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심의결과 홍보
1. 개최일시 : 2020. 4. 14.(화) 15:30
2. 참석인원(정수/참석) : 7명/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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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1. 주요내용
2020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1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및

원안
가결

역할 안내

-선출안내(전위원 동의로 무투표 당선), 위원장 및 부위원장 역할 및
임기 안내
위 원 장 : 이○○ 지역위원 당선
부위원장 : 신○○ 학부모위원 당선

1. 예산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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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운영
계획 안

원안
가결

가. 교통비 혁신학교 예산에서 전액 지원
나. 학년(군)별 체험학습.입장료 및 활동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함
다. 전교생 스케이트 체험학습은 입장료 및 활동비도 혁신학교
예산에서 전액지원
2. 현장체험학습 일정 및 계획
가. 1학기
* 전교생 5월초예정 엘케이하이테크 학급담임, 희망학년
* 5학년 5/12(화) 경기학교예술창작소 학급담임,
입장료 및 활동비 무료
* 5~6학년 6/23(화)~6/25(목) 강화도(강화역사문화체험) 학급담임,
입장료 및 활동비 무료
* 1~2학년 6/9(화) 고덕 소풍정원 학급담임, 입장료 및 활동비 무료
* 3~6학년 6/12(금) 에버랜드(직업체험) 학급담임,
입장료 및 활동비(1인)24,000원
나. 2학기
* 3학년 9/14(월) 진위향교 학급담임, 입장료 및 활동비 무료
* 5학년 10/30(금) 평택 한국야쿠르트 학급담임,
입장료 및 활동비 무료
* 전교생 12/3(목) 유앤아이빙상장(병점), 이순신빙상장(아산)중
택일 학교관리자 1인외 전교원,
입장료 및 활동비(4,500원-학교에서지원)
(현장체험학습 일정은 변경될수 있음)

1. 1학기 수업일 2020.04.20.~2020.09.09. 85일(1~3학년)
수업일 2020.04.16.~2020.09.09. 87일(4~6학년)
2학기 수업일 2020.09.10.~2021.01.15. 86일
총 수업일수 1~3학년 171일, 4~6학년 17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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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연간 수업일수
책정 및 학사일정 운영 계획 안

원안
가결

2. 사계절 방학
가) 봄 단기방학 2020.05.02.~2020.05.05. 4일(학교장재량휴업일 5.4)
나) 여름방학 2020.08.31.~2020.08.23. 23일
다) 가을 단기방학 없음
라) 겨울방학 2021.01.16.~2021.02.28. 44일
3. 시업식 및 입학일 2020.4.16.(4~6학년) / 2020.04.20.(1~3학년)
4. 종업식 및 졸업식 2021.1.15.

1. 모집분야: 전래놀이(화)/종이접기(금)
2. 채용인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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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돌봄교실 방과 후
강사 채용 결과 심의 안

원안
가결

3. 채용기간: 2020.3.31.(화)~2021.02.26.(금), 7개월
4. 강사수업: 매주 화요일(15:00~16:30)

1일 2시간

금요일(14:10~15:40) 1일 2시간
5. 강사료 지급기준: 1시간당 40,000원

1. 세입결산내역(2,920,1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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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회계연도 발전기금
결산보고서 심의 안

원안
가결

가. 장학금 : 500,000원
나. 장학금(이월) : 2,420,110원
2. 세출결산내역(1,000,000원)
가. 장학금(1,000,000원)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가. 예산액 : 1,139,297,000원, 예산현액 : 1,308,907,650원,
세입결산액 :1,549,156,870원, 세출결산액 : 1,517,565,2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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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심의 안

원안
가결

세계잉여금 : 31,591,580원
2. 잉여금 처리현황
가.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 13,351,860원
나. 보조금 반환확정액 : 7,647,440원
다, 순세계 잉여금 : 10,592,280원
1. 세입예산
기정예산액 485,265천원, 1차추경예산액 296,82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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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학교회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 심의 안

원안
가결

총세입예산 782,087천원
2. 세출예산
기정예산액 485,265천원, 1차추경예산액 296,822천원,
총세출예산 782,087천원
1. 점검 내용
⦁ 건축물분야, 전기분야, 가스분야, 소방분야, 보건·위생분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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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보고 심의 안

원안
가결

2. 점검 결과
⦁ 교사동, 급식실 및 종합학습실, 행정실/창고: B등급(전년과 동일)
⦁ 사택1, 사택2 : 미지정(전년과 동일)
-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에듀빌)에 결과 등재
- 학교홈페이지 공개
1.주요내용
-삼덕초등학교 예·결산소위원회 규정(안)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명으로

2020년도 예·결산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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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및 심사 위임 여부 심의
안

원안
가결

한다.
②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이어야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 각각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학
부모위원은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1명
2. 교직원 2명
3. 학부모 2명
4. 학생 대표 1명
5. 외부 전문가 등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학교회계의 예산(안), 결산(안) 심의에 관한 사항(단, 추가경정예산
제외)
예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는 본회의에서 직접 하기로 결정
1. 교육과정 운영시간
기존 운영시간
삼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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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교육과정, 방과 후 과정
운영시간 조정안

원안
가결

가. 기본과정 1일 09:00~13:30,

1일,4시간 30분

나. 방과후과정 1일 13:30~17:00

1일,3시간 30분

조정 후 운영시간
가. 기본과정 1일 09:00~13:00,

1일,4시간

나. 방과후과정 1일 13:00~17:00

1일,4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