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시설물 개방 및 이용수칙학교시설물 개방 및 이용수칙학교시설물 개방 및 이용수칙
도당초등학교 학교시설개방 및 이용에 관한 내부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리학교 시설물의 개방 및 이용수칙을 도당초등학교 학교시설개방 및 이용에 관한 내부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리학교 시설물의 개방 및 이용수칙을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당초등학교 학교시설개방 및 이용에 관한 내부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리학교 시설물의 개방 및 이용수칙을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 학교사정에 따라 개방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학교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일몰 후에는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음)(단, 학교사정에 따라 개방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학교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일몰 후에는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음)(단, 학교사정에 따라 개방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학교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일몰 후에는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음)

17:00 - 19:00

09:00 - 16:00

평 일

토요일

17:00 - 20:00

09:00 - 16:00운 동 장

구 분 하절기(4월 ~ 11월) 동절기(12월 ~ 3월)개방시설명

일요일 및 공휴일

체 육 관

평 일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1.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한다. 단, 학교행사, 시설공사 및 기타1.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한다. 단, 학교행사, 시설공사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개방하지 아니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개방하지 아니한다.
2. 단체가 이용시에는 학교장의 사용허가를 얻어야 하며,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2. 단체가 이용시에는 학교장의 사용허가를 얻어야 하며,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
   야 한다.   야 한다.
3. 사용허가 후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으며, 이3. 사용허가 후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으며, 이
   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1.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한다. 단, 학교행사, 시설공사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개방하지 아니한다.
2. 단체가 이용시에는 학교장의 사용허가를 얻어야 하며,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
   야 한다.
3. 사용허가 후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으며, 이
   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개방원칙 및 범위개방원칙 및 범위개방원칙 및 범위

※ 상기 정해진 시간 외에는 도당초등학교 시설을 사용 허가 하지 않습니다.※ 상기 정해진 시간 외에는 도당초등학교 시설을 사용 허가 하지 않습니다.
※ 학교교육과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개방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학교교육과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개방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개방시간 변동 시 7일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지가 됩니다.   개방시간 변동 시 7일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지가 됩니다.

※ 상기 정해진 시간 외에는 도당초등학교 시설을 사용 허가 하지 않습니다.
※ 학교교육과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개방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개방시간 변동 시 7일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지가 됩니다.

사용신청 절차사용신청 절차사용신청 절차
1. 단체가 학교 시설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우리학교 소정서식으로 임시사용허가1. 단체가 학교 시설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우리학교 소정서식으로 임시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사용허가 승인 후 사용한다.   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사용허가 승인 후 사용한다.
2. 사용승인 허가는 승인신청 순으로 한다.2. 사용승인 허가는 승인신청 순으로 한다.

1. 단체가 학교 시설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우리학교 소정서식으로 임시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사용허가 승인 후 사용한다.
2. 사용승인 허가는 승인신청 순으로 한다.

책임의 한계책임의 한계책임의 한계
1. 사용자가 시설물을 파손, 훼손, 멸실한 경우 및 부주의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1. 사용자가 시설물을 파손, 훼손, 멸실한 경우 및 부주의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 시설물 사용중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장2. 시설물 사용중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장
   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1. 사용자가 시설물을 파손, 훼손, 멸실한 경우 및 부주의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 시설물 사용중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장
   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이용의 제한이용의 제한이용의 제한
1.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1.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3.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저촉될 경우3.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저촉될 경우
4. 학교교육활동 및 학생들의 이용에 지장이 초래될 경우4. 학교교육활동 및 학생들의 이용에 지장이 초래될 경우
5.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5.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1.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3.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저촉될 경우
4. 학교교육활동 및 학생들의 이용에 지장이 초래될 경우
5.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의 거부이용의 거부이용의 거부
1. 본 규정을 위반한 때1. 본 규정을 위반한 때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3.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4. 학교시설을 훼손하거나 학생교육상 선량한 사용자로서 음주, 고성방가, 공중도덕을 위반하여 민원을 야기4. 학교시설을 훼손하거나 학생교육상 선량한 사용자로서 음주, 고성방가, 공중도덕을 위반하여 민원을 야기
   하는 경우   하는 경우
5. 개방시설을 목적외 사용할 경우5. 개방시설을 목적외 사용할 경우

1. 본 규정을 위반한 때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4. 학교시설을 훼손하거나 학생교육상 선량한 사용자로서 음주, 고성방가, 공중도덕을 위반하여 민원을 야기
   하는 경우
5. 개방시설을 목적외 사용할 경우

이용수칙이용수칙이용수칙
1. 사용자는 운동장을 이용함에 있어 앰프사용 등 소음발생 행위를 제한하여야 함.1. 사용자는 운동장을 이용함에 있어 앰프사용 등 소음발생 행위를 제한하여야 함.
2. 학교시설 이용 후에는 청소 및 주변 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2. 학교시설 이용 후에는 청소 및 주변 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용자는 운동장을 이용함에 있어 앰프사용 등 소음발생 행위를 제한하여야 함.
2. 학교시설 이용 후에는 청소 및 주변 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방시간개방시간개방시간

도 당 초 등 학 교 장도 당 초 등 학 교 장도 당 초 등 학 교 장

미 개 방

미 개 방

19:00 - 22:00

09:00 - 16:00

학교시설물  및 학교시설물  및 개방 이용수칙개방 이용수칙학교시설물  및 개방 이용수칙


	페이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