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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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순위

정원 88명

정원 71명

3. 돌봄교실 입반 대상자 선정

  가. 재학생의 1순위와 2순위는 추첨하지 않고 돌봄교실에 입반함

  나. 3순위도 정원에 미달하여 모두 입반함.

4. 기타안내

  - 2022 초등돌봄교실을 신청한 신입생의 경우 정원에 미달하여 모든 신청인원이 입반합니다.

  - 별도의 추첨없이 입반하오니 추첨일에 내교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는 1번부터 72번까지 모든 인원이 입반하며 접수번호 25번은 신청을 철회하였습니다. 

  ※ 추후 1,2학년 합반이 생길수도 있음을 공지합니다. 합반과 관련한 내용은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 돌봄신청자 상세 명부

  가. 1·2순위 명부(입반)

접수번호 학생명 전화번호 
뒷자리 접수번호 학생명 전화번호 

뒷자리

6 한○○ ○229 52 최○○ ○720

10 김○○ ○562 53 최○○ ○720

13 유○○ ○890 55 박○○ ○358

14 황○○ ○024 64 이○○ ○577

27 천○○ ○711 67 남○○ ○088

39 정○○ ○255 71 김○○ ○728

48 강○○ ○462



  나. 3순위 명부(입반)

접수번호 학생명 전화번호 
뒷자리 접수번호 학생명 전화번호 

뒷자리

1 고○○ ○153 36 조○○ ○924

2 김○○ ○757 37 전○○ ○288

3 나○○ ○308 38 조○○ ○788

4 이○○ ○021 40 김○○ ○591

5 권○○ ○849 41 진○○ ○048

7 남○○ ○195 42 강○○ ○820

8 이○○ ○361 43 손○ ○539

9 고○○ ○681 44 오○ ○746

11 김○○ ○195 45 김○○ ○478

12 윤○○ ○795 46 임○○ ○531

15 이○○ ○401 47 홍○○ ○612

16 배○○ ○026 49 최○○ ○602

17 장○○ ○151 50 박○○ ○702

18 이○○ ○110 51 안○○ ○260

19 강○○ ○452 54 오○○ ○346

20 박○○ ○714 56 김○○ ○618

21 강○○ ○678 57 박○○ ○237

22 김○○ ○215 58 김○○ ○011

23 원○○ ○758 59 권○○ ○362

24 허○○ ○079 60 최○○ ○346

26 김○○ ○899 61 이○○ ○230

28 박○○ ○655 62 정○○ ○116

29 정○○ ○222 63 고○○ ○338

30 임○○ ○425 65 송○○ ○430

31 진○○ ○209 66 이○○ ○376

32 박○○ ○023 68 최○○ ○220

33 이○○ ○956 69 김○○ ○656

34 정○○ ○215 70 최○○ ○573

35 이○○ ○214 72 박○○ ○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