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4회 부천수주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임시회

회  의  록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비대면 진행으로 출석부 사진으로 서명을 

갈음합니다.

 2021년 9월 2일 (목요일) 14 : 30

의 사 일 정

1) 2021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운영사항 변경(안)

2) 2021학년도 2학기 학사일정 변경(안)



간 사: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4회 부천수주

초등학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zoom앱을 통한 비대면 회의로 진행되는

바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장 선생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학교장: 안녕하십니까.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

며 앞으로도 학교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간 사: 회의 진행 전에 교감 선생님의 2학기 

불법 찬조금 근절 대책 학교 운영위원

회 학부모 위원 연수가 있겠습니다.

차○○: 투명한 교육 행정 구현 및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불법찬

조금 모금이나 촌지 수수가 진행이 되

면 안되겠습니다. 더불어 불법 찬조금 

신고 채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

으니 청렴한 학교 문화 정착 노력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부천수

주초등학교 제4회 학교운영위원회 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자료를 봐주시고 담당 제안자께

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

으신 위원님은 제안자 설명 후에 한 

분씩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

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1안 

“2021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

습(가정학습) 운영사항 변경안입니다. 

임○○선생님께서 제안 설명 해주시겠

습니다.

임○○: “2021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

습(가정학습) 운영사항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안에 대한 자료 

설명을 하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문 사항

이나 더 알아보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

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의 사항이 없으시면, 제1안 “2021

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

정학습)운영사항 변경(안)”에 대한 심

의를 통과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

음은 제2안 “2021학년 2학기 학사일

정 변경(안)”입니다. 이○○선생님께서 

제안 설명 해주시겠습니다.

이○○: “2021학년 2학기 학사일정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안에 대한 

자료 설명을 하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문 사항

이나 더 알아보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

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할 위

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

겠습니다. 이의 사항이 없으시면, 제2

안 “2021학년도 2학기 학사일정 변경

(안)”에 대한 심의를 통과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이상으로 제26기 

부천 수주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4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1학년도 제4회 학교운영위원회의 

(2021. 9 2.) 출석위원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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