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선거 공보 및 사전 전자투표 안내
▣ 교무실: 031-776-8300 행정실: 031-776-8390

제22–15호
신현통신
교무기획

▣ 홈페이지: http://www.sinhyeon.es.kr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 소견 및 사전 전자투표 안내

신현초등학교 학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입후보자를 접수한 결과 병설 유치원 소
속 학부모위원 1명을 제외하고 총 8명이 입후보하였으나 1명의 후보 사퇴로 입후보자는 7명입
니다.
본교에서는 병설 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을 제외하고 신현초등학교 학부모위원 4명을 전자투표
를 통해 선출하게 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바쁘시더라도 2쪽을 잘 살펴보시고 전자투표에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입후보자 명단 및 입후보 소견서(2쪽 참고)
2. 입후보 결과에 따른 안내
(1) 신현초등학교 학부모위원(4명)
: <<학교종이>> 입후보 소견발표 동영상을 시청하신 후 선거 시간 내에 전자투표에 참여
(2) 신현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학부모위원(1명)
: 무투표 당선

3. 선 거
가. 일 시: 2022년 3월 16일 수요일 (10:00 ~ 13:00)
나. 방 법:
(1) ‘학교종이’를 통해 후보자들의 소견발표 동영상을 시청한 후 설문 투표에 참여
(2) 투표권은 한 가정당 주보호자 1인에게 부여됨
다. 결과 발표 : 가정통신문

입후보자 명단 및 입후보 소견서
기
성명
호

1

임
하
나

성
별

경력

입후보 소견

여

*2015~2016년 광명초 학급대표
*2017년 광명초 녹색 부회장
*2018년 광명초 녹색 학년대표
*2019년 광명초 운영위원회 위원, 신현중 학
년 부대표
*2020년 신현중 학년 부대표 모닝캅 회장
*2021년 신현중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모닝
캅 회장

안녕하세요. 운영위원에 지원한 임하나입니다. 학
교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학교의 일
을 잘 알아가고 잘 진행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
다. 잘할 수 있고 하고 싶습니다. 학교를 위해 우
리 신현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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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학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신현초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학교와 학부모님,
지역 사회가 소통할 수 있는 다리가 되어 신현초
등학교 학생들이 즐겁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
에 필요 하고자, 학생들이 필요 하고자 하는 부
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건의하고 의논하여 좀 더
발전해가는 학교가 되고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지난 일 년간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쌓은 경
험으로 지역 사회 또는 시청 등과의 소통으로 신
현초 운영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열린 귀로 듣고 학교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
며 신현초 아이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즐겁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학교와 함께 하겠습니다.

여

*2018~2019년 광명초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2019년 광명초 학부모회 회장
*2021년 신현초 학부모회 회장
*2021년 신현중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여

*2018년 신현중학교 운영위원
*2021년 신현초등학교 운영위원
*2022년 전국녹색 연합 광주시 지부장(환경단
체), 신현상인회 회장

여

*2015~2017년 완주 용봉초 학부모회 회장,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위원회, 완주 학부모
기자단
*2020년 광명초 폴리스 반대표
*2021년 신현초, 신현중 학급대표

그동안의 활동과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발전을
위해 소통하며 협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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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피아어린이집 운영위원
광명초등학교 도서부 부회장
광명초등학교 1학년대표
광명초등학교 도서부 회장

신현초등학교와 학생들을 위하여 학부모로서 도
움이 되고자 입후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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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초 녹색 부회장
중원초 학부모 부회장
중원초 학부모 부회장, 대원중 운영

여

*2015년
*2016년
*2017년
위원장
*2018년
부회장
*2021년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다년간의 학교생활에 학부모와 선
생님 상호 간의 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운영
위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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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원님, 교원위원님들과 최선을 다해 보다
나은 신현초등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운영위
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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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중원초 학부모회장, 대원중 학부모

2

2

신현초 학부모 운영위원

*2018년 광명초 학교운영위원, 학급대표
*2019년 광명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 학급대
표
*2020년 신현중학교 학급 부대표
*2021년 신현중학교 학교 운영위원, 학년대표,
학급대표

2022년 3월 11일

신현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