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제 11회 신곡초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일시 :2020년 2월 5일 (수) 10:00-11:00
◦ 장소 : 교장실
◦ 회순
1. 개회선포 및 국민의례

2. 학교장 인사

3.위원장 인사 및 개의선언

4. 안건심의

5. 폐회

◦ 의사일정(부의된 안건)
19-70) 2020학년도 방과후학교 실행 계획(안)
19-71) 2019학년도 신곡초등학교 회게 7차 추가경정예산(안)
19-72) 2020학년도 신곡초등학교 회계 본예산(안)
19-73) 2020학년도 돌봄교실 과일 간식지원사업 신청 및 운영 심의(안)
19-74) 2020학년도 돌봄교실 특별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 선정(안)
19-75) 2020학년도 돌봄교실 및 유치원 간식 학부모경비부담사항 심의(안)
19-76) 2020학년도 유치원 특성화 교육활동 강사 선정(안)

간사

지금부터 2019학년도 제 11회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
니다. 모두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장선생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학교장

반갑습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
이 받으시고 올해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안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고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학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개회선언을 해주시겠
습니다.

위원장

안녕하세요? 참석 감사합니다. 12명의 위원 중 7명이 참여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1회 신곡초
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의안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70안 2020학년도 방과후학교 실행 계획(안)을 상정합니
다. (의사봉 3타) 담당 선생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2020학년도 방과후학교 연간운영계획을 바탕으로 편성된 세부 실행 계획을 심의받고자 합니다. 프
로그램명, 시간표, 강사, 운영횟수 및 인원, 수강료, 교재 및 재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0학년
도 방과후학교 연간운영계획의 강사 선정 계획에 따라 26개 부서의 강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최초
27개 강좌를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3차 재공고에도 지원자가 없어 프리테니스부는 폐강되었습니다.
총 4기로 운영되며 12주를 1회기로 운영합니다. 마지막 4기는 학교일정에 맞추어 4,5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수업시간은 90분 주1회 혹은 45분 2회, 영어는 3회로 운영됩니다. 수강료는 강사료와
수용비, 교재, 교구 및 재료비를 포함하여 책정되었습니다. 한자부 외 14개 부서의 교재 및 재료
는 지난 1월 23일 교재교구선정위원회를 거쳐 선정하였습니다.

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 70안 2020학년도 방과후학교 실행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원안가
결) (의사봉 3타)

위원장

다음 의안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71안 2019학년도 신곡초등학교 회계 7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담당 선생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행정실장 2019학년도 신곡초등학교 회계 7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목적사업
비를 각 사업에 맞게 편성하고, 학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별 예산금액을 조정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보시면 목적사업비(행정실무사 인건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

위원장

조리사, 조리실무사 인건비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 수익자 경비(방과후교육활동비, 급식비, 돌봄교
실운영비, 현장학습비 등)를 실수납액에 맞춰 조정, 기타행정활동수입(예금이자 외)을 추가 편성한 것
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보시면, 이전비, 교육활동홍보비, 교무학사운영, 입
학식 및 졸업식, 행정실 운영, 전기요금, 상하수도료를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5,6학년 책걸상 구입,
학교환경개선, 보건실 운영, 시설일반관리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경정예산(안)
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 71안 2019학년도 신곡초등학교 회계 7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원안가결) (의사봉 3타)

위원장

다음 의안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72안 2020학년도 신곡초등학교 회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담당 선생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행정실장 2020학년도 신곡초등학교 회계 본예산을 심의받고자 합니다. 2020학년도 예산액은 1,828,078,000원이며
작년과 비교하여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동일하게 계산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초등학교 기본
운영비: 479,555,000원, 유치원 기본운영비: 38,866,000원, 우유급식비: 38,700,000원, 방과후학교활동
비: 386,950,000원, 현장체험학습비: 72,080,000원, 청소년단체활동비: 20,855,000원, 졸업앨범비:
12,540,000원, 행정활동수입(사용료, 이자수입등): 10,680,000원, 이월금: 15,000,000원입니다. 세출예
산은 학교안전공제회비: 4,373,000원(초 4,400원, 유 2,530원), 학생건강검사: 14,025,000원, 수업보결
수당: 2,400,000원(시간당 단가 15,000원), 학습준비물구입: 28,980,000원(학생당 30,000원), 성장배려
학년제: 1,500,000원, 과학교과활동(실험실습 물품 및 안전장구): 6,860,000원, 영어교과활동(영어캠
프, 교과학습자료구입 등): 9,800,000원, 유치원교과운영: 16,049,000원, 학교특색사업운영:
30,000,000원, 현장체험학습활동(유,초): 83,030,000원, 동아리활동(컵,걸,RCY,아람단): 20,855,000원,
방과후학교운영: 386,950,000원, 돌봄교실운영: 10,560,000원, 도서구입:15,172,000원, 학생안전교육:
920,000원, 정보화기기구입: 15,320,000원입니다.
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 72안 2020학년도 신곡초등학교 회계 본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가결) (의사봉 3타)

