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초등학교 발전기금운용계획서

1. 학교발전기금 사업명 및 목적

가. 사업명 : 202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사업

나. 목적   : 202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2. 학교발전기금 조성방법

- 기부금품,모금금품,자발적조성금품

3. 수입 및 지출계획

○ 수입계획서 (단위 : 천원)

가. 원안

사업명 수입계획 수입기간 기부(모금대상)자 기부(모금)액

2021 교육용 기자재 및 도

서의 구입 사업
3,000 20.03.01 ~ 21.02.28 기타 3,000

합계 3,000

○ 지출계획서 (단위 : 천원)

사업명 지출계획 지출시기 사용용도 세부사용내역 지출금액

2021 교육용 기자

재 및 도서의 구입

 사업

1,500 21.03.01 ~ 22.02.28
교육용 기자재 및 도

서의 구입
교재교구구입비 1,500

2021 교육용 기자

재 및 도서의 구입

 사업

1,500 21.03.01 ~ 22.02.28
교육용 기자재 및 도

서의 구입
도서구입비 1,500

합계 3,000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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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초등학교 발전기금운용계획서

1. 학교발전기금 사업명 및 목적

가. 사업명 : 2022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사업

나. 목적   : 2022 학교 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이월금 포함)

2. 학교발전기금 조성방법

- 기부금품,모금금품,자발적조성금품

3. 수입 및 지출계획

○ 수입계획서 (단위 : 천원)

가. 원안

사업명 수입계획 수입기간 기부(모금대상)자 기부(모금)액

202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사업
3,000 21.03.01 ~ 22.02.28 기타 3,000

합계 3,000

○ 지출계획서 (단위 : 천원)

사업명 지출계획 지출시기 사용용도 세부사용내역 지출금액

2021 학교교육시설

의 보수 및 확충 

사업

3,000 21.03.01 ~ 22.02.28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학교환경개선지원 3,000

합계 3,000

  나. 변경안 (1차)

○ 수입계획서 (단위 : 천원)

사업명 수입계획 수입기간 기부(모금대상)자 기부(모금)액

202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사업
9,737 21.03.01 ~ 22.02.28 기타 9,737

합계 9,737

○ 지출계획서 (단위 : 천원)

사업명 지출계획 지출시기 사용용도 세부사용내역 지출금액

2021 학교교육시설

의 보수 및 확충 

사업

9,738 21.03.01 ~ 22.02.28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학교환경개선지원 9,738

합계 9,738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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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초등학교 발전기금운용계획서

1. 학교발전기금 사업명 및 목적

가. 사업명 : 2022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사업

나. 목적   : 2022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2. 학교발전기금 조성방법

- 기부금품,모금금품,자발적조성금품

3. 수입 및 지출계획

○ 수입계획서 (단위 : 천원)

가. 원안

사업명 수입계획 수입기간 기부(모금대상)자 기부(모금)액

2022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사업
5,000 21.03.01 ~ 22.02.28 동창회 5,000

2022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사업
5,000 21.03.01 ~ 22.02.28 기타 5,000

합계 10,000

○ 지출계획서 (단위 : 천원)

사업명 지출계획 지출시기 사용용도 세부사용내역 지출금액

2022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사업

5,000 21.03.01 ~ 22.02.28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

예활동의 지원
체육활동비 5,000

2022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사업

5,000 21.03.01 ~ 22.02.28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

예활동의 지원
학예활동비 5,000

합계 10,000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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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초등학교 발전기금운용계획서

1. 학교발전기금 사업명 및 목적

가. 사업명 : 2022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사업

나. 목적   : 2022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예금 이자 및 이월금 포함)

2. 학교발전기금 조성방법

- 기부금품,모금금품,자발적조성금품,이월,이자

3. 수입 및 지출계획

○ 수입계획서 (단위 : 천원)

가. 원안

사업명 수입계획 수입기간 기부(모금대상)자 기부(모금)액

2022 학생복지 및 학생자

치활동의 지원 사업
10,200 21.03.01 ~ 22.02.28 기타 10,200

합계 10,200

○ 지출계획서 (단위 : 천원)

사업명 지출계획 지출시기 사용용도 세부사용내역 지출금액

2022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

원 사업

10,200 22.03.01 ~ 23.02.28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

활동의 지원
장학금 10,200

합계 10,200

  나. 변경안 (1차)

○ 수입계획서 (단위 : 천원)

사업명 수입계획 수입기간 기부(모금대상)자 기부(모금)액

2022 학생복지 및 학생자

치활동의 지원 사업
10,300 21.03.01 ~ 22.02.28 기타 10,300

합계 10,300

○ 지출계획서 (단위 : 천원)

사업명 지출계획 지출시기 사용용도 세부사용내역 지출금액

2022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

원 사업

10,301 22.03.01 ~ 23.02.28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

활동의 지원
장학금 10,301

합계 10,301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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