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학부모회 대의원회 결과(제4회)
회의일시

2019년 09월 03일 오전 10시

장소

학부모실

참석자

학부모회 대의원(학부모회 및 각 단체 임원)
1.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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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감선생님 인사말씀
1) 교감선생님 : 부임 인사
“혁신의 혁신” 외부로 보여지는 혁신이 아닌 내실을 다지는 혁신이 중요.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고 생각
2) 교장선생님 : 혁신학교에 대한 생각 : 학생, 교사, 학부모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함
현 학교 상황 - 상담실 운영
- 6학년 연극 프로그램 추진 중
- 엘리베이터 공사 : 관 이동 작업 중, 올해 하반기 공사예정
- 바닥공사 : 원목 대신 친환경 바닥재로 공사
- 치어댄스 동아리 및 합창부 : 열정적으로 활동 중
- 학부모회 활동지원: 학부모가 학교를 위해 하고 싶은 활동 적
극 지원 예정
2. 부서활동 보고 및 요청사항
회의내용

1) 학부모회
* 요청사항 : 언제든지 각 부서에 도울 일이 있을 경우 적극 지원 요청.
- 옥천 한마당 준비 : 자녀사랑회 인원 부족시 지원
즐거운 학부모회 활동을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 진행(댄스)
- 내년 학부모 총회에 각 학부모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관한 설명 필요함.
이에 관해 각 부서에서 준비가 필요.
* 차기회의 일정 계획 : 11월 첫째 주 목요일 10시
차년 각 부서 계획 의견 교환
2) 자녀사랑회
* 활동보고
- 녹색어머니회 활동지원 및 식자재검수
* 향후 일정 공유
- 옥천 한마당 준비 중 : 현재 인원 3명 부족,
행사일까지 충원이 되지 않을 경우 학부모회에서 적극 지원
3) 어머니폴리스
* 활동 보고

- 격주 폴리스 활동 잘 이루어지고 있음.

* 향후 일정 공유
- 캠페인 준비 중 : 10월 22일(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의미 있는 캠페인)
5) 도서회
* 활동 보고
- 7~8월 장서정리 및 구연동화 활동
* 향후 일정 공유
- 아나바다 책 벼룩시장(학교에 건의 및 심의 받을 예정)
3. 안건
1) 차기회의 일정 결정
* 차기회의일정: 11월 7일 목요일 10시
2) 학교행사 일정 공유
* 옥천한마당(9.19)
* 도서대전(9.20) : 학교 합창부 활동
* 등굣길 음악회(9.24)
* 앙상블, 합창부 공연(10.16)
4. 기타안건
1) 2개월에 한 번이 아니더라도 필요할 때 긴급 학부모회 회의 요청

향후일정
특이사항

2019년 11월 7일 목요일 10시 학부모실 회의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