위원장

다음 의안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73안 2020학년도 돌봄교실 과일 간식지원사업 신청
및 운영 심의(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담당 선생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교사

2020학년도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신청 및 운영에 대한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농림수산부에서는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 등 국민 건강증진과 국산 제철과일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하여
초등돌봄교실을 대상으로 사과, 배, 포도, 감귤, 단감, 복숭아 등의 6대 과종을 품목으로 하는 과일 간
식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본교는 컵(1인분씩 포장) 형태로 희망공급방식을 신청하였습니다.
과일 간식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 73안 2020학년도 돌봄교실 과일 간식지원사업 신청 및 운영 심의(안)은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원안가결) (의사봉 3타)

위원장

다음 의안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74안 2020학년도 돌봄교실 특별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 선정(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담당 선생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교사

위원장

2020학년도 돌봄교실 특별프로그램 운영 강사선정에 대한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1차 서류심사 통과자
를 대상으로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선정하였으며 컴퓨터, 창의인성놀이, 사물놀이, 창의미술의 지원
분야 에 따라 강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최종 선정 명단은 첨부한 내용과 같습니다. 주당 1회 1시간 운영
하며 강사비는 교육청 지원금으로 지급하며 시간당 3만원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 74안 2020학년도 돌봄교실 특별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 선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가결) (의사봉 3타)

위원장

다음 의안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75안 2020학년도 돌봄교실 및 유치원 간식 학부모
경비부담사항 심의(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담당 선생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교사

2020학년도 돌봄교실 및 유치원 간식 학부모경비부담사항 관련하여 이에 대한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학부모경비 산출 기초 금액은 초등돌봄간식 45명*240일*1,500원=16,200,000원,
유치원간식 23명*180일*1,500원=6,210,000원입니다. 급식기간은 2020.3.1. ~ 2021.2.28.이며, 급식일
수와 희망 인원은 학사일정, 학교사정, 학생 희망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계약 방법은 입찰을 통
해 실시하였으며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현재 6개 업체입니다. 이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설명회를 개최
하여 80점 이상 업체를 선발하고 그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출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업체 선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
교사

위원장

학부모경비 산출 기초 금액이 초등과 유치원을 포함하여 2천만원이 넘는 경우, 2단계 입찰로 진행됩니
다. 공고 결과 현재 6개 업체가 들어온 상황이며 내일 제안설명회를 개최한 뒤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80점이 넘는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출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 75안 2020학년도 돌봄교실 및 유치원 간식 학부모경비부담사항 심의(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가결) (의사봉 3타)

위원장

다음 의안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76안 2020학년도 유치원 특성화 교육활동 강사 선
정(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담당 선생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교사

2020학년도 유치원 특성화 교육활동 강사 선정과 관련하여 결과를 심의받고자 합니다. 강사 모집 공고 결
과 클레이, 체육 부분에서 각 1인이 지원하여 심사를 하여 첨부한 내용과 같은 강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러나 영어 지원 분야에서는 지원한 1인이 개인 사정으로 지원을 취소하여 추후 다시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럼 1학기에 영어 교육활동이 없는 것인가요?

위원
교사
위원장

재공고를 통해 강사를 뽑고, 다음 회의에서 선정 결과를 심의 받은 뒤 1학기에도 영어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 76안 2020학년도 유치원 특성화 교육활동 강사 선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원안가결)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상으로 제 11회 신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출석위원
(7명)
기록자

간사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