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제 2차 다솜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결과보고

회의 개요
▣ 일

시 : 2019년 7월 24일 수요일 오후 12시 ~ 1시 20분

▣ 장

소 : 서울중앙지검 아라홀 (구내식당)

▣ 참석자 : 조준경 위원(토리반 대표), 신안나 위원(도담반 대표), 박기문 위원(해울반 대표),
류지영 위원(아람반 대표), 김보영 위원(기쁨반 대표), 박노윤 위원(고검 대표),
이숙희 위원(위탁체 대표), 박효진 위원(원장), 이보미 위원(주임교사)

회의 내용
1. 어린이집 운영현황
- 아동현황: 도담반 영아 2명 퇴소(해외연수 및 지방 이사)
- 교직원현황: 만2세 도담반 담임교사(조윤희) 1급 승급교육 2주간 7. 22. ~ 8. 2.
화, 목 청소원 사직으로 채용 중
- 어린이집 시설 보수로 인한 하계 휴원: 2019. 8. 5. ~ 8. 9.
2. 1학기 보육프로그램 및 행사
1) 보육프로그램
- 영아반: 표준보육과정(만 1~2세)
- 유아반: 2019.7.19. 교육부⦁보건복지부 ‘2019 개정 누리과정’확정 발표
놀이중심, 유아 중심 교육과정(유아 주도적 놀이 교육과정): 연령별 교육과정 재점검
만 5세 기쁨: 초등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줄넘기, 어린이 신문토의활동, 놀이수학⦁한글)
- 19학년 중점프로그램 ‘지속가능발전교육’
2) 1학기 행사: 학부모 상담 및 간담회, 봄소풍, 어린이날 행사, 그림책 부모교육, 부모참여수업 등
3) 수익자 부담금 관련 교육활동비 정산
세입

세출

잔액

10,814,690원

11,326,100원

-511,410원

특성화비

5,194,760원

6,978,930원

-1,784,170원

현장학습비

8,930,044원

3,587,000원

5,343,044원

특별활동비
기타
필요경비

※ 7, 8월 현장학습비는 비포함, 별도 정산하여 가정통신문으로 추후 안내
토리반은 기납부된 1학기 현장학습비로 2학기 현장학습비 대체
※ 아람, 기쁨반 특별활동비 예산부족으로 인해 특별활동 과목 및 횟수 조정이 필요함.
3. 1학기 학부모 설문지 결과 평가 (현원 62명 중 52명 참석)

<설문지 결과 그래프 / 평균점수: 89.51점>

1) 보육환경과 조건
☞ 실내외 소독 : 한 달에 한 번 시행(업체: 벌레자바) / 1층 복도 포충기 설치
☞ 실외 정문, 후문 앞 포충기 설치 예정

☞ 서초구 맑은 실내공기질 우수기관

2) 보육프로그램 및 내용
☞ 연령별 교구교재 1학기에 두 번씩 구매하고 있으며 연령별 주제에 따라 실내 영역별 놀잇감 및 환경 변경
☞ 2층 유아교실 복도(기쁨반 앞)에 공유 유희 공간 계획

3) 안전⦁영양 및 건강
☞ 키즈노트: 식단표 (매일 유아 급식 사진 업데이트 예정)
☞ 안전사고관련: 응급처치동의서 및 귀가동의서에 기초하여 안전사고매뉴얼 작성, 실천
위생청결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가입-영유아 안전사고 시 치료비 지급
CCTV 영상정보처리기기 열람 신청 절차 및 내부관리계획 및 지침서
전염병 발생 후 관리 및 안내 / 교직원 건강검진 매년 실시
교직원 잠복결핵감염 검진 시행
교직원 안전 관련 교육 이수(심폐소생술 및 아동학대예방 등)
☞ 현장학습 버스: ㈜이라인버스 어린이통학버스
☞ 조리실: 서초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서초구청 위생과, 부모 모티터링 등에서 주기적이고
정기적으로 위생 검사(조리사 손, 청결 상태 ATP검사, 미생물검사 등 / 식자재 관리 / 조리실
바닥, 천정 등) - 적합판정 / 음식물 신선도 관리 및 조리사 근무환경-선시트지 설치 필요
4) 부모와의 관계
☞ 키즈노트 9월부터 시행 – 매주 영유아 활동사진 업데이트, 가정통신문 등 안내문 업데이트
투약의뢰, 영유아 활동 내용에 대한 반별 알림장 작성 등
☞ 영유아 1학기 활동사진 – usb로 9월~10월 중 가정에 전달
5) 특별활동
- 다양한 과목 건의: 서초구에서 수납한도액 특별활동 월 60,000원 / 특성화 월 33,000원으로 과목 추가에
어려움이 있음.
- 2학기 참관수업 참석 후 학부모 평가를 통해 2020년 특별활동 조정
- 만5세 특성화 : 독서창의에서 놀이수학으로 변경
- 만2세 도담반의 경우 특별활동 추가 가능하여 블록(알파브릭 또는 와이즈) 수업 검토
※ 특별활동 추가시 교구 만원, 강사비 140,000원/ 특별활동비 2만1천원 인상해야 함.
6) 부모참여수업
두 달에 한번
10명

학기에 한번
33명

안원함
4

원하는 시간
평일 12시

2학기 참여수업(예정)
특별활동 참관

※ 외부(가족캠프)로 나가는 부모참여수업의 경우 시군구에서 부모님께 받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어 진행이
2019년도에는 어려움.
7) 2019학년 중점 보육프로그램 ‘지속가능발전교육’
학부모 평가
평균(5점 척도)

가정연계 어려움 고려 2학기 반영

가정연계

교육의 필요성

만족도

3.7

4.1

4.0

- 가정연계의 비중을 줄여 프로그램 시행

건의사항
‣ 2학기 예정행사 ‘음악회’진행
- 영⦁유아들이 음악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의미를 두고 즐기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