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260호

2023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업무 시행지침 개정(안) 의견수렴
우리교육지원청은 2023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입학 배정에 앞서, 배정상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현행 중학교 신입생 배정업무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며, 이에 대하여 관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수렴합니다.
❏ 의견수렴
1. 기간 : 2022. 9. 21. (수) ~ 10. 4. (화) [2주]
2. 대상 : 관내 거주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
3. 안건 : 2023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업무 시행지침 개정(안)
* 세부 개정사항은 [붙임] 시행지침 개정(안) 및 신구대조표 참조
4. 홍보 :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게시, 관내 초·중학교에 알림 협조 요청 등
5. 의견제출 방법
◎ 방법: 우편, 모사전송 (Fax), 전자우편 (E-mail)
◎ 주의
1. 기한 내 의견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2. 우편의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도착한 것에 한함
3.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 발송 후,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수신 여부를 확인할 것
◎ 제출처
1. 광주시
▫ 주소: 우) 12739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78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행정국 기획경영과 학생배치팀
▫ 팩스: 031-280-7282
▫ 전자우편: cafi130@korea.kr
▫ 기타 문의사항: 031-760-4036 (학생배치팀 박세혁 주무관)
2. 하남시
▫ 주소: 우) 12912 경기도 하남시 아리수로 600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교육지원센터 배치협력팀
▫ 팩스: 031-796-6489
▫ 전자우편: sjjjang83@korea.kr
▫ 기타 문의사항: 02-480-5112 (배치협력팀 김세정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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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의견서

의

견

주체 □학생 □학부모
발신 (☑) □교직원 □지역주민
성명

서

주 소
연락처

안건 「2023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업무 시행지침 개정(안)」 의견수렴
의견 [제목]
[내용]
- 분량·형식 제한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① 수집 및 이용 목적 : '2023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업무 시행지침 개정(안)' 의견수렴
②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③ 보유기간 : 수집일로부터 1년
④ 정보주체의 수집 거부 권리 안내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의견 검토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2년
의견제출인

성

월

명

□동의

□비동의

일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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