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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초등학교 입학생을 위한 힘찬 응원
○ 4일부터 10일까지 관내 4개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축하 등교맞이
○ 즐거운 1학년 생활을 위한 입학축하금 지원과 신나는 교실 개소
김종천 과천시장이 첫 등교를 하는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축하와 응원
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과천초등학교를 찾았다.
김종천 시장은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자라나
길 바라면서, 초등학교에 등교하는 입학생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김 시장은 4일 과천초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관내 초등학교를 방문
하여 응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과천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환경에서 첫발을 내딛는
신입생을 응원하며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 과천시는 초등학교와 대안교육기관 초등과정 입학생이 있는
과천시민에게 힘찬 출발을 응원하고 축하의 의미를 담은 입학축하금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3월 현재까지 434명이 지원받았고 아
직 지원받지 못한 관내 초등학교 신입생 학부모는 11월30일까지 시홈
페이지 온라인신청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의 지원으로 획일화된 교실 공간을 리모델링한 ‘신나는 교실’
도 입학에 맞춰 문을 열었다. ‘신나는 교실’ 사업은 초등학교 1학년 아
이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유연하고 다양한 사고확장을 위해 교실 공
간을 재구성하는 사업으로, 청계초 1학년 5개 교실, 과천초 6개 교실
총 11개 교실을 새단장하여 입학생을 맞이하였다. 최초 사업 대상인 청
계초는 2019년 신나는 교실 시범사업 학교로 선정되었으나, 석면해체·
제거 작업으로 인해 지난해 8월로 준공이 연기되었고, 코로나19로 인
한 학사일정 변경으로 또 한차례 연기되어 금년 신입생이 첫 문을 열
었다. 설계,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참여한 가
운데 진행된 학생 중심의 ‘신나는 교실’ 지원 사업은 2021년도에도 문
원초 10개 교실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천 시장은 “새롭게 힘찬 첫발을 내딛는 초등학교 입학을 진심으
로 축하하며, ‘신나는 교실 지원 사업’을 통해 기존의 획일적이고 몰개
성적인 교육 공간이 새롭게 탈바꿈하여 학교 등교가 즐겁고, 꿈을 마음
껏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