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학년도 제2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회의록
위원장 학교장

2022년 5월 19일(목요일) 15:30 (교장실) 

- 의사 일정순서 -
   1) 2022학년도 1일형 현장체험학습 실시 계획(안)
   2) 2022학년도 중도입국자녀 한국어 교실 계획(안)
   3) 2022학년도 부일중학교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4) 2022학년도 연간 학사일정 수정(안)

▶간사: 지금부터 2022학년도 제2회 부일중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국민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장선생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학교장: (학교장인사말)

▶간사: 교장선생님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개의 선언과 안건심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12명의 위원 중 11명이 참석하여 성원 되었으므로 2022학년도 제2회 부일중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학교장으로부터 2022학년도 1일형 현장체험학습 실시 계획(안) 외 3건에 대한 안건이 제출함
에 따라 운영위원회 개최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회기결정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출된 심의안건은 모두 4건으로 2022년 5월 19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들: 모두 “없습니다”를 말함.

▶위원장: 회기결정건은 오늘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안 「2022학년도 1일형 현장체험학습 실시 계획(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3타)

▶위원장: 담당선생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김0정 : [기 배부한 자료를 설명함]  

▶위원장: 안건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모두 “없습니다”를 말함.

▶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 일정 제1안 「2022학년도 1일형 현장체험학습 실시 계획(안)」을 
원안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들: 모두 “없습니다”.

▶위원장: 의사 일정 제1안 「2022학년도 1일형 현장체험학습 실시 계획(안)」은 원안안대로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다음은 의사 일정 제2안 「2022학년도 중도입국자녀 한국어 교실 계획(안)」을 상정합
니다. (의사봉 3타) 담당선생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진0진 : [기 배부한 자료를 설명함] 

▶위원장: 안건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모두 “없습니다”를 말함.

▶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 일정 제2안 「2022학년도 중도입국자녀 한국어 교실 계획(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다음은 의사 일정 제3안 「2022학년도 부일중학교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
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담당선생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장 김0연 : [기 배부한 자료를 설명함] 

▶위원장: 안건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모두 “없습니다”를 말함.

▶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 일정 제3안 「2022학년도 부일중학교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다음은 의사 일정 제4안 「2022학년도 연간 학사일정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
봉 3타) 담당선생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허0숙 : [기 배부한 자료를 설명함] 

▶위원장: 안건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모두 “없습니다”를 말함.

▶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 일정 제4안 「2022학년도 연간 학사일정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그럼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칩니다. 기타보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위원들: 모두 “없습니다.”를 말함.

▶위원장: 그럼 이상으로 2022학년도 제2회 부일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모든 위원님들과 참석해주신 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참석위원: 12명 중 11명 참석 

  (학부모위원: 김0경, 김0심, 오0경, 이0미, 이0영

   교원위원: 이0란, 강0영, 한0우, 허0숙) 

▶참석자: 교감 강0환, 김0정, 진0진

▶간사·기록: 김0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