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회 내촌초등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회   의   록

위원장 학교장

◉ 일시: 2019년 6월 28일 금요일, 오후 4시
◉ 장소: 본교 교장실

◉ 회순
1. 개회          2. 국민의례            3. 보고사항        4. 학교장 인사      
5. 안건심의            6. 폐회

◉ 의사일정
       (1) 졸업앨범 업체 선정의 건
       (2) 2019학년도 5,6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운영계획
       (3) 2019학년도 내촌초등학교 2학기 학사일정 변경 (안)
       (4)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급식파업에 따른 대책마련(안)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개회 선언을 함. 국민의례는 생략하고 학교장 인사를 하고 안건
심의에 들어감. 
1. 졸업앨범 업체 선정의 건 
제안자: 2019학년도 내촌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의 졸업앨범 제작을 위한 업체 선정 및 계약을 심의
       받고자 함. 졸업앨범 제작 업체는 베이비왕국과 이솝포토임. 다양한 업체가 참여해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학생수가 너무 적어 그러지 못한 상황이며 접수업체는 작년과 동일한 2곳임. 
       두 업체가 내용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작년에 했던 베이비왕국이 우리 학교에 대해 많이 
       파악하고 알고 있어서 행사사진 등 촬영을 알아서 잘 해줌. 단가도 동일한 상황이라 베이비
       왕국을 선정하는 것이 좋을거 같음
위원장: 작년에도 베이비왕국에서 한걸로 아는데 금액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없으면 베이비왕국으로 
       계속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거 같음
위원장: (위원들에게 거수를 물어 만장일치로 베이비왕국으로 결정이 됨) 이번 안건을 가결함.
2. 2019학년도 5,6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운영계획
제안자: 2019학년도 5,6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을 9월 19일~9월 20일, 1박2일로 인천광역시 일대로 
정하고 영종스카이리리조트를 숙소로 정하고자 함. 예상경비는 모두 학교 전액 지원할 예정임.
위원장: 원래 2박3일 계획이었는데 1박 2일로 줄어서 아이들이 너무 아쉬워함. 내년부턴 날짜를 줄
이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음.
위원: 수업일수 때문에 줄였다고 했는데 아이들은 그것까지 모르니까 너무 서운해함
위원장: 관광버스로 가는지 물어봄
제안자: 관광버스로 감. 일정이 줄은 만큼 교육활동도 많아지고 교과와 연계된 활동들이 많음.
위원장: 질문 여부를 묻고 없기에 안건을 가결함.
3. 2019학년도 내촌초등학교 2학기 학사일정 변경 (안) 
제안자: 공동조리교 급식일정으로 인해 2학기 학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함. 수업일수는 190일로 변동이



        없으며 2학기가 8월 19일에 개학하여 2020년 1월 6일에 종업식과 졸업식을 하게 됨.

위원장: 질문 여부를 묻고 없기에 안건을 가결함. 
4.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급식파업에 따른 대책마련(안)
제안자: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급식파업에 따라 2019년 7월 3일 정상적인 급식운영이 어려워 빵과 
       주스 등의 간편식으로 대체하고자 함. 
위원장: 빵과 주스 말고 다른 걸로 대체할 수는 없는지 질문함
제안자: 점심이 될 만한 것은 제공하면 안된다고 함. 대체직도 쓸 수 없고 간편식 아니면 도시락을 
       싸오게 해야 함.
위원장: 이번 파업이 잘 마무리되서 아이들에게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음.
위원장: 질문 여부를 묻고 없기에 안건을 가결하며 제2회 학교운영위원회를 마침.

참석위원 명단: 이혜숙, 김선아, 김혜옥, 이정순, 성한솔 
기록자: 김윤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