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회 하중초등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운영위원장

2022년 5월20일(금요일) 15:00

<의사일정>

1.개회사

2.국민의례

3.학교장인사

4.운영위원장 개의 선언

5.안건 심의

6.폐회

<심의안건>

1. 안건심의
1)2022학년도 6학년 졸업앨범 업체 선정 안 건
2)6학년 1일형 체험학습(수익자부담) 안 건
3)2022학년도 두드림학교 운영 계획 안 건
4)2022학년도 초등돌봄 프로그램 강의 시간 연장 건
5)2022학년도 하중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안 건

간

사

-2022학년도 제2회 학교운영위원회 하중초등학교 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음.
-국민의례.(생략)

간

사

-학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음.

학교장

-오늘은 학생자치회에서 참석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코로나로 인해 변경되었던
학사일정 시간표가 정상화 됩니다. 5월 초부터는 이동수업 및 모둠학습은 정상화 되었
습니다.

위원장

-2022학년도 제2회 학교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함. (의사봉 3타)
-심의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하겠음.

안○○

(1안) 2022학년도 6학년 졸업앨범 업체 선정 안 건
(유인물에 따른 안건 설명)
1. 2022학년도 6학년 졸업앨범 업무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였음.
1) 수요조사 실시 – 졸업앨범 제작희망 97.4%(74/82)
2) 1회 졸업앨범 선정위원회를 조직하여 앨범 제작 방향 및 사양 논의(4.21.)
(앨범선정위원회 위원: 교감선생님, 6학년 담임 3명, 6학년 학급대표 3명 / 온라인)
3) 2회 앨범선정위원회에서 기존 업체 계약 유지에 합의(4.28.)

: 사진명가스튜디오 한국(대표 임성희) 최종 업체 확정
4) 업체설명회를 통해 2022학년도 앨범 제작 방향 및 사양 논의
※ 선정위원회 협의, 업체 선정 합의, 업체 설명회, 최종업체선정 및 앨범 사양 결정
: 소속 초등학교의 결정사항에 따름
-세부사항은 유인물 참조.
위원장
위원들
위원장
김○○

-질의 요청
-질의 없음
-질의 없어 원안대로 가결선포(의사봉 3타)
(2안) 6학년 1일형 체험학습(수익자부담) 안 건
(유인물에 따른 안건 설명)
현장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대한민국역사 박물관, 6월 24일(금)
1인당 소요 경비 – 24,920원, 차량비는 환불되지 않음.
체험학습 사전 안전교육, 사후 활동 실시 예정
-세부사항은 유인물 참조.

위원장
위원들
위원장

-질의 요청
-질의 없음.
-질의 없어 원안대로 가결선포(의사봉 3타)

채○○

(3안) 2022학년도 두드림학교 운영 계획 안 건
(유인물에 따른 안건 설명)
운영기간 – 2022.4월~12월, 방과후
대상-기초학습이 부족한 학생과 두드림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학생
운영방법-담임교사, 교과전담교사
대상과목-전 교과(예체능 포함)
지도시간-방과후 1일 1시간(40분)이상
강사료-단위 시간당 40,000원
-세부사항은 유인물 참조.

위원장
위원들
위원장

-질의 요청
-질의 없음.
-질의 없어 원안대로 가결선포(의사봉 3타)

시○○

(4안) 2022학년도 초등돌봄 프로그램 강의 시간 연장 건
(유인물에 따른 안건 설명)
2022년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 지원 사업 교육경비를 교부받아 예산집행(1,960,000원)
및 사업추진에 의거하여 강사시간 및 강사료를 변경하고자 함.
현재 강사료 40분/30,000원에서 60분/45,000원으로 변경
-세부사항은 유인물 참조.

위원장
위원장
시○○
위원들
위원장

-질의 요청
-돌봄전체 시간이 늘어나는건 아닌가요?
-네. 돌봄시간 안에 방과후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추가질의 없음.
-추가질의 없어 원안대로 가결선포(의사봉 3타)

임○○

(5안) 2022학년도 하중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안 건

(유인물에 따른 안건 설명)
하중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 규정 개정 및 그에 따른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 개정, 학
생회 규정 제정
- 규정개정심의위원회구성(3월초)
-4월 4일 교직원회의를 통한 제·개정안 발의
-가정통신문(~4월 15일까지)과 학생회 회의를 통한 학무보·학생 의견 수렴
- 4월 20일 규정개정위원회 개최
- 과반수 이상 참석 (7/8), 과반수 이상 찬성(7/7)으로 개정안 및 제정안 가결됨.
<이후 진행 절차>
학교운영위원회 확적 결과 결재, 공포 및 보고 규정 안내(홈페이지 및 정보공시)탑재
-세부사항은 유인물 참조.
위원장
위원들
위원장

-질의 요청
-질의 없음.
-질의 없어 원안대로 가결선포(의사봉 3타)
-기타 안건 없음.

위원장

-안건 심의 모두 마침. 다른 협의 사항 없으면 회의를 마침. 폐회 선포.(의사봉 3타)

◆ 출석위원 : 총 15명
(이○○, 정○○, 채○○, 조○○, 박○○, 임○○, 이○○, 이○○, 윤○○, 송○○, 김○
○, 유○○, 학생 - 진○○, 고○○, 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