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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록
교장

부위원장

□2015년 6월 5일(금요일) 15:00

□ 의사일정

- 2015학년도 MERS 관련 임시휴업 연장(안)
◈개회사(간사)
지금부터 제3회 비전중학교 운영위원회 임시회를 개최하
겠습니다.
◈첫번째 의사일정 상정(부위원장)
2015년도 메르스 관련 임시휴업 연장(안)에 대하여
◈국민의례(간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1타)
국기에 대한 경례(이하 의식생략)
다음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개회사(간사)
-교무기획부장 : 2015학년도 메르스 관련 임시휴업 연
-간사 : 메르스 관련 임시휴업을 하였으나 평택지역 확진 장(안)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6.3 ~5일까지
환자 수 증가와 인근학교 학생 확진자 발생으로 학부모의 임시휴업을 하였으나 평택지역 확진 수 증가와 인근학
불안감이 심하여 급하게 메르스 관련 임시휴업 연장(안) 교 학생 확진자 발생으로 상황이 더욱 심각하게 되어
으로 운영위원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학부모임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임시휴업일을 추가 연
장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15.6.8.(월) ~ 6.10(수)까
-교장: 안녕하세요. 6.3.~ 5일까지 임시휴업을 한 상태이 지 교육과정, 방과후활동 등 모든 교육활동을 전면 중
고 오늘이 임시휴업이 끝나는 날인데도 확진자 발생이 계 지하며 학교홈페이지,SNS, 비상연락망으로 학생교직원
속되어 임시휴업 연장(안)으로 급하게 운영위원회를 소집 들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등교를 희망하는 학생은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학교는 메리스 확진자, 의심 9~15시까지 교실 및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메르
자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학교 학부모 중에 성모병원에 스 관리 대책반을 구축하여 교직원은 비상근무를 하여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몇 분 계시지만 진단 결과 음성판정 학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임시휴업
이 났고 그 자녀들도 모두 음성 판정이라고 합니다. 미 을 또 추가 연장할 경우 학교결정에 따르며 학사일정
열이 있는 학생들은 감기기운 감염 여부는 없다고 합니 변경 내용은 추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위원장님께서는 부득이 참석이 못하셔서 부위원장님
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 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
- 간사: 다음은 개의선언이 있겠습니다.
랍니다.
◈개의선언(부위원장)
-000위원: 운영위원회 하기 전에 학부모들의 의견을
비전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6조에 의거 재적위원 12명 수렴한 결과 대다수 학부모님들이 다음주까지 연장하
중 10명 참석하여 의사정족수가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 는 것에 찬성을 하셨습니다. 메리스 확진자가 평택에
합니다.(의사봉3타)
발병하였고 현재 2,3차까지 감염이 된 심각한 상태이
므로 연장에 찬성합니다.
◈의사일정 상정(부위원장)
의안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000위원 : 학생들이 등원하여 급식실에 모여 식사를
할 경우 위험할 수도 있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한다고
◈의사안건 상정(부위원장)
해도 교실에서 수업하기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2-0
1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다루어할 안건이 있 반 학생 부모님중 성모병원에 병원안 가신분이 계시는
으시면 기타안건으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데 아직 결과를 모르는 상태이므로 연장에 찬성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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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전원 : 동의합니다.
-위원장: 메르스에 관련 휴업 연장에 동의하고 추가 연
장을 할 경우 학교장의 결정에 따르며 학사일정 변경은
추후에 보고를 받기로 동의 하십니까?
-위원전원 :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 더 궁금하신 분 없으시나요? 그럼 이 안건
에 동의하십니까? 동의재청해 주십시오.

-위원전원 :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폐회선언(부위원장)
이상으로 2015학년도 제3차 비전중학교운영위원회 임
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하시느라고 수고하
신 위원님들과 회의를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신 교직원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폐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3타)
♣참석위원
-교원위원:이향섭, 류지윤, 김미란, 조영래
-학부모위원:박홍관, 최순필, 송명숙,서정은,전문옥
-지역위원:인정의
♣참석교직원-간사 설종수 , 서기 박소현(인)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