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회 내촌초등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회   의   록

위원장 학교장

◉ 일시: 2021년 10월 7일(목요일) 15시 
◉ 장소: 본교 연구실 (ZOOM 비대면 회의)

◉ 회순
1. 개회               2. 국민의례              3. 보고사항           4. 학교장 인사      
5. 안건심의           6. 폐회

◉ 의사일정
    (1) 2021학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학년도 졸업 사정 및 장학금 수여 계획

    (3) 2022학년도 검인정 교과서 선정 심의

간  사: 국민의례는 생략하고 시작함.
학교장: 위원들에게 인사말을 함.
위원장: 위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개회 선언을 함. 

1. 2021학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자: 국립 및 공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14조(추가경정예산)에 의거 2021학년도 2차 추가경정예

산(안)을 심의 받고자 함. 학교회계 2차 추경 세입과 세출의 총액은 830,263,000원으로 그 명
세는 붙임 자료인 [2021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명세서]와 같음을 설명하고 과목별 경정예산액
을 상세 설명함. 15,136,000원 증액된 것으로 보조금, 목적사업비 등 재정 여건의 변화로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제안하고 질문을 받음.

위  원: 급식비 1,700,000원이 삭감된 것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
제안자: 연초 예산 편성시 여유롭게 잡았으며 식재료 부분에서 감액된 부분을 비조리교로부터 적게 징수가 
        되어 삭감하고 금액을 맞춤을 설명함.
교  장: 식재료 부분에서 감액은 되었으나 실사용된 금액으로 맞춘 것이므로 급식의 질에는 영향이 없음을 
       추가 설명함. 
위  원: 초등 생존 수영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질문함.
제안자: 코로나19로 인해 생존 수영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작년에도 전액 반납했고 올해도 예산은 전액 
        내려왔으나 미실시로 인해 반납해야 할 예정임을 설명함.
위  원: 수학여행경비는 없어졌는데 졸업여행은 없는 건지 질문함
제안자: 학년초 계획했던 졸업여행이 없어져 예산을 삭감한 것임을 설명함.
김민홍: 코로나19로 인해 예정되었던 6학년의 1박 2일 체험학습은 없어졌고 1일형 체험학습으로 대체됨을 
       설명함. 
위원장: 추가 질문이 없으므로 이번 안건을 가결함. 



2. 2021학년도 졸업 사정 및 장학금 수여 계획
제안자: 2021학년도 내촌초 졸업 사정 및 장학금 수여계획을 설명하고 심의받고자 함. 졸업사정위원

회는 교원 9명으로 구성되며 첨부된 수여 계획서를 보며 학교장상(공로상, 특기상), 대외상
(시상없음), 장학금(순위)에 대해 설명함.

위  원: 장학금은 다 주는지 질문함.
제안자: 장학금을 기탁할 때 수혜자가 지명된 경우 지명된 자에게 지급하며 들어온 장학금과 발전기금을 
       이용해 모든 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임. 
위원장: 추가 질문이 없으므로 이번 안건을 가결함. 

3. 2022학년도 검인정 교과서 선정 심의
제안자: 2022학년도 3,4학년 수학, 과학, 사회 교과서가 검인정도서로 전환되면서 교원들이 사전 검토한 
       교과서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하고자 함. 검정(인정)도서 선정 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선정 절차에 대해 상세 설명함. 회의 전 운영위원이 심의하고 순위를 정하여 
학교장에게 통보한 내용으로 3,4학년 수학(1순위: 동아, 2순위: 천재, 3순위: 미래엔), 3,4학년 
과학(1순위: 지학사, 2순위: 비상, 3순위: 동아), 3,4학년 사회(1순위:금성, 2순위: 비상교육, 3
순위: 비상교과서) 순위와 심의 의견을 설명함. 

위원장: 추가 질문이나 의견이 없기에 위원들의 의견대로 학교장에게 통보하기로 함. 
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제3회 학교운영위원회를 마치겠음.

참석위원 명단: 안광인, 김민홍, 성한솔, 신정원
기록자: 김윤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