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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일 내 용 지출 금액 비 고
2019-04-18 2019 학부모총회 물품 구입        153,380 학부모협력

2019-04-19 2018학년도 학부모회 임원 감사패 제작 105,000 학부모협력

2019-05-20 제1권역 학부모네트워크 협의회 물품 구입        127,820 학부모협력

2019-05-22 학부모회 교통 캠페인 참가 학부모 간식 제공         57,400 학부모협력

2019-05-31 태봉학부모회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현수막 제작         55,000 학부모협력

2019-06-10 학부모회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강사료 지급        250,000 학부모협력

2019-06-21 태봉학부모회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물품 구입 41,810 학부모협력

2019-10-17 학부모강연회 현수막 구입 55,000 학부모협력

2019-10-21 학부모회 행복한 아침맞이 행사 물품 구입        202,400 학부모협력

2019-10-21 학부모회 실내정화활동 물품 구입         50,200 학부모협력

2019-10-22 학부모회 다과 구입(대용량 사탕)         49,470 학부모협력

2019-10-30 학부모회 자녀와의 소통 교감 코칭 교육 강사료 지급        250,000 연구학교운영(학부모자녀교육 강사비)

2019-11-20 학부모강연회 물품 구입(커피,주스) 44,120 학부모협력

2019-11-20 학부모회 행복한 아침맞이 행사 물품 구입 157,300 연구학교운영(학부모모임 운영물품 구입)

2019-11-20 행복한 아침맞이를 위한 학부모회 행사(3차) 물품 구입         90,200 학부모협력

2019-11-20 학부모동아리 물품 구입(아로마초 재료)         74,190 학부모협력

2019-11-27 학부모동아리 물품 구입        240,000 학부모협력

2019-11-27 학부모회 운영 및 학부모 동아리 필요 물품 구입        100,000 학부모협력

2019-12-01 학부모회 운영 및 학부모 동아리 필요 물품 구입 36,600 연구학교운영(학부모모임 운영물품 구입)

합 계    2,139,890

예산 사용 내역

총 예산 지출 잔액
잔액 학교 회계로 귀속2,400,000 2,139,890 260,110



상반기

♠ 짝수달 첫째주 수요일 10시

하반기

♠ 홀수달 첫째주 수요일 10시

임원진, 각 학년장 참석

대의원 회의



주제: 걸어서 학교까지

♠ 건강한 등교길을 조성

- 4/22 ~ 4/24

- 8:20-9:00 (40분)진행

[ 학부모 의견 ]

＊차량 등교 학생들 감소해서 뿌듯함

＊한 달에 한 번씩 진행 원한다

＊일회성 캠페인 같다

등굣길 교통캠페인



첫번째 6월 5일 10시

주제: 심폐소생술

  ♠ 응급 상황시 학생, 학부모의 안전확보

두번째 10월 22일 10시

주제: 진로적성 코칭

  ♠ 학부모,자녀 교육 소통&교감 코칭특강

[ 학부모 의견 ]

＊심폐소생술 유용하다

＊형식적 진로 교육이 아니라

  부모,자녀에 도움되고 재미있었다

* 성교육도 해 줬으면 좋겠다

학부모 교육



주제: 쾌적하고 깨끗한 학습환경 조성

일시: 9/20. 3시 ~ 5시

  ♠ 중앙현관계단 1-4층

♠ 미술실, 복도, 창틀

[ 학부모 의견 ]

＊시간대 나눠 참여율 높아

빨리 끝나 좋다

＊학교 예산으로 청소 바란다

 * 청소용품 부족

교내 환경 미화



주제: 즐거운 등교길 조성

매달 첫째주 월요일 8:20-9:00

  ♠ 사탕, 학용품 등 1인 1개 지급

[ 학부모 의견 ]

＊아이들은 물론 부모들도 즐겁다

＊9월은 너무 덥다

* 사탕만 주는 게 아니라

   달마다 다르게 나눠 줘서 좋다

FUN DAY



주제: 학부모 재능기부 - 공예 동아리 진행

대상: 중복신청 불가 선착순 10명

일정

  첫번째 - 11/20, 10시 캔들

  두번째 - 11/27, 10시 핑거니팅 클러치

세번째 - 12/4, 10시 꽃꽂이

[ 학부모 의견 ]

＊프로그램 다양해서 좋다

＊인원 늘려 주면 좋겠다

학부모 공예 동아리



부스 운영

- 타투

- 슬러시

[ 학부모 의견 ]

＊타투 디자인 다양하게 비치

＊슬러시 맛 변경

＊슬러시와 타투 자리 변경

(해가 들어 슬러시가 잘 얼지 않았음)

꿈마루 축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