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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기 제10회 신도초등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회 의 록

결재

위원장 학교장

◦ 일시 : 2021.11.25.(목) 14:00

◦ 장소 : 비대면(카톡)

◦ 회순 

   1. 개회    2. 국민의례    3. 학교장 인사   4. 위원장 개의 선언    5. 보고사항     6. 안건 심의     7. 폐회

◦ 의사일정(부의된 안건)

순번 안 건 명 제안자

1  12월 2일 급식실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의 쟁의행위(파업)에 따른 대체식 제공 심의(안) 김현정

간사(000)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9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국민의례 생략) 먼저 교장

선생님의 인사말씀 하시겠습니다.  

학교장(000)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바쁘신 와중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안건은 

갑작스런 조리실무사 파업으로 인한 대체식 심의안 건입니다. 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간사(000) 다음은 위원장님이 개의 선언과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000)

9명 위원 중 9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신도초등학교 제9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개의

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1안 12월2일목요일 급식실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의 쟁의행위

(파업)에 따른 대체식 제공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000)

제안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드리는 내용은 12월 2일 있을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의 쟁의

행위(파업)에 따른 대체식 제공의 건 입니다. 정상적인 급식제공이 불가능 하므로 대체식 제공을 

위한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1안 - 오븐에구운도넛, 캐럿주스, 영양찰떡입니다.

오븐에 구운도넛은 카스테라보다 작은 크기이지만 지난번 대체식으로 제공되었던 카스테라 양이 

학생들에게 많아 잔반으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기에 도넛으로 제안드립니다.

영양찰떡은 아침일찍 냉동으로 들어오지만 점심시간 12시 5분, 12시 45분으로 해동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인근 학교에서도 지난번 대체식으로 제공되었을때 충분히 해동되어 잘 먹었다고 추천

받아 제안드립니다. 2안 -카스테라, 캐플쥬스, 견과류 입니다. 학생들에게 무난하게 제공될수 있는 

메뉴이며, 많은 양 제공으로 잔반으로 나오는것보다, 영양가를 채울수 있는 견과류를 추가하여 학

생들에게 제공하고자 제안드립니다. 

위원장(000)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질문이 없으시면 1안, 2안 가운데 선정 투표를 하겠습니다. 1안 7표, 2안 

1표, 기권 1표로 1안이 선정되었습니다. 

위원장(000)
제1안 12월2일목요일 급식실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의 쟁의행위(파업)에 따른 대체식제공안건은

1번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000) 떡 해동 확실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안자(000) 네 충분히 해동되어 제공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000)
이상으로 제10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차) 이상으로 제10회 신

도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000) 감사합니다. 참고로 12월 6일 급식 모니터링 차 급식 시식이 있습니다. 참여 부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