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학부모회 대의원회 회의 결과(제2회)
회의일시

2019년 05월 02일

장소

학부모실

참석자

학부모회 대의원(학부모회 및 각 단체 임원)
1. 교장선생님 인사말씀
2. 부서활동 보고 및 요청사항
1)학부모회
2)자녀사랑회
3)녹색어머니회

회의안건

4)어머니폴리스
5)도서회
3. 안건
1)차기회의 일정 결정
2)학교행사 일정공유
4. 기타안건

내용

비고

1. 교장선생님 인사말씀
1) 우리학교 장관상, 시장상 수상
2) 학생 성교육 관련 강의 물색 중.
3) 학교 출입 불안정 : 시설 및 인력개선으로 출입문을 통제하기는 어려움,
학교후문으로 출입하는 학부모, 학원차량의 출입 자제를 부탁. 특히 등하교시간은 피하기
바람.
4) 녹색어머니회 봉사 잘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2. 부서활동 보고 및 요청사항
1) 학부모회
* 활동 보고 및 일정 공지
- 경기교육사랑 학부모 네트워크 2차협의회 운영회의 6월17일 예정
* 회의록 공고 : 학교 홈페이지 학부모방 회의록 내용 공고 및 e알리미 간단 내용 공고
요청
2) 자녀사랑회
회의내용

* 활동보고
- 녹색어머니회 활동지원 : 자녀사랑회 회장 4월 현장체험 음주측정 4회 시행,
- 식자재검수 : 4월 30일 자녀사랑회 회장 검수 완료
* 향후 일정 공유
- 녹색어머니회 활동지원 : 5월 현장체험 2회 음주측정 예정
3) 녹색어머니회
* 활동보고
- 4월 24~26일 철쭉행사 봉사 : 학교운영위원회 회장, 어머니폴리스 부회장 지원
- 녹색어머니회 연합회 정기회의 : 철쭉축제행사 날짜 정함, 발대식 계획
- 4월 19일 장애인행사 봉사
- 4월 30일 발대식 참석 : 녹색어머니회 회장, 부회장 참석
학부모회 임원 및 각 부서 임원 7명 지원 참석
* 향후 일정 공유
- 매월 둘째주 녹색어머니회 연합회 정기회의
4) 어머니폴리스
* 활동 보고
- 4월 11일 연합회 참석 : 어머니폴리스 연합회 임원진 선출(장소: 군포경찰서)

- 4월 19일 발대식 참석 : 어머니폴리스, 학부모폴리스 감사장 및 위촉장 수여
현 어머니폴리스 21개 학교, 학부모폴리스 9개 학교 참여
(장소: 군포경찰서)
- 4월 22일 군포지구대 관할 학부모폴리스, 어머니폴리스 소통의 장(장소: 군포지구대)
: 군포지구대장과 관할 학부모폴리스, 어머니폴리스 회원들과의 친목도모를 위한 소통
시간
: 폭력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자녀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있는
활동을 하자는 취지
: 안심순찰제도 홍보 : 주민이 평소 불안을 느끼는 장소를 신청하면 요청지점, 시간위
주로 순찰. 지역주민을 보다 세심하게 보호하는 순찰제도

* 향후 일정 공유
- 우리학교 캠페인 : 10월 22일 예정(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의미 있는 캠페인 계획 중)
<홍보물품–15cm 자(연합회 지원, 전교생 해당)>
- 자원봉사센터 방문 예정 : 학부모단체 개인봉사 실적을 쌓아 자원봉사단체로
등록할 수 있는 관련강의
5) 도서회
* 활동 보고
- 4월 장서정리 및 구연동화 활동
- 가족의 달 “책 읽어주세요!” 행사 학교 심의
- 세계 책의 날 행사 4월 23일 도서관 봉사
* 향후 일정 공유
- 가족의 달 “책 읽어주세요!” 행사주관(5월 7일~10일 4일간 10시30분~11시)
- 아나바다 책 벼룩시장(학교에 건의 및 심의를 받고 진행하려고 함.)
3. 안건
1) 차기회의 일정 결정
* 회의횟수: 상반기 한 달에 1번 / 하반기 두 달에 1번
* 차기회의일정: 6월 4일 화요일 10시
2) 학교행사 일정 공유
* 5월 체험학습 : 1학년 5월 8일 현장체험
* 알뜰시장(5.22) : 학교판매물품 많은 기부와 관심 부탁, 수익금 학교이름으로 기부
* 군포옥천 가족동반행사(5.24) : 많은 참여 부탁
* 군포빛깔체험학습(6학년)
* 6월 등굣길 음악회(6.11)
* 스포츠클럽대회주간(6/17~6/28)
* 독서 골든벨(6.24~6.28)
* 학교합창부 발표(6.27) : 홍보 및 참여 부탁 (재사용 가능한 현수막 피켓 필요)
4. 기타안건
1) 향후 부서별 학교행사 진행시에 원활한 홍보를 위해 현수막 및 홍보배너 요청 : 학교에 문
의
2) 학교출입관련사항
* 2~3시 이후 중학생 출입 목격 :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인 출입확인 및
하교시간 출입금지요청
* 방문 시스템 인지할 수 있는 홍보필요 : 학교입구 눈에 띄는 곳에 방문시스템 배너 설
치, 방문증 작성대 비치하여 방문록에 방문목적 정확하게 작성하고 방문증 받아 출입하
는 방법이 필요
* 안전대비를 위해 CCTV 위치 파악
향후일정
특이사항

2019년 6월 4일 화요일 10시 학부모실 회의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