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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가을을 알리는 9월입니다.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학교와 학생들을 성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뢰올 말씀은 2학기를 맞이하여 ‘다함께 꿈터’ 운영의 변경된 사항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교에서는 1학기부터 방과 후 시간에 안전하게 머무는 공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함께 꿈터 2개
교실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2학기를 맞아 다함께 꿈터 반을 재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기타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을 보내주시고, 2학기 맞이하여 학생들이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꿈터 반 재배정 안내사항>
1. 다함께 꿈터 2학기 반 재배정의 필요성
- 1학기 반 배정 이후 다함께 꿈터를 도중에 나가거나 새롭게 들어오는 학생들 발생
- 다함께 꿈터 활동 중 관계적 갈등이 있었던 학생들을 분리함으로써 모두에게 평화로운 분위기 형성 도모
- 각각의 장점이 있는 책카페와 비전교실을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학생들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 부여
(단, 두 반의 특기 적성 프로그램과 비치된 교재교구 등은 동일함.)
2. 다함께 꿈터 2학기 반 재배정의 기준
- 각 반 당 1학년 13명, 2학년 7명, 총 20명 내외로 운영함.
- 다함께 꿈터 활동 중 관계적 갈등이 있었던 학생들은 분리함.
- 여름방학 다함께 꿈터 참여 학생의 경우, 여름방학 때 사용한 교실이 아닌 다른 교실을 먼저 사용함.
- 여름방학 다함께 꿈터 미참여 학생의 경우, 1학기 종료 전에 사용한 교실이 아닌 다른 교실을 먼저 사용함.
- 11월 초에 반 구성은 그대로, 교실만 바꿔줌으로써 학생들의 2학기 중 각 교실 사용 기간을 동일하게 함.
- 2학기 신규 다함께 꿈터 참여 학생의 경우, 첫 번째 기준에 따라 두 반 중 임의 배정함.
- 반 배정 시 배려가 필요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학생의 경우, 다른 학생에게 피해가 안 가는 선에서 참작함.
3. 문의사항: 다함께 꿈터 업무 담당교사 이희영 ☎ 031-8024-9122
※ 자녀의 출결석 등의 용무는 아래 다함께 꿈터 2개 교실 내선전화로 연락 주십시오.
(책카페 ☎ 031-8024-9187, 비전교실 ☎ 031-8024-9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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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교 다함께 꿈터 2학기 운영 시 건의하실 사항이나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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