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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학년도�돌봄교실�운영

� � 가.� 1학년� 4개반,� 각� 반별� 22명,� 합계� 88명

� �나.� 2학년� 2개반,� 각� 반별� 22명,� 합계� 44명

2.� 2022학년도�돌봄교실�참가�희망�접수�결과

  -� 2022학년도� 2학년

구분 1·2� 순위 3순위 계

희망� 학생� 수 15 76 91

정원 15(입반) 29(추첨) 44

3.� 돌봄교실�입반�대상자�선정

� � 가.� 재학생의� 1순위와� 2순위는� 추첨하지� 않고� 돌봄교실에� 입반함.(15명)

� � 나.� 3순위는�15명을�제외한�29명을�추첨하며�돌봄교실�접수대상자를�대상으로�추첨하여�입반대상자를�정함.

� � 다.� 추첨일시에� 3순위�추첨을�해야하는�분만�학교에�오시면�됨.�

� � 다.� 입반대상자가�되지�못한�경우�추첨을�통해�대기자�순서를�정함.

4.� 추첨일시�안내

� � 가.� 일시� :� 2022년� 1월� 19일� 수요일� 본교� 5층� 해오름관� 오후� 13:00(10분전까지�입실�바랍니다.)

� � � � � � ★�학교� 일정�및�코로나�상황으로�인하여�변동이�있을수�있으며�그런경우는�학교홈페이지�및� e알리미를�통해�안내할�예정입니다.�

� � 나.� 추첨�방법�안내

입실�후� 접수증�

및� 신원�확인
➠ 추첨�순서

뽑음
➠

추첨순서대로

돌봄교실�입반

추첨

➠
추첨확인�후

입반�대장

등록�

➠
추첨�

종료�후

퇴실

� � 다.�숫자� 1~29은� 입반대상자이며� 30~76은� 순서대로� 대기자가� 됨.

6.� 기타안내

� � ①� 결원에�대비하여�대기자를�공개추첨으로�선발하며,�대기자의�유효기간은� 2022년� 2월� 28일까지로�한다.

� � ②� 쌍생아는�학생� 1인� 1추첨�혹은� 2추첨으로�각각�입실을�결정한다.(당일�학부모�결정)

� � ③�추첨장소에� 정해진� 시각보다� 늦거나� 불참� 시에는� 추첨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 � � � (추첨시간�출입문�통제)

� � ④� 접수증을�지참하고�추첨에�참여하며,�보호자나� 보호자� 신분증을� 가진� 대리인이� 추첨한다.

� � ⑤�접수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신분을� 확인하고� 추첨에� 참여할� 수� 있다.



6.� 돌봄신청자�명부

  가.� 1·2순위�명부(입반)

접수번호 학생명 전화번호�뒷자리 접수번호 학생명 전화번호�뒷자리
20 구○○ ○887 72 이○○ ○666
21 구○○ ○887 76 한○○ ○748
34 김○○ ○184 78 양○○ ○540
50 공○○ ○021 82 강○○ ○618
55 홍○○ ○426 83 남○○ ○582
64 민○○ ○587 90 전○○ ○740
68 하○○ ○345 91 이○○ ○717
69 이○○ ○688

  나.� 3순위�명부(추첨일시에�학교에서�추첨)

접수번호 학생명 전화번호�뒷자리 접수번호 학생명 전화번호�뒷자리
1 오○○ ○921 42 이○○ ○350
2 김○○ ○326 43 정○○ ○222
3 최○○ ○131 44 유○○ ○923
4 고○○ ○687 45 김○○ ○529
5 주○○ ○981 46 권○○ ○852
6 신○○ ○261 47 박○○ ○245
7 최○○ ○406 48 백○○ ○448
8 송○○ ○552 49 김○○ ○326
9 김○○ ○329 51 이○○ ○593
10 김○○ ○931 52 김○○ ○562
11 손○○ ○262 53 이○○ ○308
12 강○○ ○370 54 김○○ ○418
13 김○○ ○547 56 박○○ ○515
14 조○○ ○905 57 최○○ ○614
15 박○○ ○995 58 문○○ ○171
16 최○○ ○202 59 오○○ ○115
17 금○○ ○193 60 김○○ ○338
18 송○○ ○038 61 길○○ ○620
19 강○○ ○789 62 홍○○ ○400
22 박○○ ○100 63 황○○ ○193
23 기○○ ○919 65 이○○ ○367
24 한○○ ○304 66 공○○ ○492
25 김○○ ○848 67 심○○ ○704
26 정○○ ○337 70 권○○ ○362
27 박○○ ○331 71 심○○ ○702
28 백○○ ○234 73 조○○ ○503
29 한○○ ○198 74 이○○ ○877
30 김○○ ○883 75 최○○ ○016
31 김○ ○777 77 양○○ ○689
32 권○○ ○862 79 유○○ ○781
33 신○○ ○559 80 한○○ ○873
35 신○○ ○950 81 전○○ ○322
36 최○○ ○570 84 김○○ ○858
37 이○○ ○915 85 윤○○ ○752
38 박○○ ○156 86 김○○ ○914
39 이○○ ○063 87 김○○ ○070
40 김○○ ○588 88 박○○ ○913
41 유○○ ○613 89 최○○ ○5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