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8] 학부모회 임원 선출 공고

부천부흥중학교 공고 제 2020 - 호

부천부흥중학교 학부모회 임원 선출 공고

  

  부천부흥중학교 학부모회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2020년 부천부흥중학교 

학부모회 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임원 선거

  가. 선거일시: 2020년 6월 18일(목) ~ 6월 22일(월) 16:00

  나. 선거장소: 부천부흥중학교 시청각실

  다. 선거방법: e알리미 회신을 통한 투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예방 지침에 따라 대면을 최소화하기 위함)

  라. 학부모회 임원 정수: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1명

     - 입후보 등록: 부천부흥중학교 학부모회임원선출관리위원회(학부모상주실)

     - 등록일시: 2020년 6월 4일(목) ~ 6월 10일(수) 16:00 (7일간)

     - 등록장소: 본교 학부모상주실(또는 2층 교무실)

     - 자    격: 본교 재학생의 학부모

     - 등록서류: 학부모회 임원 입후보자 신청서(회장, 부회장, 감사), 학부모회  

  입후보자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마. 소견발표: 선거전 후보 1인당 5분 내외 소견문 e알리미와 학교홈페이지 게시

2. 당선자 발표: e알리미와 학교홈페이지 통해 공고

 

2020년 6월 3일

부천부흥중학교 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인생략]



◀  선 거 일 정 홍 보  ▶
  부흥중학교 학부모회 임원 4명(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1명)을 선출하기 
위하여 본교에서는 앞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선출업무를 추진할 계획입
니다.
선출관리위원회구성(2020.02.20.)

  ◦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장이 학부모 3명을 선출관리위원으로 위
촉하여 후보자 등록, 투․개표 등 선출업무 추진

선거공고(2020.06.03.)
  ◦ 선거일시와 장소, 위원정수(3명), 후보자 자격 등을 가정통신문 및 홈페이지 

등으로 공고
후보자 등록(2020.06.04. ~ 06.10. 16:00까지)
지)  ◦ 학부모회 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과 함께 배부된 

학부모회 임원 입후보 등록서를 작성하여 학교(학부모상주실, 2층교무실)에 
제출

선거공보(2020.06.11. ~ 06.22.)
  ◦ 입후보한 후보자에 관한 사항(성명, 경력, 소견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학부모들이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투표실시(2020.06.18. ~ 06.22. 16:00 )
                                            
                          ◦ ㅍ              
                     20)

  ◦ 학부모님들이 e알리미 회신을 통해 투표
    - 투표방식은 1인1기표제이며 투표권은 학생 1인당 1투표권 부여
  
개표(2020.06.22.)

  ◦ 학부모 참관인이 참석한 가운데 선출관리위원회에서 투표 결과 확인
당선자 공고(2020.06.22.)

  ◦ 임원별 입후보 인원이 선출인원과 동일한 경우 : 무투표 당선
  ◦ 임원별 입후보 인원이 선출인원보다 많은 경우 : 직접투표
  ◦ 개표결과 임원별 정수(분야별 1명)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고 당선사실 공고  
선거결과홍보(2020.06.23.) 

  ◦ 당선자에게 당선통지서를 교부하고 가정통신문 등으로 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