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학년도 「태봉초등학교학부모회」 운영 계획

1. 추진 배경
  가. 학교교육 공동체 일원으로서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참여하여 학교교육의 질 제고 

및 학부모 학교 참여 문화 확산

  나. 학부모의 능동적인 학교 참여를 통한 친화적 학교 참여 문화 조성

  다. 가정· 학교 간 소통의 활성화

2. 활동 목적
  가. 학교와 가정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즐겁고 명랑한 학교문화의 조성과 공교

육 내실화에 기여

  나. 학생, 학부모, 교원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학교 문화 조성 

  다. 학부모의 적극적인 학교 참여로 활기찬 학교 분위기 조성

3. 주요사업내용

세부사업명 활동 내용 비고

 태봉 

FUNDAY

▪연간 총 2회 진행을 함.

▪학부모회 대의원을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진행을 함.

▪5월 행사-어린이날기념(5.3.-5.4.) 8시 20분부터 9시까지 40

분 동안 교문 앞에 포토존 설치 및 음악 재생.

▪학부모회에서 준비한 어린이날 기념 선물 증정.

▪2학기 활동 계획은 추후 대의원회에서 정함.

▪감염병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사업
내용은 
코로나
19상황 
등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태봉 

학부모회 

해피 

프로젝트 

(학부모동아

리)

▪태봉초에 재학하는 학생들과 학부모가 학교와 함께할 수 

있는 소규모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다양한 학부모 교

육 지원

▪동아리 활동은 대면 진행을 기본으로 하되, 추후 감염병 

상황 악화로 인하여 비대면 활동으로 변경 진행할 수 있음.

▪총 2회 운영 예정-원데이 베이킹, 드라이플라워리스 만들기 



4. 주요사업별 예산 내역

등 학부모 희망프로그램 조사 결과 참고 

▪e알리미를 통해 선착순 지원하며 더 많은 학부모에게 기회

를 주기 위해 중복 신청이 불가함.

▪재능기부를 통해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육 활동을 운영하여 

사랑과 나눔의 아름다운 학교 참여 문화 확대

학부모 

봉사활동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대의원회에서 활동을 추후 정함.

▪학부모 전체 홍보 및 참여 독려

 캠페인 

활동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대의원회에서 활동을 추후 정함.

▪학부모 전체 홍보 및 참여 독려

학부모 교육

▪학부모에게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는 활동 또는 강의를 제

공하고 학부모 스스로의 역량을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

▪시기 및 내용은 대면 강의가 가능할 때 추후 지정

세부사업명 산정내역 학교 예산(원) 비고

태봉 FUNDAY

어린이날 포토존(현수막+가랜드+풍
선+아치)설치

78,000

※예산 
운영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어린이날 선물(사탕, 미니무지보틀
350ml) 구입

1,019,600

(2학기)추후계획 500,000

학부모동아리 재료구입 및 운영비 900,000

캠페인활동 캠페인 활동 추진비 200,000

 학부모 교육
학부모교육 강사비 250,000

학부모교육 운영 물품 및 재료비 175,400

운영 물품 구입

학부모회 조끼 제작(20벌) 127,000

다과 구입 600,000

감사패 제작 200,000

합계 4,050,000



5. 기대효과
가. 학부모의 능동적인 학교 참여를 유도하여 학교와 가정 간의 소통 활성화

나. 학부모, 교사, 학생의 행복한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

다.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과 긍정적 자아존중감 형성

라. 학부모가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개선 및 학교와 학부모 사이에 소통의 장을 

넓혀주는 기회 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