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를 살리고 꿈을 이루어 가는 모두가 행복한 학교
우)10819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1로 22

대표전화 031) 9509-600

문산고등학교

가정통신문

(MUNSAN HIGH SCHOOL)

∘ 담당부서: 교무기획부

Newsletter to the students' families

http://www.munsan.hs.kr

∘ 담당자: 신성숙

∘ 문의 : ☎ 031) 9509-600

2020 학부모회 임원 선출 및 입후보자 등록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020학년도 학부모회 운영을
위해 학부모회 임원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학교교육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학부모 여러분
께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구성방법 : 학부모회 구성 및 임원 선출을 위해 비대면 총회 개최

�학교홈페이지 공고 및 온라인 접수
�가정통신문 및 우편물 회신에 의한 사전투표
나. 학부모회 구성 일정
일정
6.9(화)

내 용

비 고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선출관리위원회 3인 구성
･ 안내 및 홍보문 발송(가정통신)
- 임원 선출 개최 일정 안내

6.9(화)
~
6.15(월)

* 학부모회 임원 선출 공고 및
입후보자 등록

- 임원 선출 공고
- 입후보 신청 안내
･ 입후보자 등록대장 작성
- 입후보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6.16(화)
~
6.22(월)
6.23(화)
~
6.26(금)
6.29(월)

* 학부모회 임원 선거 공고

･ 선거인 명부 작성

* 학부모회 임원 선출

･ 가정통신문 및 우편물 회수 투표

* 임원 선출 결과 공개

･ 안내문 발송 및 공개

2020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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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부모회 임원 입후보자 등록 안내
·····················································································································································

학부모회 임원 입후보자 등록 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0학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임원 구성이 계속 연기되어 6월에 실시하게
되었으며, 학부모회는 학부모님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학부모회를 이끌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감사를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게 됩니다. 본교 재학생 학부모님들은 누구나 후
보가 될 수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임원 선출 인원 및 직무
구분
회

인원

장

1명

부회장

3명

감

1명

사

직무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
할 수 없을 때 직무대행(학년대표)
학부모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

2. 입후보 등록 : artshin@korea.kr
3. 동록 기간 : 2020년 6월 9일(화) ~ 6월 15일(월)(09:00~17:00, 1주일간)
4. 등록 서류 : 1. 학부모회 임원 입후보자 신청서(사진첨부)
2. 학부모 활동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 등록서류 양식은 파일 첨부
5. 코로나19로 비대면 투표로 선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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