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가족화합 프로그램 신청 안내

배움과 나눔으로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태전교육

제2022-89호

안녕하십니까?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가족 구성원의 건강한
가족상 확립을 위해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광주하남
교육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가족화합 프로그램-가족사진 촬영 사업을 실시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학부모님은 참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 기간 내에 통합교육반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사업명 : 가족화합프로그램-가족사진 촬영
❍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25가족
❍ 제출 서류 : 2022학년도 「가족화합 프로그램-가족사진」 참가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도 함께 담임선생님께 제출
❍ 제출 기간 : 2022. 5. 25.(수) 통합교육반으로 제출
❍ 최종 선정 가족 안내 :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이후 상세일정을 공문으로 안내
※ 광주하남지역 지원 가족 수는 25가족으로 신청 가족 수가 많은 경우에는 선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 별도로 안내
❍ 촬영 장소 및 자세한 사항은 뒷면 참조
❍ 문의처: 광주하남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 주경숙 (☎ 031-280-7176)

2022년 5월 19일

태 전 초 등 학 교 장
-------------------------------------------------------------------------------

2022학년도 「가족화합 프로그램-가족사진」 참가 신청서
학교
가족

학년

이름(가족관계)

반

학생명:

성별(나이)

사진
촬영
정보
촬영 희망일 (6월~10월)
촬영 희망 사진관에 (√) 하세요.
※원할한 진행을 위해 변경 안 됨

(서명)

보호자명:

(서명)

우선 순위

해당하는 곳에 √표 하세요. (중복체크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형제자매 특수교육대상자(
조손 가정( )
한부모가정( )
다문화가정( )
장애인부모 가정( ) 세자녀이상 가정( ) 가족화합 특별추천( )

가족대표 연락처
1순위:

월

일(

요일)

2순위:

광주지역
스튜디오 숲속엔 (

월

일(

)

사랑이야기하남점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항목: 이름, 성별, 나이, 가족 관계, 대표 연락처, 참가신청서 정보
⋅프로그램 시 밴드 개설을 통해 만족도 소감 및 사진, 영상 촬영 정보 공유
⋅가족지원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개인정보 이용에 □ 동의합니다.

요일)

하남지역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태전초등학교장 귀하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뒷면>

가족화합 프로그램-가족 사진 촬영 사업 소개

세부 내용
구분

광주지역

하남지역

상호명

스튜디오 숲속엔

사랑이야기 토들링 스튜디오

주소

F 광주시 중앙로 84, 1층

F 하남시 미사동로 51-10, 1층

연락처 F 031-765-8889
기간
시간

의상

F 0507-1401-0360

F 6월 말 ~ 10월 중 주말, 주중 가능

F 6월 말 ~ 10월 중 주말, 주중 가능

F 상세일정은 개별 조율

F 상세일정은 개별 조율

F 10:00~19:00 (월~일, 휴무없음)

F 09:00~18:00 (매주 월요일 휴무)

F 의상대여 없음 (본인준비)

F 의상대여 가능(단색 면티 종류)

F 깔끔하고 단정한 복장 (예시: 흰티와

F 하의는 청바지, 무채색 바지 등으로 가족이

청바지, 하의나 상의를 통일 등)
F 상점 앞에 주차 가능(경사로 있음)

주차

통일
F 상점 앞 주차 가능

F 역동 공영주차장 주차 후 도보 2분
(주차비 별도)

제공

아크릴액자(11*14인치, 1개),

사항

포켓용 사진(인원수 혹은 4매), 차량용 액자(소형, 1개)

촬영 예시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