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제1회 학부모회 대의원회
1. 회의 일시 : ２０２2.５.１0 오전 10시
2. 회의 방법 : 통일초등학교 2층 학교운영위원회실
3. 참석자 : 학부모회 임원, 각 학년 대표, 학급 대표, 기능별 대표(급식모니터링, 리딩맘,
녹색), 유치원 각 반대표, 부대표 – 총20명(참석12명, 위임8명)
4. 회의 안건
가. 학부모회 활동 계획
나. 학부모회 소통 건 (온라인 소통 공간 개설)
다. 기타 안건 및 건의 사항

순 서

안건 및 세부사항
•

회장 인사 및 박지연 부회장님께서 성원확인.

•

학부모회 부회장: 학부모회 규정에 따라 대의원회 성립 요건은 재적인원

성원 확인

의 과반수 참석입니다. 현재 대의원

및

24명 중 20명이 참석(위임장 8명

포함)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개회 선언

•

교장선생님 인사: 내용 생략

개회선언
회의록

오늘 대의원회 회의 내용은 김진란 감사님께서 작성해 주시겠습니다.

작성자 선임
•

학부모회장:
1) 2022학년도 학기 초 오미크론의 갑작스런 확산에 학부모회 연수 및
활동이 늦어지면서, 대의원회가 늦어진 점에 대한 양해 말씀 드립니다.
2) 통일초 대의원회 구성 및 각 기능별 활동보고가 있겠습니다.
- 급식모니터링(김현진대표 참석)

1. 학기초 신청자를 취합, 2022학년도 검수 및 급식 모니터링 일정 안내함
2. 검수 모니터링 : 8시-8시30분/급식모니터링 : 11시50분-12시 사이
운영 전반
전달사항
및 안내사항

- 리딩맘(김윤희부대표 참석) :
2022학년도 2학기에 코로나19 상황 추이를 지켜보며 진행 예정
- 녹색어머니회(서종대대표) : 김진란 감사가 대행으로 보고
1. 교통봉사 어르신들의 대면 교육으로 인한 비활동일이 발생, 녹색어머니
신청 학부모님들의 봉사일 추가로 필요하게 됨.
2. 봉사 일정을 녹색어머니회 대표님 및 학부모님과 협의 예정
- 폴리스 : 2022학년도 폴리스 활동 계획 현재는 없음
1. 캠페인을 통해 아이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달이 필요
하다고 생각이 되어, 올해부터 폴리스를 실시하자는 의견.
2. 학교주변 순찰도 필요하며, 안전한 학교 주변 환경에 도움이 됨.

대의원회

-제1호 안건 : 학부모회 활동 계획

안건 확정

-제2호 안건 : 학부모회 소통 건 (온라인 소통 공간 개설)

•

학부모회 임원진을 대표하여 김진란 감사님께서 ‘2022학년도 학부모회

활동 계획’제안 설명.
- 제1호 안건 : 학부모회 활동 계획
‣1학기
(6월) “환경의날!
기후위기 제대로 알고 실천하자!“
-학부모 기후위기 교육 1회
-전학년(유치원포함) ‘기후위기 실천의 달’운영 (보드판)
‣ 2학기
(9월) “양성평등을 보여줘!”
-학부모 양성평등 교육 1회
-전학년(유치원포함) ‘양성평등을 실천으로 보여줘!’운영
(10월예정)
- 통일초 가족과 함께 살래길 걷기!
1안) 가을 단풍길 걸어보기
2안) 생태활동 꾸러미 배부
(12월예정) 등굣길 안전지도 지원(방한용품 등)
-등굣길 도우미 /상황에 따른 활동지원
•

김현진 대의원 : 살래길 걷기는 사전 준비사항으로 인솔자 교육, 현장
답사, 생태활동 교육, 참여가족 답례품 준비가 필요함.

안건 심의
의결

•

부모회 임원진을 대표하여 김윤희 회장님께서 제안을 설명하겠습니다.
- 제2호 안건 : 학부모회 소통 건 (온라인 소통 공간 개설)
코로나19로 인해 학부모들 간의 소통(전체 활동, 학부모회 활동 공지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함.
이로 인해 온라인 소통 채널의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학교 교장선생님 및 부장선생님과 협의를 통하여 통일초등학교
밴드를 개설하기로 하였음.

•

대의원 의견
- 밴드 이외 온라인 소통공간(카카오 채널 등)을 알아보고 결정
- 학부모들간의 소통 공간으로서만 역할
- 밴드 내에서 서로 지켜야할 규칙이 꼭 필요

•

이에 대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부모회 소통 건 (온라인 소통 공
간 개설)’로 안건을 변경하여 안건 심의 의결함.

*기타 의견
• 학부모교육에 학교 주변 학원 선생님들도 교육에 참여 할 수 있으면 좋
겠다.(성교육, 양성평등교육 등)
• 통일초등학교 내 위클래스(상담교사 상주) 운영 여부에 대해 알아보기
폐회

폐회선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