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제2회 용이중학교운영위원회 긴급 임시회
간사

위원장

학교장

본회의회의록
◦ 일시 : 2020년 5월 27일(수요일) 10시00분
◦ 장소 : 용이중학교 1층 도서관
◦ 회순
1. 개회

2. 국민의례

3. 학교장 인사

5. 보고사항

6. 안건심의

7. 폐회

4. 위원장 개의 선언

◦ 의사일정(부의된 안건)
1. 학생 가정 식재료 지원 사업(안)
2. 2020학년도 용이중학교 교육과정 편제 변경 운영계획(안)
3. 2020학년도 학사일정 운영계획 수정(안)
◦ 참석자 총 9명(재적 9명/불참 0명)
1. 학부모위원 : 강○철, 정○현, 박○철, 홍○희
2. 교원위원 : 교장 양○모, 교사 표○심, 교사 김○현
3. 지역위원 : 전○림, 현○
◦ 그 외 참석자: 행정실장 김○연(간사), 교감 강○숙, 서기 이○영
간 사:
(김○연)

- 지금부터 2020학년도 제2회 용이중학교운영위원회 긴급 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하여 경례.......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

- 다음은 교장 선생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네 안녕하세요 교장 양○모입니다. - 이하 생략 -

(양○모)
간 사 :

- 다음은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과 개회선언이 있겠습니다.

(김○연)
위원장 :

- 안녕하십니까. - 이하 생략 -

(강○철)

- 9명의 위원중 9명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학년도 제2회 용이중학
교운영위원회 긴급 임시회를 개회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간 사:

-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일 개최되었던 2020학년도 제1회 용이

(김○연)

중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 안건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학년도 용이중
학교급식 운영계획(안) 외 10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

위원장 :

고를 마치겠습니다.
-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강○철)

- 다음은 의안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학생 가정 식재료 지원 사업(안)
외 2건입니다. 먼저 학생 가정 식재료 지원 사업(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의

제안자:
(윤○정)
위원장 :

사봉 3타) 안건을 제안한 소관 부서에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 가정 식재료 지원 사업(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함>
- 식재료 꾸러미 품목에 대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하실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
부위원장: - 제가 오기전에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조사를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조사를 실시한
(전○림)
위 원:

결과 1번 농산물꾸러미와 4번 축산물꾸러미를 제일 선호하셨습니다.
- 지역상품으로 구매를 하는건 어떻습니까?

(정○현)
부위원장: - 지역상품으로 구매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축산물은 지역상품이 아닌거죠?
(전○림)
제안자 :

- 축산물도 평택축협에서 작업해서 납품하는 지역상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윤○정)
위 원:

- 축협이라고 해서 모두 평택 축산물은 아닐꺼라고 봅니다.

(정○현)
위원장 :

- 농산물도 꾸러미 품목을 보시면 모두 평택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아닌걸로 보입

(강○철)

니다. 그렇다면 선호도가 높은 품목중에 위원님들의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 것이

위 원:

어떻습니까?
- 동의합니다.

(일 동)
위원장 :

- 농수산물 꾸러미를 원하시는 위원님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명>

(강○철)

- 축산물 꾸러미를 원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7명>
- 그럼 식재료 꾸러미 품목은 축산물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다음 안건은 세 번째 2020학년도 학사일정 운영계획 수정(안)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

제안자 :

습니다.(의사봉 3타) 안건을 제안한 소관 부서에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0학년도 학사일정 운영계획 수정(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심의 받았던

(표○심)

학사일정에서 변동 된 내용은 선생님들 네분이 1급 정교사 연수를 8.20.일까지 연수를
가게 되어 그럴 경우 수업 결손과 담임선생님의 공백이 생겨서 여름방학을 8.1.~8.18.
에서 8.6.~8.23.일로 부득이 하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뀐 학사일정에 대해

위원장 :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하실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
위 원:

- 없습니다.

(일 동)
위원장 :

- 이의가 없으므로 2020학년도 학사일정 운영계획 수정(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

(강○철)

니다.(의사봉 3타)
- 다음 안건 2020학년도 용이중학교 교육과정 편제 변경 운영계획(안)을 상정하도록 하
겠습니다.(의사봉 3타) 안건을 제안한 소관 부서에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

제안자 :
(신○희)
위원장 :

다.
- 2020학년도 용이중학교 교육과정편제 변경 운영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함>
-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하실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
부위원장:

- 봉사시수가 전체적으로 6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었다는 거죠?

(전○림)
제안자 :

-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마땅히 봉사활동이 할곳이 없다보니 전체적으로 봉사시간이

(신○희)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학교자체에서도 10시간까지 주도록 되어있는데 저희 학교는 협의

한 결과 8시간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 - 작년 1학년 신입생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봉사활동을 많이 한 학생들은 걱정이 없는데
(전○림)

올해 신입생 같은 경우는 봉사활동이 코로나19감염병 사태로 인하여 봉사할 곳이 없다

제안자 :

보니 걱정이 많습니다.
-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8시간 까지 봉사시간이 주어지고 각 부서에서 최대 10시간까지

(신○희)

봉사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시스템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누구나 10시간을
봉사시간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학교에서 최대로 줄 수 있는 봉사시간은 최대

위원장 :

18시간입니다.
- 그럼 봉사시간이 부족하지 않나요?

(강○철)
부위원장 : - 그렇진 않습니다. 3년동안 40시간을 채우면 됩니다.
(전○림)
위원장 :

-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강○철)
위 원:

- 없습니다.

(일 동)
위원장 :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2020학년도 용이중학교 교육과정 편제 변경 운영계획(안)

(강○철)

은 원안대로 심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이상으로 2020학년도 제2회 용이중학교운영위원회 긴급 임시 운영위원회를 폐회를 선

기록자

포합니다.(의사봉 3타)
서기 행정실무사 이○영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