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삼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 정시회 제1회

위원장

본 회 의 회 의 록

일시 : 2020년 04월 14일(화요일) 15:30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컴퓨터실)

회순
1. 개회

2. 국민의례

3. 학교장인사

5. 보고사항

6. 안건심의

7. 폐회

4. 위원장 개의 선언

의사일정
1. 2020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운영 계획(안)
2. 2020학년도 연간 수업일수 책정 및 학사일정·운영 계획(안)
3. 2020학년도 돌봄교실 방과 후 강사 채용 결과 심의(안)
4. 2019 회계연도 발전기금 결산보고서 심의(안)
5. 2019학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심의(안)
6. 2020학년도 학교회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 심의(안)
7. 2020년도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보고 심의(안)
8. 2020년도 예·결산 소위원회 구성 및 심사 위임 여부 심의(안)

*기타사항
1. 삼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기본교육과정, 방과후과정 운영시간 조정
2. 교육활동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위촉
3. 불법찬조금 및 청탁금지법 연수 실시
4.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연수 실시

간사 정○○

위원 7명중 7명이 참석
2020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정시회 제1회 개회
국민의례(기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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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교장 최○○

교장선생님 인사말씀

학부모위원및지역위원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 소개 및 인사
(회의는 2020학년도 위원장이 아직 선출되지 않아 교장선생님이 진행을 맡아보고 선출
된 후부터는 위원장이 진행하다)

간사 정○○

“2020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및 역할 안내”(의사봉 3타)
1. 주요내용
- 선출안내, 위원장 및 부위원장 역할 및 임기 안내
- 위원장1명(이○○), 부위원장(신○○) 1명 추천
- 전위원 동의로 무투표 당선

간사 정○○

위원장 이○○, 부위원장 신○○ 당선

위원장 이○○

위원장 인사
개의 선포(의사봉 3타)
안건상정 제 1안 “2020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운영 계획 안”
안건상정 제 2안 “2020학년도 연간 수업일수 책정 및 학사일정 운영 계획 안”
안건상정 제 3안 “2020학년도 돌봄교실 방과 후 강사 채용 결과 심의 안”
위 3개 안건 일괄 상정(의사봉 3타)
제안설명 의뢰함.

위원 안 ○

제안설명
제 1안 “2020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운영 계획 안”
1. 주요내용
가. 현장체험학습 목적
나. 현장체험학습 활동 시 예산 사용 기준 : 현장체험학습 교통비지원, 입장료 및
활동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전교생이 함께하는 스케이트 체험 입장료
및 활동비를 지원함
다. 기타안건 :학년(군) 및 전교생 체험학습 시 인솔 대표교사가 사전답사함을 원칙
으로 함.
* 코로나로 인하여 입학 및 개학이 연기됨으로 인하여 일정 또는 시간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함.
질의·답변, 토론 소개
제 2안 “2020학년도 연간 수업일수 책정 및 학사일정 운영 계획 안”
제안설명
1. 주요내용
가. 1학기 수업일 2020.4.20.~2020.9.09. 85일(1~3학년)
1학기 수업일 2020.4.16.~2020.9.09. 87일(4~6학년)
2학기 수업일 2020.9.10.~2021.1.15. 86일
총 수업일수 1~3학년 171일, 4~6학년 173일
나. 사계절 방학
1) 봄 단기방학 2020.5.2.~2020.5.5. 4일(학교장재량휴업일 5.4)
2) 여름방학 2020.8.01.~2020.8.23.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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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을 단기방학 없음
4) 겨울방학 2021.1.16.~2021.2.28. 44일
다. 시업식 및 입학일 2020.4.16.(4~6학년) / 2020.4.20(1~3학년)
라. 종업식 및 졸업식 2021.1.15.
위원 구○○

*연간 수업일수는 확정이며 여름방학 같은 경우 8월 1주는 대부분의 학부모 휴가기간
이고,

8월 2~3주에 1급 정교사 연수기간이 있어 선생님들께서 연수를 받아야함에 따

라 잡은 일정임을 설명함.
질의·답변, 토론 소개
위원 안 ○

제 3안 “2020학년도 돌봄교실 방과 후 강사 채용 결과 심의 안”
제안설명
1. 주요내용
가. 돌봄교실 방과 후 강사 채용
1) 모집분야 : 전래놀이/종이접기
2) 채용인원 : 2명
3) 채용기간 : 2020.3.31.(화)~2021.02.26.(금) 7개월
4) 강사료 지급기준 : 연간 43일, 86시간
화(오후 3:00~4:30), 금(오후 2:10~3:40) 1일 2시간
5) 강사료 : 시간당 40,000원, 연간 3,440,000원(돌봄교실 운영비에서 지출예정)
6) 채용전형 결과 : 전래놀이 김○○ 강사로 선정 / 종이접기 이○○ 강사로 선정
*코로나19 발생으로 긴급돌봄중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사후심의한 점 설명함.
질의·답변, 토론 소개

위원장 이○○

다른 의견 없는지 문의
전위원 없음

전위원

표결선포
전 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제 1안 “2020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운영 계획 안”
제 2안 “2020학년도 연간 수업일수 책정 및 학사일정 운영 계획 안”
제 3안 “2020학년도 돌봄교실 방과 후 강사 채용 결과 심의 안”은
원안대로 가결됨.(의사봉 3타)

위원장 이○○

안건상정 제4안 “2019 회계연도 발전기금 결산보고서 심의 안”
안건상정 제5안 “2019학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심의 안”
안건상정 제6안 “2020학년도 학교회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 안”
안건상정 제7안 “2020년도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보고 심의 안”
안건상정 제8안 “2020년도 예·결산 위원회 구성 및 심사 위임여부 심의 안”
위 안건 5개 일괄 상정 (의사봉 3타)
제안설명 의뢰함.

