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회 내촌초등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회   의   록

위원장 학교장

◉ 일시: 2021년 7월 15일(목요일) 15시 
◉ 장소: 본교 연구실 (ZOOM 비대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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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일정
     (1) 2021학년도 2학기 내촌초등학교 학사일정 

     (2) 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3) 2021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 수정 및 여름방학 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 

     (4) 2022학년도 3월 1일자 신규 혁신학교 신청 심의

간  사: 국민의례는 생략하고 시작함.
학교장: 위원들에게 인사말을 함.
위원장: 위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개회 선언을 함. 
1. 2021학년도 2학기 내촌초등학교 학사일정   
제안자: 학교교육과정과-10735(2021.7.5.)호 관련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따라 2021학년도 
       2학기 학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함. 학기 중 대체공휴일 3일이 추가되어 2학기 종료일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월 6일로 변경하고자 함. 
위원장: 추가 질문이 없으므로 이번 안건을 가결함. 

2. 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안자: 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을 심의받고자 함. 첨부자료를 보며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등을 설명함. 
위  원: 평가는 언제하는지 질문함.
제안자: 2학기 학교 사정(인사이동)에 따라 9월이나 11월로 예정하고 있음.
위원장: 추가 질문이 없으므로 이번 안건을 가결함. 

3. 2021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 수정 및 여름방학 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 
제안자: 2021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 수정 및 여름방학 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회을 심의받고자 함. 
       2021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에 수익자 부담금 환불 규정을 신설하여 수익자 부담의 
       급간식비는 대상 기간의 50% 미만 출석 시 나머지 50%는 환불하고 50%이상 출석시에는 환불
       하지 않음으로 함. 2021학년도 여름방학시 놀이체육 프로그램을 추가하기로함. 여름방학 돌봄 



       운영기간, 돌봄 방학기간, 중식 및 간식 제공 계획을 설명함.
위  원: 방학 중 돌봄 참여학생이 몇 명인지 질문함.
제안자: 10명 정도임.
위  원: 10명이면 나머지 인원을 3학년도 추가로 받을 수 없는지 질문함.
제안자: 원래 돌봄교실 정원이 20명 미만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10명이 이내로 운영하게 되었음을 설명함.
위원장: 추가 질문이 없으므로 이번 안건을 가결함. 

4. 2022학년도 3월 1일자 신규 혁신학교 신청 심의
제안자: 2021년 6월 21일부터 6월 30일 기간동안 교직원 및 학부모 의견 수렴을 받아 2022학년도 신규 
       혁신학교 지정을 신청하고자 함. 교직원 및 학부모 설문결과 찬성률 70.8%, 95.6%로 찬성률이 
       높아 신청하고자 함. 
위원장: 질문 없으시면 이번 안건을 가결함. 
위원장: 추가 질문이나 의견을 물어봄. 
제안자: 2021학년도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은 2년을 임기로 하여 2020학년도 교권위원과 학부모위원이 
       그대로 구성되어 진행됨을 설명함. 
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제2회 학교운영위원회를 마치겠음.
간  사: 회의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의무, 청렴 및 불법찬조금 근절대책 연수자료를 설명함.

참석위원 명단: 안광인, 김민홍, 성한솔, 신정원, 이신서 
기록자: 김윤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