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초등학교 학부모회 문서

No. 2017-01-가

2017년도 제1회 학부모회 회의록
회 의 명 : 학부모 전체 모임
회의일시 : 2017년 3월 20일 월요일
/ 오후 2:50 ~ 4:00

회의장소 : 양동초등학교 과학실

참 석 자 : 양동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원 중 11명
회의안건 :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사업」으로
2017년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 공모 알림
회의내용
1. 첫 만남
-. 둘러앉아 눈 마주하며 자기소개를 하였습니다.
2.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지원 사업 공유
-.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공모하는 내용을 서로 공유 했습니다.
3. 작년 지원 사업 받았던「달빛 도서관」인수인계
-. 작년 회장님이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았고 진행되었던
「달빛 도서관」에 대해 공유 해주었습니다.
4. 올해「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사업」공모 신청 유무
-. 한분 빼고 모두 공모 신청에 찬성하였습니다.
-. 작년에 공모 당선되었기 때문에 이번 공모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모든 분들이 공모에 당선되지 않아도 시도는 해보자는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하여, 공모에 응시하기로 하였습니다.
5. 공모에 대한 아이디어 공유
-. 회복적 생활 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셔클을 만들어 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 타 학교의 학부모회 모임(내 고장순례, 운동회, 바자회, 지역청소년카페 등등)
참고하여 우리 양동초교에도 좋은 모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 사전 정보공유의 미흡함으로 다음 모임 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 다음 모임 때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일꾼들(회장, 부회장, 간사) 또는
주변의 참여자에게 문자라도 본인의 의견을 전달 요청했습니다.
6. 2차 모임 일정
-. 2017년 3월 24일 금요일 / 오후 2시 50분 / 양동초교 과학실

기 록 자

진 희정 (인), 이 민수 (인)

학부모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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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경희 (인)

양동초등학교 학부모회 문서

No. 2017-01-나

2017년도 제1회 학부모회 회의록
회 의 명 : 학부모 전체 모임
회의일시 : 2017년 3월 20일 월요일
/ 오후 2:50 ~ 4:00

회의장소 : 양동초등학교 과학실

참 석 자 : 양동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원 중 11명
회의안건 :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사업」으로
2017년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 공모 알림
기타사항

-. 학교 행사에 학부모회에서 적극 참여하여 내실 있게 만들어 가자.
-. 학교에서 지원하는 학부모예산이 있다고 하니 잘 챙기자.
-. 지속적인 모임을 위해 한 달에 두 번, 한 달에 한번, 두 달에 한번 씩이라도 모이자.
-. 밴드개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공유하자.
-. SNS를 주로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서 모든 분들에게 원활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지면으로 학교 알림장에 포함시켜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자.
-. 이상의 의견들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 록 자

진 희정 (인), 이 민수 (인)

학부모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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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경희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