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심의결과 홍보
1. 개최일시 : 2020. 6. 2.(화) 15:30
2. 참석인원(정수/참석) : 7명/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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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요내용
m (지원기간) 2020. 5월중

~ 9월말

m (지원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m (지원금액) : 학생 1인당 100,000원
m (지원내용) 학교급식 미실시 따른 3 ~ 5월 미집행 급식비

학교급식경비 『학생 가정 식재

1

료 지원 사업』추진에 따른 식

원안
가결

재료꾸러미 품목 결정

예산범위 내 지원
- 지원 1 : 농협몰(http://www.nonghyupmall.com/) 포인트 5만원 지원
(9월말까지 사용해야함.)
- 지원 2 : 학교 자율 품목 구성 5만원 상당“식재료 꾸러미”
학생 가정으로 배송
식자재꾸러미 선택 상품
별첨 1-1 평택방울토마토 500g / 햇감자 2Kg / 애호박 2개 / 오이 5개 /
쌀 2kg-2포 / 참외 5개 / 찹쌀 1Kg / 팽이버섯 3봉
1. 주요내용
1) 교육과정 속의 다양한 인성덕목을 적용한 수업을 전개, 학생 생활
문화의 무질서, 폭력화 등 예방, 기본 인성 함양
2) 가정과 연계한 기본적인 예절과 효애의 생활화 활동으로 전개한 결과

2020학년도 인성교육

2

운영 계획 안

원안
가결

아동과 부모와의 친밀도가 높아지고 가정에 대한 자긍심과 애정 고취
3) 친구사랑 체험 기간 프로그램 운영으로 친구에 대한 이해심이 높아지고
친구와의 우정이 깊어지며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 영위
4) 학교폭력의 예방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공감, 의사소통, 갈등해결,
자기 존중 감, 감정

조절,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를 중심으로 운영,

바른 인성 함양
*인사잘하기와 예절지킴을 중심으로 교육할 계획임을 설명하심.
1. 주요내용
1학기 수업일 2020.05.27.~2020.07.31. 61일
2학기 수업일 2020.08.24.~2021.02.05. 101일
총 수업일수 162일
2. 사계절 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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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 안

가) 여름방학 2020.08.01.~2020.08.23. 23일
원안
가결

나) 겨울방학 2021.02.06.~2021.02.28. 22일
3. 시업식 및 입학일 2020.5.27.
4. 종업식 및 졸업식 2021.2.05.
5. 학사탄력적 운영 : 수업시간 탄력 운영 시 1일 수업시간 최소 4시간
이상 확보
*교외체험학습 : 감염병 상황에 한해 교외 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고 출석으로 인정

* 1학년 성장배려학년 한글 책임 교육을 위해 ‘기분 좋은 한글 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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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한글 교육 부교재
선정 안

원안
가결

한글 교육 부교재로 선정하고자함.
* 1~4단계로 교재가 분할되어 수준별 접근이 가능하며, 분량이 많지 않아
부교재로 적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