행정실장 손○○

제안설명
제4안 “2019 회계연도 발전기금 결산보고서 심의 안”
1. 주요내용
가. 세입결산내역(2,920,110원)
1) 장학금 : 500,000원
2) 장학금(이월) : 2,420,1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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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출결산내역(1,000,000원)
1) 장학금 : 1,000,000원
2) 장학금(이월) : 0원
제5안 “2019학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심의 안”
1. 주요내용
가. 세입·세출 결산 총괄
1) 예산액 : 1,139,297,000원, 예산현액:1,549,081,130원,
세입결산액 :1,549,156,870원, 세출결산액 : 1,517,565,290원
세계잉여금 : 31,591,580원
나. 잉여금 처리현황
1)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 13,351,860원
2) 보조금 반환확정액 : 7,647,440원
3) 순세계 잉여금 : 10,592,280원
*별첨 명시이월 결산내역서와 세출예산 전용 명세서 설명.
제6안 “2020학년도 학교회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 안”
1.주요내용
가. 세입예산
기정예산액 485,265천원, 1차추경예산액 296,822천원, 총세입예산 782,087천원
나. 세출예산
기정예산액 485,265천원, 1차추경예산액 296,822천원, 총세출예산 782,087천원
제7안 “2020년도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보고 심의 안”
1.주요내용
- 국가안전대진단 대상
(민관합동점검) 안전등급이 D·E등급인 재난위험시설, 화재위험시설* 공사장 인접 교육시설 등 위험
시설**
(합동점검) 20년 이상 경과된 시설*, 붕괴위험시설(축대·옹벽 및 사면)
* 교육활동 공간으로 사용하는 시설(예 : 교사동, 급식실, 체육관동(창고, 경비실
등 제외)
- 해빙기 안전점검 대상
▹(자체점검) 민관합동점검, 합동점검 대상시설 외 전체, 안전신문고 신고사항

2. 점검 내용
⦁ 건축물분야, 전기분야, 가스분야, 소방분야, 보건·위생분야 등
3. 점검 결과
⦁ 교사동, 급식실 및 종합학습실, 행정실/창고 : B등급(전년과 동일)
⦁ 사택1, 사택2 : 미지정(전년과 동일)
-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에듀빌)에 결과 등재
- 학교홈페이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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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안 “2020년도 예·결산 위원회 구성 및 심사 위임여부 심의 안”
1.주요내용
-삼덕초등학교 예·결산소위원회 규정(안)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명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이어야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
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학부모위원은 반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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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학교회계의 예산(안), 결산(안) 심의에 관한 사항(단, 추가경정예산 제외)
위원장 이○○

질의·답변, 토론 소개
워낙 소규모이고 자체적으로 운영범위가 작으니 예·결산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
운영위원회에서 직접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음
다른 의견 없는지 문의

전위원

전위원 없음

위원장 이○○

표결선포

전위원

전 위원 찬성
예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는 본회의에서 직접 하기로 결정

위원장 이○○

전 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제4안 “2019 회계연도 발전기금 결산보고서 심의 안”
제5안 “2019학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심의 안”
제6안 “2020학년도 학교회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 안”
제7안 “2020년도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보고 심의 안”
제8안 “2020년도 예·결산 위원회 구성 및 심사 위임여부 심의 안”은
원안대로 가결됨.(의사봉 3타)
안건상정 기타안 “삼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기본교육과정, 방과 후 과정 운영시
간 조정안”(의사봉 3타)
제안설명 의뢰함

교사 나○○

제안설명
주요내용
1. 유치원 기본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 운영시간 조정
2. 교육과정 운영시간
기존 운영시간
가. 기본과정 1일 09:00~13:30,

1일,4시간 30분

나. 방과후과정 1일 13:30~17:00

1일,3시간 30분

조정 후 운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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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

가. 기본과정 1일 09:00~13:00,

1일,4시간

나. 방과후과정 1일 13:00~17:00

1일,4시간

질의·답변, 토론 소개
다른 의견 없는지 문의

전위원

전위원 없음

위원장 이○○

표결선포

전위원

전 위원 찬성

위원장 이○○

표결결과선포
전 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기타안 “삼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기본교육과정, 방과
후 과정 운영시간 조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됨.(의사봉 3타)
* 기타사항

위원 구○○

1. 교육활동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위촉
2. 불법찬조금 및 청탁금지법 연수 실시

간사 정○○
위원장 이○○

3.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연수 실시
또 다른 협의 안건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타 안건을 제안하지 않음)
삼덕초등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고 조언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
립니다. 기타 안건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2020학년도 정시회 제1회 삼덕초등학교운영위
원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출석위원(7명)

최○○, 구○○, 안 ○, 이○○, 신○○, 송○○, 김○○

출석교직원(2명 )

손○○, 나○○

기록자

간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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