, 학교폭력 업무1, 바른생활부

생활지도2 학교폭력 업무2, 아동학대 예방

생활지도3 생활교육위원회, 학생위기관리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생명존중

재난안전 안전교육, 재난 안전교육, 급식지도, CCTV운영, 위원회 업무 지원

Wee Class Wee Class 상담 지원, 정서행동검사, 학업중단숙려제

자치인성
교육부
(4명)

총괄 자치인성부 총괄 부장
학생자치 학생자치, 굴렁쇠축제, 학생주도성 프로젝트 총괄

또래조정 환경관리실, 또래조정(부천소나기)

인성교육 인성교육·범교과교육, 꿈의학교(학생), 인권교육

체육
교육부
(3명)

총괄/기획
체육교재교구 관리, 체육시설안전점검, 학교체육소위원회, 자전거부,
학교스포츠클럽, 체육행사, PAPS, 체육복 공동구매

부장

보건
보건교육(성·약물오남용·양성평등교육), 건강기록부관리, 신체허약자
관리, 학교안전공제 업무관리, 미세먼지 담당

진로진학
상담부(2명)

총괄
부서업무 총괄, 진로교육 총괄, 진로진학 상담, 창체-진로활동, 자유학기(진
로체험)지원, 진로체험 실적 꿈길 등록(1,2,3학년), 부천드림스쿨

부장

진학지원
진학연계 활동(졸업생 멘토링, 진학정보 및 DB 정리 등), 다문화(탈북)교육, 
특수교육



□ 2021학년도 교육행정업무팀 (행정실무사)

담당자 업 무 업  무   내  용
비고

(업무대리)
공통 업무

각종 행사업무 지원, 민원, 상장 및 위촉장 등 출력 업무, 대장
관리, 제증명 발급

학적/수업
인사업무/
학부모회

수업(결보강 처리, 수업교환, 수업시수 확보 관리), 월중행사계획, 

학적, 입․진학, 지필평가 감독(교사)시간표 작성, 인사(휴․복직, 계

약직 포함), 학부모회 업무, 학교안전공제회 업무,

아이엠스쿨 관리

부서 지원
자료집계 및 K-에듀파인 품의 지원 : 교무기획부, 교육과정부, 
자치인성교육부, 1․2․3학년부

공통 업무
각종 행사업무 지원, 민원, 상장 및 위촉장 등 출력 업무,
대장관리, 제증명 발급

문서접수/
과학실험/
홈페이지

문서접수 및 편철, 학교일지

연수 안내 및 보고, 연수대장 관리, 수업활동 우수학급 통계
교과협의록, 교원연수(현직연수) 관련 업무

과학실험수업 지원, 과학 교재교구, 소모품 관리

홈페이지 관리, 학부모서비스 업무, 정보기자재 유지 보수,
밀레니엄 꿈나무 업무(인터넷 통신비 지원), 통합메신저 관리,
공인인증서 관리

부서 지원
자료집계 및 K-에듀파인 품의 지원 : 교육연구부,
교수학습지원부, 정보과학부, 생활안전교육부,
체육교육부, 진로진학상담부

공통 업무
각종 행사업무 지원, 민원전화 응대, 행사 사진촬영 및 보관,
플로터 출력

교무보조
시설보조

가정통신문 인쇄 및 배부, 교과서 업무 지원(전출입 관련 업무, 
배부), 교무실 우편물 분류 및 교육청 문서 수발 보조,
교내 게시판 관리

생활안전교육부 지원(교문 관리)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보조

학교회계 학교회계업무, 세입, 물품, 기록물, 교육급여
교육

행정실



□ 2021학년도 교육활동부: 학년 조직

부서 담당자 업무 지원 업   무   내   용 비고

1학년부
(6명)

학년총괄 1학년부 업무 총괄, 학년 교육과정 운영 부장

학년계 학교생활기록부(정정, 출결, 수상 등), 진급

생활지도
학년자치

기본생활지도, 학년 자치(학급자치, 대의원회, 학생증, 명찰, 사진첩)
 교내청소

자유학년제 경기 자유학년제 계획 및 운영, 주제선택프로그램 운영

진로체험 진로체험학습, 학년특색 사업, 학기말 프로그램

교복 교복 공동구매, 봉사 활동

2학년부
(5명)

학년총괄 2학년부 업무 총괄, 학년 교육과정 운영 부장

학년계 학교생활기록부(정정, 출결, 수상 등), 진급

생활지도
학년자치

기본생활지도, 학년 자치(학급자치, 대의원회, 학생증, 명찰, 사진첩)

체험학습 현장체험학습(수련회), 연계자유학년, 학기말 프로그램

봉사활동 봉사활동 총괄, 교내청소, 특색사업 운영

3학년
(6명)

학년총괄 3학년부 업무 총괄, 학년 교육과정 운영 부장

학년계 학교생활기록부(정정, 출결, 수상 등), 학년성적(성적일람표 확인 및 수합)

생활지도
학년자치

기본생활지도, 학년 자치(학급자치, 대의원회, 학생증, 명찰, 사진첩), 
교복은행

포상,장학 학생포상, 장학금, 봉사활동, 교내청소

진학 진학, 졸업식

체험학습 앨범, 체험학습, 학기말 프로그램

□ 2021학년도 교육활동부: 교과 조직

(공통) 교과교실 및 기자재 관리, 교과평가계획, 협의록, 평가문항 점검, 교내외 교과관련대회, 교과관련 계기교육, 안전교육

교과 교과부장 업무내용

국어 국어교실 관리, 독서·토론 교육, 글쓰기(논술)교육, 교내외 토론대회 및 글짓기 대회

사회 사회교실 관리, 경제교육, 인구교육

역사 역사교실 관리, 독도교육, 통일교육

도덕 행복교실 관리, 평화교육, 생명존중 교육

수학 수학A,B교실 관리

과학 과학A,B교실, 과학탐구A,B교실 관리

기술・가정 기술교실, 가정교실 관리

정보 미래융합교실, 컴퓨터교실 관리, 정보기기 관리

체육 체육관, 스포츠교실 등 체육시설 관리, 체육기자재

음악 음악A,B교실 관리, 교내외 예능대회(음악), 음악영재, 아트밸리(우쿨렐레, 플루트반)

미술 미술A,B교실 관리, 교내외 예능대회(미술), 미술영재, 아트밸리(만화창작반)

영어 영어A,B교실 관리, 영어듣기평가, 영어마을, 영어캠프, 교내외 외국어관련 대회

한문

중국어 중국어교실 관리

일본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