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효정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등록번호

위원장

효정고등학교-

등록일자
결재일자
공개여부

공개

효정고등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회의명

제135회 효정고등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회의일시 및 장소

2021.7.19.(월요일) 17:00 ~ 18:00 줌화상 회의

참석자명단

출석위원: 윤00, 정00, 김00, 박00, 백00, 박00, 정00,
정00 (8명)

회의진행순서
1. 개회

4. 위원장 개의 선언

2. 국민의례
3. 학교장인사

5. 보고사항
6. 안건심의

7. 폐회

상정안건

1. 2021학년도 수학여행 취소(안)
2.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 도입 계획(안)
3. 2021학년도 연간학사일정 수정(안)
4. 2021학년도 효정고등학교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학교장

제135회 효정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심의결과

■ 제135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가. 발언내용
◦ 위원장(김현박) 1일로 결정하고자 함
- 질의사항 없음

나. 결정사항: 1일로 결정(찬성 8표, 반대 0표)
1. 2021학년도 수학여행 취소(안)

가. 발언내용
◦1.2학년부장: 제안설명

나. 결정사항: 원안가결(찬성 8표, 반대: 0표)
2.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 도입 계획(안)

가. 발언내용
◦교육과정부장: 제안설명
- 2025학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점제형 학교공간조성 도입에 대하여 교원의
의사를 확인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라는 공문이 와서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학교공간조성 도입은 2021년과 2022년 중에서 선정을 해야합니다. 2021년 도입을 하면 2022년
설계 및 구축을 하고 2023년 1,2월에 공사를 하고 2022년도에 도입을 하게 되고 2023년 설계
및 구축을 하고 2024년 1,2월에 공사를 하게 됩니다.
2021년에 도입을 할 것인지 2022년에 도입을 할 것 인지 심의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선생님들
설문조사 결과 총 교원 40명 중에 찬성 4명, 반대 36명으로 90%가 2021년 도입에 반대를 했습
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000: 2021년도에 교원 설문조사 결과 반대가 많아 추진이 안되면 2022년도에 도입을
한다면 다시 투표를 진행하나요? 그러면 우리학교는 더 늦어지나요?
◦교육과정부장: 아닙니다. 2022년에는 바로 일이 진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학교는 2022년
도에 도입을 하게 되고 2023년 설계 및 구축을 하고 2024년 1,2월에 공사를 하게 됩니다.

제135회 효정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2021년도는 선도학교를 비롯하여 다른 학교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일을 진행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나. 결정사항: 원안 가결(찬성 8표, 반대 0표)
3. 2021학년도 연간 학사 일정 변경(안)

가. 발언내용
◦교무기획부장: 제안설명

나. 결정사항: 원안 가결(찬성 8표, 반대 0표)
4. 2021학년도 효정고등학교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발언내용
◦행정실장: 제안설명

나. 결정사항: 원안가결(찬성 8표, 반대 0표)
기타 사항 :
◦ 위원장: 기타 토의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 위원 : 없습니다.
◦ 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제135회 효정고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록자: 주무관 000 (서명)
확인자: 간사 000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