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제 2회 문산북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장

본회의회의록

◦ 일시 : 2022년 6월 15일(수요일) 16:00 ∼ 16:40
◦ 장소 : 도서관
◦ 회순
1. 개회

2. 국민의례

3. 안건심의

4. 기타-보고사항

5. 폐회

◦ 의사일정(부의된 안건)

1.

2023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추진계획(안)

2.

평가관리실 CCTV 설치에 관한 사항

3.
기타

2022학년도 문산북중학교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2022학년도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실시 결과 보고

간사 (○○○)

지금부터 제2회 문산북중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인사말씀)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인사말씀)
위원장 (○○○) 지금부터 제2회 문산북중학교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성원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재적위원 10명 중 8명이 참석하였으므로 성원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위원장 (○○○) 재적위원 10명 중 8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회 문산북중학교 운영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제1안 2023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추진계획(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담당자(○○○)

담당자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교복 학교주관 구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복선정위원회구성은 교
원,학부모,학생으로 구성됩니다. 학생위원은 50프로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교복선정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구매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6.15 학운위를
거쳐 7월까지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 2학기에 들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
해 원단검사를 실시한 이후에 교복구매를 할려고 합니다. 변경된 사항을 기준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붙임1물량내역서의 교복 상한선을 수정하였습니다.2022년도 신입생만족
도설문조사와 교복선정위원회 2차에 걸친 논의를 바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동복 후드
티의 경우 폴리에스터 30,면80이었던 것을 내년부터 폴리에스터25,면75퍼센트로 변경하
였습니다. 후드집업티 디자인에서 주머니에서 학생들의 소지품이 많이 빠진다는 이야기
가 있어서 지퍼를 다는 대신에 하단 박음질 깊이를 현재 8센티미터에서 10센티미터로
수정하도록 사양표에 추가하였습니다. 남자와이셔츠의 경우 폴리에스터80,레이온20퍼센
트였는데 이를 여학생과 통일하여 폴리에스터75와 레이온 25퍼센트로 변경하였습니다.

작년에 생활복 하의는 폴리에스터 93과 우레탄 7프로의 혼용율이었는데 업체 문의 결과
폴리에스터 100프로일 경우 좀 더 품질이 좋아질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게 변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사항은 거의 작년과 동일하게 진행되겠습니다. 특수조건과 계
약내용들은 계약시에 업체에 제공될 내용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위원 (○○○)

하복의 경우 폴리에스터가 높고 면이 적으면 잘 마르지만 상당히 더운데 이런 부분은
감안하지 않았나요?

담당자 2(○○○) 학교 생활복이 학교 체육복을 겸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의는 폴리 100프
로이고, 하의는 작년에 97,3프로 이렇게 했었는데 올 해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작년에 우리 학교에 입찰들어왔던 3개 업체에 재질을 확인
했었습니다. 말씀하셨던 부분은 조금 있기는 하겠지마는 상의와 하의가 100프로 가는
것이 하의에서의 구김이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낫다라고 3개업체가 동일하게 답변
을 주어 교복선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
었습니다.
위원 (○○○)

폴리가 많으면 구김도 안가고 신축성 이런 부분에서 편리하기는 편합니다만 학생들이
덥지 않을까 염려되어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 보완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

남학생과 여학생의 블라우스 색깔을 통일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담당자 2(○○○) 건의했던 여학생의 의견은 현재 동복의 남학생은 하늘색,여학생은 흰색인데 성차별의
그런게 있으므로 흰색으로 통일하자고 했는데 제가 하늘색으로 잘못 이해를 한거에요.
학생들한테 설문을 색깔을 통일하는데 하늘색으로 하는데 동의하는지, 아니면 기존 대
로 할건지 이렇게 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영을 못했고 올해는 기존대로 하
늘색 흰색으로 가고 내년에는 인수인계를 할 때에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

안건을 낸 여학생에게는 피드백을 주셨나요?

담당자 2(○○○) 그 여학생이 교복선정위원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 교복관련 더 이상의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

세탁을 하다 보면은 상의는 잘 마르는데 하의는 면이 섞였기 때문에 허리부분이 더디
게 마릅니다. 이렇게 바꾸면 빨리빨리 건조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럼 제1안 2023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추진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 그럼 제1안 2023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추진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제2안 평가관리실 CCTV 설치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담당자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교무부장님이 교육과정연수가 있으셔서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지필평가 보안강화
를 위해서 평가관리실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에 보면 ~설명
설치장소는 현재 전산실로 활용하고 있는곳을 평가관리실로 하여 그곳에 1대 설치하고
자 합니다. 촬영범위는 평가관리실 내부 전체입니다.

위원장 (○○○)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지금까지는 CCTV가 없었어요?

담당자 (○○○) 교감실이 평가관리실이었는데 교감실 입구 들어가는 곳에 있습니다. 교감실 안에 CCTV
를 설치할 수는 없어서요.
위원 (○○○)

CCTV설치건이 아니라 장소도 변경하고...

담당자 (○○○) 네, 장소도 변경하고 CCTV도 설치하는건데 장소 변경은 심의사항이 아니고

설치건만

심의사항입니다.
위원(○○○)

1대가지고 커버가 되나요? 사각지대는 없나요?

위원 (○○○)

전체를 다 비추는 거는 아니구요. 시험지가 있기때문에요. 문 앞에 드나드는 사람 정도
만 볼 수 있게 각도를 조정합니다.

위원장 (○○○)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들

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 그럼 제2안 평가관리실 CCTV 설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 그럼 제2안 평가관리실 CCTV 설치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3안 2022학년도 문산북중학교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담당자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기정예산액은 1,699,030천원인데 8.5프로 144,200천원 증가하여 1,843,230천원이 되었
습니다.
목적사업비 129,905천원 증가하였고 파주시지원금 14,075천원 증가되었습니다. 목적사
업비로 내련 예산은 해당 사업 목적에 맞게 그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목적사업비 반영이
대부분이고 자체예산 변동된 부분은 코로나로 인하여 선생님들 출장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비를 일부 감액하였고, 교육행정실운영에서 1천만원 정도 감액하였고, 시설일
반관리비 9백만원정도 감액하여 사격장구조변경 및 이전설치 항목에 이를 증액 반영하
였습니다.
위원장 (○○○)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추가경정예산 관련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 그럼 제3안 2022학년도 문산북중학교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 그럼 제3안 2022학년도 문산북중학교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고사항으로 2022학년도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실시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학교시설물 안전점검
을 일년에 세차례 실시합니다. 해방기, 여름철, 겨울철 실시하는데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건축부분은 저희 시설주무관님이 하셨고, 전기,소방,승강기는 유지보
수업체인 전문업체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는걸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비가 오는데 해빙기 관련하여 우리 학교 건물이 2개 건물이 있는데 특히 구건물이 노후
되었는데 두 건물 다 옥상방수가 다 되어있는지요?

담당자 (○○○) 누수가 있으면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는데 현재 누수발생에 대하여 연락받은 건이 없었
습니다.
위원 (○○○)

날씨가 더운데 에어컨 점검은 다 하셨나요?

담당자 (○○○) 4월경에 교육청 발주로 학교 전체 청소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원장 (○○○)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들

네

위원장 (○○○) 그럼 2022학년도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실시결과에 대한 보고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문산북중학교운영위원회 폐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출석위원

김○○, 심○○, 원○○, 임○○, 이○○, 안○○,채○○, 이○○

(8명)
기록자

간사 구〇〇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