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학부모회 대의원회 회의 결과(제1회)
회의일시

2019년 04월 09일

장소

학부모실

참석자

학부모회 대의원(학부모회 및 각 단체 임원)
1. 학부모회 회의 횟수 및 차기회의 일정 결정
2. 학교행사 일정 공유
3. 학부모회

회의안건

4. 자녀사랑회
5. 녹색어머니회
6. 어머니폴리스
7. 도서회
8. 학부모 연수 및 교육

내용

비고

1. 학부모회 회의 횟수 및 차기회의 일정 결정
* 회의횟수: 상반기 한 달에 1번 / 하반기 두 달에 1번
* 차기회의일정: 5월 2일 목요일 11시(중요안건이 많아 가까운 시일로 정함.)
2. 학교행사 일정 공유
* 4월 체험학습/ 과학체험주간(4.22~4.26) / 핚교운영위원회 / 세계책의 날 행사(4.23)
* 5월 체험학습 / 알뜰시장(5.22) / 군포옥천 가족동반행사(5.24) / 군포빛깔체험학습(6학년)
* 6월 등굣길 음악회(6.11) / 스포츠클럽대회주간(6/17~6/2) / 독서 골든벨(6.24~6.28)
3. 학부모회
* 활동 보고 및 일정 공지
- 경기교육사랑 학부모 네트워크
1차협의회 운영회의 참석(3.28) / 차기회의 6월17일
* 학부모회 정체성 필요, 학부모회 특성 파악 필요, 학부모회의 뚜렷한 주관이 필요.
* 학부모회 전년도 기수분들의 인수인계 필요
회의내용

* 회의록 공고 : 학교 홈페이지 학부모방 회의록 내용 공고 및
e알리미 간단 내용 공고 요청
4. 자녀사랑회
* 체육대회 시 회원들의 자발적이고 발빠른 참여 필요
* 체육대회 개최 시 전년도 미비했던 점을 보완되기 위해 자녀사랑회가 행사 계획과
진행에 적극 참여할 계획.
5. 녹색어머니회
* 활동 일정공지
4월 9일 녹색어머니회 협의회 참석
4월 24~26일 철쭉행사 4명 봉사자 필요
4월 19일 장인행사 2명 봉사자 필요(12시30분까지 행사장 대기/오후 2시~3시 행사)
4월 30일 발대식 10명 참석자 필요 오전 11~12시
* 녹색어머니회 활동 관련
- 향후 일정표 조정 필요 : 현재 1~6학년 섞어서 나눈 일정표보다는 각 학년과 반 별
순으로 일정표를 계획하면 혼란과 일정공백을 줄일 수 있음.
- 월별 일정표를 학부모회실에 배치하여 학부모가 일정 체크시 도움을 주는 방안.
- 각 반 대표가 학부모에게 문자 공지 시 주별, 일별 2번 공지 및 문자회신 요청

ex) “00월 00일이 녹색어머니회 활동일입니다. 시간이 안되시면 미리 연락해주세요.
일정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자를 확인하셨으면 회신 바랍니다.”
- 현장체험 시 체계적인 활동필요 :
음주측정기 위치 파악 및 공지, 활동순서와 방법 공지 및 숙지
6. 어머니폴리스
* 활동보고 및 향후 일정 공지
- 2019년 학부모참여 미비로 22년간 이어져 왔던 주1회 봉사활동이 격주 1회 활동으로
변경됨.
차년도에는 주1회 활동으로 전환하여 학생안전에 기여할 수 있게 건의하고자함.
- 4월11일 군포시 어머니폴리스 연합단 임원진 선출 참여 예정.
- 4월 셋째주 중 발대식 참여 예정(날짜 미정)

* 캠페인 관련
- 옥천초등학교만의 자체적 캠페인 활동 개설(세부계획은 차기 회의에 제출)
* 시니어 봉사자 활동
봉사자 분들의 적극적인 봉사가 필요하여 담당부서에 건의 예정.
7. 도서회
* 도서회 활동 보고
- 회원부족 : 재공고하여 회원 5명 충원
- 장서정리 및 구연동화 일정표 작성 및 공지
* 향후 계획 중인 행사 공유
- 책의 날 주간 “책 읽어주세요!” 행사
- 아나바다 책 벼룩시장
- 위 행사 계획을 학교에 건의 및 심의를 받고 진행하려고 함.
8. 학부모교육
* 향후 학부모연수 및 교육 시 학부모회의 책임하에 20명 이상 채우기
* 학교 대토론회 적극 참여 부탁
* 학부모연수 및 교육 요청 : 성교육, POP, 캘리그라피 강좌 등

향후일정
특이사항

2019년 5월 2일 목요일 11시 학부모실 회의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