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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변경 비고

신학기 3월 선거 (선거 후 학생회장 임기) 전년도 11월 선거(다음년도 3월부터 임기)

제12조(기구)

1. 학예부 : 예술 활동 및 회원의 교양, 취미, 오

락 활동에 관한 사항

2. 봉사부 : 각종 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

3. 체육부 : 회원의 심신 단련 및 체육 활동에 

관한 사항

4. 보도부 : 교지의 편집 발행 및 학생회 활동의 

홍보에 관한 사항

1. 학예부 : 예술 활동 및 회원의 교양, 취미, 오락 활동에 관한 사항

2. 봉사부 : 각종 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

3. 체육부 : 회원의 심신 단련 및 체육 활동에 관한 사항

4. 보도부 : 교지의 편집 발행 및 학생회 활동의 홍보에 관한 사항

5. 행사기획부 : 학생 자치 행사를 기획하고 관리한다.

6. 대외협력부 : 다른 학교와 교류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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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선출 및 자격)

중․고등부 회장, 부회장은 재학생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7, 8, 9학년은 중등, 

10, 11, 12학년은 고등)

전입생의 경우, 중,고등부 회장/부회장 및 

학생회 부장/차장은 선거일 기준 1년 이상 

재학한 자에 대하여, 학급 회장/부회장은 6

개월 이상 재학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중․고등부 회장, 부회장은 재학생(12학년 제외)의 직접 선

거로 선출한다. (7, 8학년은 중등, 9, 10, 11학년은 고등)

전입생의 경우, 중,고등부 회장/부회장 및 학생회 부장/차장은 

선거일 기준 두 학기 이상(이전학년도 2학기 전입생은 지원가

능) 재학한 자에 대하여(임기는 다음연도 3월 1일부터), 학급 

회장/부회장은 한 학기 이상 재학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제18조(선거권, 피선거권)

중등부 학생회장 피선거권은 9학년, 부

회장 피선거권은 8학년에게 있으며, 고

등부의 학생회장 피선거권은 11학년, 부

회장 피선거권은 10학년...

중등부 학생회장 피선거권은 8학년, 부회장 피선거권은 7학

년에게 있으며, 고등부의 학생회장 피선거권은 10학년, 부회

장 피선거권은 9학년(본교 10학년으로 진학 예정인 학생)...

제21조(선거 방법)

정·부회장 단독출마

중등: 런닝메이트 

고등: 정·부회장 단독출마(현행)

가 정 통 신 문

   제 2017- 107 호    
  

                                         
학생회 회칙 및 선거 변경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항상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학교발전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을 기원

합니다. 학생회 회칙과 학생회장 선거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중등학생생활지원부 : 6493-9513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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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한 국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