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촌초등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회   의   록

위원장 학교장

◉ 일시: 2020년 11월 4일(수요일) 오전11시 
◉ 장소: 본교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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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일정
  (1) 2020학년도 내촌초등학교 제3회 학교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2020학년도 여름철 안전점검결과 보고    
  (3) 2020학년도 졸업앨범제작
  (4) 2020학년도 방과후특생교육 프로그램(영어) 운영계획
  (5) 특수교육 방과후 강사 선정  
  (6) 2020학년도 방과후학교 강사료 지급 변경    

국민의례는 생략하고 교장선생님과 운영위원장의 인사말 후 개회선언을 하고 안건심의에 들어감. 
1. 2020학년도 내촌초등학교 제3회 학교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안자 : 2020학년도 학교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과 세출의 내역을 설명함. 세입으로 시보조(문

화예술교실), 돌봄전담사인건비, 특수방과후운영비, 학교통일교육비, 학교방역요원비, 행정실
무사인건비, 아동특별돌봄지원금, 돌봄운영비, 급식원 인건비는 증액하고 시보조(생존수영비, 
마을강사지원비), 옥상난간, 농산어촌 방과후운영비, 흡연예방교육비, 학교급식경비, 방과후활
동비, 돌봄간식비는 감액함을 설명함. 세출로 교원연구비, 교육공무원 기타 인건비, 급식실 
운영비, 보건실 운영비, 흡연·성교육자료비, 방역소독비, 비품구입비, 당직원 운영비, 미화원 
운영비는 증액하고 이전비, 공기질측정비, 한마음축제비, 수학·현장학습비, 관내외출장여비, 
전기요금, 상수도요금은 감액함을 설명함. 

위   원: 방역 소독비 외에 놀이터는 소독을 하는지 질문함.
제안자 : 놀이터는 1년에 한번씩 소독을 하는데 9월에 했음을 설명함.
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안건을 가결함. (의사봉 3회)
2. 2020학년도 여름철 안전점검결과 보고
제안자 :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2항에 의거 시설물 안전점

검 실시결과를 보고하며 안전점검표 결과지를 설명함.
위   원: 안전점검을 일년에 몇 번하는지 질문함.
제안자 : 안전점검은 일년에 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3번 실시함을 설명하고 소방 안전점검에 대해 

설명함.
위   원: 학교 건물의 외벽자재는 방염처리가 되어 있는건지 질문함.
제안자 : 현재 건물 외벽은 드라이비트인데 교육청 공사 선정이 안되어 공사를 못하고 있음을 설명하

고 계속 신청중임을 설명함.
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안건을 가결함. (의사봉 3회)



3. 2020학년도 졸업앨범 제작  
제안자 : 2020학년도 제87회 졸업생의 졸업앨범 제작을 위한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심의받고자 함. 

업체는 스쿨티니셀과 이솝포토이며 각각의 졸업앨범 면수와 단가를 설명함. 두 업체의 단가
가 32,000원 차이가 나는데 스쿨티니셀은 전국구로 사진기사를 파견하여 단가가 저렴한 이유
를 설명함. 졸업앨범 샘플을 보고 6학년 학생들은 스쿨티니셀 업체로 하기를 원함을 설명함. 

위   원: 인터넷을 통해 요즘 졸업앨범을 검색해 보았는데 스쿨티니셀업체의 샘플처럼 좀 작은 사이
즈의 앨범이 예쁘고 좋은거 같음을 얘기함.

위 원 장 : 더 이상의 질문이 없기에 업체선정을 거수로 정하기로 함.
위 원 장 : 위원들 모두 스쿨티니셀업체가 적당하다고 거수하였기에 2020학년도 제87회 졸업앨범 제작
         업체는 스쿨티니셀로 결정하였음. (의사봉 3회) 
4. 2020학년도 방과후특생교육 프로그램(영어) 운영계획
제안자 : 2020학년도 방과후 특색교육프로그램 영어과목 운영을 위한 계획을 심의 받고자 함. 이만수

장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익자부담없이 11월과 12월 방과후 특색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 하며 운영계획서를 보며 자세한 내용을 설명함.

위   원: 각 학년의 수강자 수를 질문함.
제안자 : 수강자수는 1,2학년 14명, 3,4학년 24명, 5,6학년 15명임을 설명하고 3,4학년은 수가 많이 

주1회 수업으로 3학년, 4학년 각각 수업을 하기로 함을 설명함.
위   원: 강사들의 이력을 질문하며 원어민강사로 모집하면 좋겠다는 말을 함.
제안자 :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강사 섭외가 힘들었는데 내년에는 원어민강사도 섭외를 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활용해 보기로 함.
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안건을 가결함. (의사봉 3회)
5. 특수교육 방과후 강사 선정
제안자 : 내촌초 특수교육대상자 중 꿈e든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이 있어 학부모와의 상담 

후 동의를 얻고 학생과 학부모 선호도 조사를 통해 특수교육 방과후교실 ‘놀이체육’을 운영
하고자 함. 11월부터 내년 1월 12일 방학전까지 운영될 것임을 설명함.  

위   원: 놀이체육강사의 이력을 질문함.
제안자 : 현재 사랑반에는 지체장애아는 없음을 설명하고 놀이체육강사가 특수체육관련 자격증은 없

지만 유아놀이 관련 자격증이 있음을 설명함. 현재 금요일에 놀이체육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 
이미 아이들과 친숙함을 설명함.

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안건을 가결함. (의사봉 3회)
6. 2020학년도 방과후학교 강사료 지급 변경 
제안자 : 2020학년도 방과후학교를 수익자 부담에서 발전기금을 사용해 무료로 전환하게 되어 심의

를 받고자 함. 
위   원: 창의블럭은 로봇키트는 왜 안하는지 질문함.
제안자 : 창의블럭 수강 지원학생 37명의 로봇키트 구입시 200만원의 예산이 들어 창의과학만 실시

하기로 함을 설명함. 
위 원 장 : 더 이상의 질문이 없는지 묻고 안건에 대해 이의사항이 없는지 질문함.
        (참석 위원 모두 질문사항이 없음을 대답함)
위 원 장 : 다른 질문 여부를 묻고 없기에 제5회 내촌초등학교운영위원회를 마침.(의사봉3회)
참석위원 명단: 안O인, 김O아, 성O솔, 신O원, 이O서
기록자: 김O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