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회 내촌초등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회   의   록

위원장 학교장

◉ 일시: 2020년 4월 14일(화요일) 10시 30분
◉ 장소: 본교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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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일정
  * 제24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의 건
          (1) 2020학년도 내촌초등학교 제1회 학교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2019학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3) 2019회계년도 발전기금 결산 보고서
          (4) 2020년 해빙기 교육시설 안전점검 결과보고
          (5) 2020학년도 학사일정 변경
          (6) 2019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및 운영규정
          (7) 2020학년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8) 2020학년도 급식비 단가 변경
      
(추가 안건) 1. 2020학년도 학교규칙 개정
           2. 2020학년도 급식소위원회 위원선출

간  사: 국민의례는 생략하고 운영위원선출과정으로 학부모위원 2분 성한솔님, 신정원님, 지역위원 1분 
       이신서님, 교원위원 2분 당연직위원인 교장선생님, 김선아부장님으로 구성됨을 보고함.  
학교장: 위원들에게 인사말을 함.
* 제24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간  사: 학교장에게 위임을 받아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진행함. 2020학년도 제24기 학교운영위
       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하겠음.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제8조의 규
       정에 의거해 무기명투표로 하고 재적위원의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이 되며 1차 투표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료를 하여 최다득표자가 위원장으로 당선되게 됨을 설명함. 교원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투표용지의 명단에서 제외되었음을 설명하고 
       운영위원장 투표를 함. 
간  사: 투표결과 성한솔님이 4표, 신정원님이 1표를 받아 과반수 득표로 성한솔님이 위원장으로 당선됨. 
       위원장의 당선수락과 소감을 듣겠음.



위원장: 내촌초교육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겠음. 
간  사: 부위원장 투표를 위해 투표용지에 기표해 주기를 요청함
간  사: 투표 결과 신정원님 4표, 이신서님 1표로 신정원님이 과반수 득표로 부위원장 선출됨. 부위원장의 
        당선수락과 소감을 듣겠음.
부위원장: 위원장을 도와 열심히 하겠음. 
        (새로 선출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함)
1. 2019학년도 내촌초등학교 제1회 학교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안자: 2020학년도 내촌초등학교 학교회계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741,083,000원으로 그 명세는 붙임
       자료인 [2020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명세서]와 같음. 사업변경 및 보조금, 목적사업비 등 재정
       여건의 변화로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제안함. 
위원장: 질문 없으시면 이번 안건을 가결함. (의사봉3회)
2. 2019학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제안자: 2019학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심의받고자함. 세입 결산액은 939,125,84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925,303,400원임.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6,694,260원으로 
       2%정도 남김것임. 참고자료로 2019학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학운위 심의를 
       거쳐 교직원, 학부모에게 공개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위원장: 질문 없으시면 이번 안건을 가결함. (의사봉3회)
3. 2019회계년도 발전기금 결산 보고서 
제안자: 2019학년도 내촌초등학교 발전기금 결산보고서를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고자 함. 발전기금 세입액 
        30,700,560원으로 접수액이 26,200,000원, 이월액 및 이자수입 4,500,560원임. 세출결산으로 
         장학금, 영어수업 강사비 등으로 25,435,710원이 지출되어 현 발전기금 잔액은 5,264,850원임. 
위원장: 질문 없으시면 이번 안건을 가결함. (의사봉3회)
4. 2020년 해빙기 교육시설 안전점검 결과보고
제안자: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2항에 의거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보고함. 안전등급 B를 받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없었음을 설명함. 참고자료로 
        2020년 해빙기 교육시설 안전점검표를 제출함.
위원장: 질문 없으시면 이번 안건을 가결함. (의사봉3회)
5. 2020학년도 학사일정 변경
제안자: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학사일정 변경을 제안함. 2020학년도 총 수업일수 1~3학년은 
        171일, 4~6학년은 173일이며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고 2학기는 9월 1일부터 
        2021년 1월 12일임을 설명함. 
위원장: 질문 없으시면 이번 안건을 가결함. (의사봉3회)

 추가 안건 1. 2020학년도 학교 규칙 개정
제안자: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하고자 함. 제11조 수업운영에서 ‘학교장 허가 
       교환교류학습운영규정’을 ‘학교장 허가 교환학습운영규정’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6항 학교장허가 
       교환학습 본래의 취지에 반하여 운영하는 것을 지양한다 라는 학교장 허가 교환학습 목적을 
       추가함. 
위원장: 질문 없으시면 이번 안건을 가결함. (의사봉3회)
6. 2020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및 운영규정
제안자: 교사의 학습지도, 생활지도, 집산지성 등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른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및 운영규정을 심의받고자 함. 9~11월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 동료교원평가를 실시함. 일반교사는 학습지도, 생활지도, 집단지성, 교장, 교감은 



        학교경영을 평가영역으로 함.  교원능력개발평가 위원회는 평가관리자 교감 윤미옥, 평가실무자 
       교사 김선아, 학부모위원으로 성한솔, 신정원, 이신서, 학부모컨설팅위원으로 성한솔, 신정원으로 
       하고자 함.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위원과 학부모컨설팅위원은 겸임가능함을 설명함.
위원장: 질문 없으시면 이번 안건을 가결함. (의사봉3회)
7. 2020학년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제안자: 교육활동 침해 기준을 마련하고 예방대책 수립,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의 역할을 
        하며 교원능력개발평가 위원회 위원장으로 교감 윤미옥, 교원위원 김선아, 학부모위원 성한솔, 
        신정원, 이신서님으로 구성하고자 함. (의사봉3회)
위원장: 질문 없으시면 위 분들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함. 
8. 2020학년도 급식비 단가 변경
제안자: 급식인원 변경으로 인한 급식비 단가변경이 있어 학생 급식비는 3,660원에서 3,810원, 교직원 
       급식비는 4,050원에서 4,110원으로 변경을 제안함.
위  원: 급식비 단가가 변경된 이유를 질문함. 
제안자: 급식인원이 200명이하로 되어 단가 변경됨을 설명함
위원장: 질문 없으시면 이번 안건을 가결함. (의사봉3회)
추가안건 2. 급식소위원회 구성 
제안자: 학교급식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학교급식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함. 급식
       소위원회를 화현초, 지현초, 내촌중에서 2명씩, 본교에서 3명, 총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함. 본교에서는 
       학부모회에서 한분 학교운영위원중 한분으로 추천받고자 함. 
위  원: 이신서위원을 추천함.
위원장: 이신서위원이 수락하였기에 급식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함. (의사봉3회)
간  사: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의무, 청렴 및 불법찬조금 근절대책 연수자료를 나눠주고 설명함.
위원장: 이것으로 제1회 학교운영위원회를 마치겠음.

참석위원 명단: 이혜숙, 김선아, 성한솔, 신정원, 이신서 
기록자: 김윤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