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태전초등학교 학교 규칙 신구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휴업일)

제 7조(휴업일)

①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①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공휴일·국경일

1. 관공서의 공휴일

4. 토요휴업일

4. 토요휴업일 삭제

제13조(학습평가)

제13조(학습평가)

①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①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실시한다.

실시한다.
④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삭제)

제14조(과정의 수료인정)

제14조(과정의 수료인정)

① 각 학년과정의 수료인정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0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과정 등을 평가하여

조(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각 학년 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한다.
② 각 학년과정의 수료인정은 학생의 출석일수와 평상시

② 각 학년과정의 수료인정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초·중

의 성적을 고려하여 학년도말 진급사정회의 협의로 결

등교육법시행령 제 5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정한다.

2/3이상으로 한다.

제22조(현장체험학습)

제22조(현장체험학습)

①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①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은 학교별로

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은 학교별로

정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휴일, 방학, 재량휴

정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휴일, 방학, 재량휴

업일을 제외한 연간 20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로

업일을 제외한 연간 20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로

한다.

한다.

학교장은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출석인정 기간을

정하되 교육

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 자
율로 불허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제1항에도 불

구하고 감염병 위기 단계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다만,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40일의 범위에서 가정학
습을 허가할 수 있다.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은
4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가정학습’ 내용을 포함하
여 최대 40일 까지 한시적으로
설

2020.5.27.,

허가할 수 있다.(신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5876(2020.5.28.))
2. 20일이내의 가족이나 친척 등 인솔자와 함께 하는 국

2. 내용 중복으로 삭제

내·외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단, 현장체험학습, 친
인척 방문. 고적답사 및 향토 행사 참여, 감염병 위
기 단계 ‘경계’ 또는 ‘심각’ 단계인 경우 가정학습
(40일까지 가능) 등)
3. 국·내외교외 체험 학습기간은 20일 이내를 원칙으

3. 내용 중복으로 삭제

로 한다.
8. 사전허가신청서는 실시 전 3～5일전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사전허가신청서는 실시 평일 기준 2일 전에 담임교사
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