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19-12호

3. 모집대상 및 인원

2019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 위원 공개모집 안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정책의 기획 및 집행에 있어 실질적인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교육주민참여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4. 모집기간

: 2019. 1. 14.(

월)

～

인원
50명

목)

1. 31.(

5. 선발기준

이와 관련하여 주민참여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새로이
2019

대상자(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3항 각호)
1. 협의회 참여를 희망하는 경기도민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가.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 내 각 분과위원회 활동에 적합한 자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위원을 모집하오니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년

2019

1

월

일

10

나.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자

경 기 도 교 육 감

1. 주민참여협의회의 주요기능

나. 경기교육 기본계획에 대한 자문활동

: 2019.

3. 1.(

금)

:

7. 제출방법

:

~ 2020.

토)(위촉일로부터 1년)

2. 29.(

이력서 1부, 활동계획서 1부 (신청서식 별첨)

*전자메일로 보내는 경우 서명 생략 가능

전자우편(e-mail), 일반우편, 팩스, 방문 신청
(마감일 18:00도착 분까지 접수)

(E-mail) pjs0204@goe.go.kr
 (우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담당관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 담당자 앞) [우편번호 16279]
 (팩스) 031-246-6590
 (방문)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담당관 사무실(본관 3층)
 (문의전화) 031-249-0833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담당관)


가. 교육정책에 대한 제안 및 자문활동

2. 위원 임기

6. 제출서류

8. 위원 선정 및 결과 통지

가. 위원 선정

:

위원위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나. 결과 발표(예정)

: 2019. 2.

* 서류에 기재된 연락처로 개별 통지

27.(

수) 이전 통보

9. 참고 유의 사항

가. 위원 선정은 이력서와 활동계획서를 바탕으로 진행하므로,
신중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원 선정 결과발표 후, 선정 위원 대상으로 자격 검증 및 회의
참석 수당 지급을 위한 서류(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등)를
요청할 예정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허위 기재로 확인될 경우 자격박탈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에 위촉된 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자(공무수행사인)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10. 기타 문의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담당관(박정수 주무관,
031-249-083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