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연성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제5회 임시회의)

회

의

록
위원장

¡ 일시: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15:00～16:00

¡ 장소: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실

¡ 회순

1. 개회 및 국민의례

2. 학교장 인사

3. 위원장 개의 선언 및 안건심의

4. 폐회

¡의사일정(부의된 안건)
1. 2020학년도 연성중학교 2학기 학사일정 변경(안)
2. 초빙교사 실시 심의(안)
¡기타

1. 국민의례 및 개회선포
☞간사 : 지금부터 2020학년도 연성중학교 제
5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의를 개회하겠습니
다.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간사 : 다음은 교장 선생님께서 인사 말씀

☞ 위원장 : 먼저 간사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간사 : 지난 9월 11일 제4회 운영위원회
심의된 안건은 2학기 학사일정 및 교내수상계
획변경(안) 총 1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오늘 안건은 송부해 드린 바와 같이 2학기 학
사일정 변경(안) 외 1건입니다

하시겠습니다.
2. 학교장 인사
☞학교장 :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며 많
은 도움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3. 위원장 개의 선언 및 안건심의
☞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연성중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그럼 이번에 발의 안건은 2020학년
도 연성중학교 2학기 학사일정 변경(안)외 1
건 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건인 “2020학년도 연성중학
교 2학기 학사일정 변경(안)”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교사 : 안녕하세요 교무부장 ㅇㅇㅇ입
니다“2020학년도 연성중학교 2학기 학사일정
변경(안)”을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해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 활동 운영 확
☞담당교사 : 코로나19 관련하여 2021학년도

산과 더불어 중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무결점 시행 관리를 위한

수업 전문성 및 생활지도에 대한 풍부한 경험

수능 종사요원 수 증가로 인해 부득이하게 수

을 갖춘 자의 초빙을 통해 교육력 향상 및 안

능 당일의 학사일정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

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어 아래와 같이 2학기 학사일정을 변경하였기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초빙교사제 의견 수렴

에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협의회 개최 2020.10.26.)을 거쳐 학교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담당교사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제안서에
의거 제안 설명)

☞담당교사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제안서에
의거 제안 설명)

☞위원장 :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
셨습니다. 의문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

☞위원장 :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

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셨습니다. 의문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
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ㅇㅇㅇ) : 수능 시험감독은 몇 명인가
요?

☞위원(ㅇㅇㅇ) : 배움 중심수업이란 무엇인
지요?

☞담당교사 : 명단은 올라갔는데 아직 미정입

☞담당교사 : 설명하는 식이 아닌 학습자 중

니다. 시험감독인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작년

심의 수업을 말합니다. 스스로 고민하고 생활

보다 60% 늘었습니다

하는 능력을 키우는 수업입니다

☞위원장 : 다른 질문사항 없으신가요?

☞위원(ㅇㅇㅇ) : 초빙교사 임기는 어떻게 되
는지요?

☞위원들(전원) : 네, 없습니다.

☞담당교사 : 4년간 근무는 의무이며, 한 번
의 연임이 가능합니다. 또한 평가도 받습니

☞위원장 : 질문 없으시면“2020학년도 연성

다.

중학교 2학기 학사일정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 다른 질문사항 없으신가요?

(의사봉 3타)
☞위원들(전원) : 네,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안건인 “초빙교사 실시 심의
(안)”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질문 없으시면“초빙교사 실시 심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담당교사 : 안녕하세요 교무부장 ㅇㅇㅇ입
니다“초빙교사 실시 심의(안)”을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의사봉 3타)
4. 폐회선언

☞담당교사 : 우리 학교의 학교 운영 철학을
바탕으로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교사의 초빙을

이상으로 제5회 학교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
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