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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집행 내역
날짜 제목 금액

01-03 2021 학부모회 임원 감사패 175,000

03-18 2021 태봉초 학부모총회 물품 구입 223,940

04-27 2021 학부모회 아침맞이 행사 물품 구입 76,230

05-17 2021 학부모회 6월 아침맞이 행사 물품 구입 230,000

05-20 2021 학부모회 아침맞이 행사 협의회 차류 구입 품의 52,800

06-16 2021 학부모회 운영물품 구입 품의 124,200

06-21 2021 학부모회 7월 아침맞이 행사 물품 구입 389,600

06-21 2021 학부모회 운영 물품 구입 71,400

06-24 2021 태봉초 학부모회 아침맞이 행사 물품 추가 구입 53,500

09-08 2021 학부모회 9월 아침맞이(FUNDAY) 행사 물품 구입 199,800

10-14 2021 학부모회 간담회 물품 구입 59,000

10-26 2021 학부모회 11월 아침맞이(FUNDAY)행사 물품 구입 266,500

12-08 졸업식 기념품 구입 25,800

12-08 학부모회 임원 식사 제공 97,000

12-08 2021 태봉 학부모 동아리(태봉행복 프로젝트)활동 물품 구입 833,840

12-27 2021 학부모회 졸업생 선물구입 765,000

총예산 지출 잔액 비고

3,744,000 3,643,610 100,390 잔액 학교 회계로 귀속



코로나19로 인해 전체 대면회의
는 어려웠으나 중요사항들은 임
원진들만 만나 회의를 거치고 반
대표들과는 비대면으로 의견사항
을 전달했음.

대의원 회의



주제: “ FUN day “

♠아이들에게 아침 인사 하며

학용품 나눔 행사

(ex-지우개.연필.샤프.자.등등)

- 5월 부터 ~11월 (매달행사진행)

- 8:20-9:00 (40분)진행

이른 시간부터 임원진들과 학부모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아침 맞이 행사 “ FUN day ”



주제: 음료수 나눔 행사

  ♠ 6월 21일 – 1.2.34 학년 행사

       

♠ 6월 24일 – 5.6 학년 행사

급식실에서 아이들에게 간단하게 음료수를
나누어주는 행사를 진행했음.

  급식실 아이들 음료 나눔 행사



주제: 학부모 동아리 활동

(대면과 비대면으로 실시)

♠ 대면수업 – 캔들리스(초장식)10명 수업

♠ 비대면( e알리미로 알림공지 ) –

공예키트. 스킬자수.

민화샵. 캔들키트.

(각각 30개씩 제공)

일시: 12월 16일

10시부터 12시까지 수업진행함.

대면수업은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캔들리스 수업을 진행했으며,

비대면으로는 학부모님들이 지정해주신 키트를 학교에서 배부하
는 작업을 진행했음.

태봉 프로젝트 ‘ 학부모 동아리 활동 ‘



주제: 졸업생 선물 행사

  카드형 USB메모리를 6학년

졸업생들에게 임원진들만 참여하여

각반에 졸업선물 전달했음.

  

   

6학년 졸업 선물 행사



회계 감사 보고
세부사업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예산내역 예산액 지출액 집행률(%) 지출잔액

학부모협력

학부모회 운영

일반수용비

감사패 제작 200,000 199,770 99.89 230

동아리운영비 944,000 943,040 99.9 960

학부모실 운영물품 구입 200,000 200,000 100 0

펀데이운영비 1,000,000 1,000,000 100 0

졸업생선물 구입비 700,000 700,000 100 0

일반업무추진비 다과 및 차 구입 500,000 405,200 81.04 94,800

세부항목소계 3,544,000 3,448,010 97.29 95,990

학부모교육 및
활동 지원

일반수용비 운영물품 구입 200,000 195,600 97.8 4,400

세부항목소계 200,000 195,600 97.8 4,400

세부사업소계 3,744,000 3,643,610 97.32 100,390

※예산내역 및 예산액은 학년초 수립된 계획이며 실제 지출 내역은 예산집행내역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