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학부모회 대의원회 회의 결과(제3회)
회의일시

2019년 06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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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학교 신청 관련 안내 및 설명
- 미래형 인재를 위한 시스템
- 지차체와 경기도의 예산지원
- 학부모 동의서 e알리미로 회신
- 예상되는 효과: 예산, 학교 자율성 및 다양성, 교사의 전문성, 교사와 학생의 민주적 효
과, 학생자치회 활성화 및 담당교사 초빙 가능
2) 엘리베이터 공사로 인해 여름방학에 방과후 프로그램은 2주 쉬고 시작, 돌봄교실 1주 쉬
고 시작
3) 학부모회, 자녀사랑회, 어머니폴리스, 도서회 임원들의 아낌없는 봉사활동에 대한 감사말
씀
2. 부서활동 보고 및 요청사항
1) 학부모회
회의내용

* 활동 보고 및 일정 공지
- 6월 14일 학부모교육 : 홍보필요
- 체육대회 준비
- 6월 27일 합창부 발표: 관심과 홍보필요
* 차기회의 일정 계획 : 하반기 2회 예정(9월 3일 화요일, 11월 첫째 주)
차년 각 부서 계획 의견교환
2) 자녀사랑회
* 활동보고
- 녹색어머니회 활동지원 : 자녀사랑회 회장 5월 음주측정 4회 시행
6학년 빛깔체험(2일, 30일)
생존수영(22일, 28일)
- 식자재검수 : 자녀사랑회 회장 2회 검수 완료(5월 14일, 28일)
* 향후 일정 공유
- 엘리베이터 공사 시 안전관리
3) 녹색어머니회
* 활동보고
- 스쿨존 캠페인 참석

5월 14일 능내초(녹색어머니회 부회장 참석)
5월 16일 부곡중앙초(녹색어머니회 회장 참석)
5월 21일 산본초(녹색어머니회 회장 참석)
* 향후 일정 공유
- 매월 둘째 주 녹색어머니회 연합회 정기회의
4) 어머니폴리스
* 활동 보고
- 5월 3일 자원봉사센터 방문
- 5월 23일 모범청소년 포상 및 장학금 수여식 참여
★어머니폴리스 회장 감사장 받음.
- 5월 24일 군포초 학교폭력캠페인 참석

* 향후 일정 공유
- 우리학교 캠페인 : 10월 22일 예정(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의미 있는 캠페인으로 계획
중)
5) 도서회
* 활동 보고
- 5월 장서정리 및 구연동화 활동
- 가족의 달 “책 읽어주세요!” 행사 완료(5월 7일~10일 4일간 10시30분~11시)
* 향후 일정 공유
- 아나바다 책 벼룩시장(학교에 건의 및 심의 받고 10월에 개최할 예정)
3. 안건
1) 차기회의 일정 결정
* 차기회의일정: 9월 3일 화요일 10시
2) 학교행사 일정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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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학교의 이해를 위한 학부모 자료제공과 설명회의 필요성이 있음
2) 도서관 책을 손쉽게 찾고 정리하는 방법 필요
(의견교환 : 컴퓨터 검색, 종류별 정리, 정리하기 쉬운 넉넉한 자리 등)

향후일정
특이사항

2019년 9월 3일 화요일 10시 학부모실 회의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