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학년도 제7회 운담초등학교운영위원회 
회     의     록

간  사 위원장 학교장

2017년 2월 20일(화요일) 10:00~
의사일정

1) 2017학년도 명시이월 신청내역(안) 1부.
2) 2017학년도 회계 4차 추경(안) 1부.
3) 2018학년도 발전기금운용계획(안) 1부.
4) 2018학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 1부. 
5) 우유선호도조사(가정통신문) 1부.
6) 2018학년도 학교안전사고예방 학교안전계획(안) 1부.
7) 2018학년도 방과후운영계획(안) 1부.
8) 2018학년도 돌봄교실방과후운영계획(안) 1부.
9) 2018학교장허가 현장체험학습 및 학교장 허가 교환 교류학습운영(안) 1부.
10) 배식전담 급식비징수(안) 1부.
11) 2018학년도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안) 1부.
12) 기타안건.  끝.

▶개회(간사):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 학
교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 생략)
▶간사 : 교장선생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학교장 : 인사
▶간사 : 학교장님의 인사말씀이 계셨습니
다. 다음은 운영위원장님의 개의선언과 안건 
심의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장:10명의 위원 중 6명이 참석하
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하겠습니
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장 : 제1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장 :2017학년도 명시이월 신청내
역(안)에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유인물참조설명>
총계 : 3,600,000원
2월 회계말 정산 후 명시이월 사업 추가 
및 금액 변동 있을수 있습니다.<전원동
의>
▶운영위원장:2017학년도 명시이월 신청
내역(안)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의사봉3타)
▶운영위원장 :제 2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장:2017학년도 회계 4차 추경
(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유인물참조설명>
세입:10,215,000원 세출편성 10,215,000
원이며
2017학년도 4차 추가경정예산 증감 변경
내역으로 감액 10,219,000원이며 증액 
10,219,000원입니다.



<전원동의>
▶운영위원장:2017학년도 회계 4차 추경
(안)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
사봉3타)
▶운영위원장 :제 3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장: 2018학년도 발전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유인물 참조설명>
▶운영위원장:2018학년도 발전기금운용계
획(안)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운영위원장 :제 4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장:2018학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대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유인물 참조설명>
2018학년도 본예산 편성 내역 세입금 
366,561,000원이며 세출금 366,561,000원
입니다.
<전원동의>
▶운영위원장:2018학년도 학교회계 세입세
출 본예산(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의사봉3타)
▶운영위원장 :제 5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장: 우유선호도조사는 서울우유에
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소규모학생수
여서 유제품대리점에서 오지를 않습니다.
<유인물참조설명>
<전원동의>
▶운영위원장:2018학년도 우유선호도조사
는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
봉3타)
▶운영위원장 :제 6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2018학년도학교안전사고예방 
학교안전계획(안)제안설명하겠습니다.
<유인물 참조설명>
<전원동의>
▶운영위원장: 2018학년도학교안전사고예
방(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의사봉3타)
▶운영위원장 :제 7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2018학년도 방과후운영계획(안)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유인물 참조설명>
재료비가 있는 강좌는 학교예산으로 강사
료부담하고 재료비가 없는 강좌(뉴스포츠)
는 월 10,000원 수익자부담으로 합니다.
<전원동의>
▶운영위원장 : 질의가 없으시면  2018학
년도 방과후운영계획(안) 원안가결 되었음
을 선포합니다.(의사봉3타)
▶운영위원장 :제 8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2018학년도 돌봄교실방과후운영
계획(안)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유인물 참조설명>
돌봄교실 전용실1학급, 방과후학교 돌봄
교실 겸용교실 1학습을 함께 운영하며,간
식 수익자부담은 하루 1인당 1,500원입니
다.
<전원동의>
▶운영위원장 : 질의가 없으시면 2018학
년도 돌봄교실방과후운영(안)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3타)
▶운영위원장: 제 9안에 대한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담당자:2018학교장허가 현장체험학습 및 
학교장 허가 교환 교류학습운영(안)
대한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유인물 참조설명>
▶운영위원 :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세부 규칙 제5조 결과처리에 제안합니다.
생활지도 및 인성지도를 넣었으면 좋겠습
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오지 못한 아동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생활지도를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자 : 제5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동의>
▶운영위원장: 제 10안에 대한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실자 :배식전담 급식비징수(안)는 
인건비가 적어 징수는 않겠습니다.
<전원동의>
▶운영위원장 : 질의가 없으시면 배식전담 
급식비 징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의사봉3타)
▶운영위원장: 제 11안에 대한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담당자:2018학년도 학교교육과정운영계
획(안)에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유인물참조설명>
<전원동의>
▶운영위원장 : 2018학년도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
니다.(의사봉3타)

▶운영위원장 : 학교운영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3타)회의 참석
학부모위원 : 이oo, 전oo
교원위원: 최oo, 정oo 한oo, 이oo
지역위원: 
간사: 김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