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며 배우며 어울리며 누구나 별이 되는 학교
❖우리의 약속❖
✫꿈을 향해 즐겁고 행복하게
✫삶의 중심되게 학생 스스로
✫별을 위해 어느 누구도 소홀함 없이

안 용 교 육
가 정 통 신
학생복지부 제22-83호

18358 화성시효행로833번지
교무실 : (031)237-4473
행정실 : (031)237-4471
F A X : (031)237-4472

제목: 2022학년도 교복선정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13.7월, 교육부) 시행에 따라 ΄15학년도부터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본교에서는 2022학년도 교복선정위원회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 교복선정위원회 구성
❍ 학교 여건을 반영하여 교직원, 학생, 학부모 대표 등 8명 이상으로 구성
-

학교장, 행정실장, 교복업계 이해관계자인 교직원, 학부모 등은 위원으로 위촉 불가
학교별 위원회 구성 인원 비율은 자율 결정하되,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학생 비율 50%이상 구성 (구성 예시 : 교직원 3명, 학부모 3명, 학생대표 6명)

□ 교복선정위원회 역할
❍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평가 시 규격심사(제안서 평가) 중 주관적 평가 실시
-

학교 교복의 규격(디자인, 색상, 재질, 혼용률 등)과 일치여부 확인, 교복의 완성도(바느질
상태 등), A/S, 품목별 단가 비율의 적정성,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방안의 적정성(하
자이행 등) 등에 대한 심사 기준 설정 및 심사 실시

❍ 업체 선정(계약 체결) 이후 수시로 제작 상황을 확인하여 좋은 품질의 교복이 제작될 수 있
도록 감독(샘플검사, 원단검사 등에 참여, 필요시 교복 제조 및 판매 시설 실사 실시)
❍ 교복 납품 시 검사‧검수단을 구성하여 검사‧검수 실시
교복선정위원회 역할 내실화로 객관성 있는 자체 검수 강화 시스템 구축)

(

❍ 교복 만족도 조사 등 구매 결과 평가 실시

- 다

음 -

1. 선출인원 : 학부모 위원 3명
2. 위원 임기 : 1년
3. 위원 등록 : 2022. 5. 23.(월) ~ 5. 25.(수) 16:00 (e-알리미로 회신)
4. 위원 자격 : 본교 재학생 학부모
5.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 선착순
- 등록자가 없을 경우에는 학부모 대표 회의를 통해 학부모 위원을 선출함.

2022. 5. 23.

안 용 중 학 교 장

교복선정위원회 학부모위원 등록서
생년

성명

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학년/반

학생 성명
성명
입후보
소견
본인은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안용중학교 교복선정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등록합니다.
2022년

월

성 명

일
(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학생성명, 선출일,
무투표당선, 신규여부 등
【개인정보 수집 목적】
○ 교복선정위원회 운영(공문발송, 연수 실시 등)
【개인정보 보유기간】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안용중학교 2022학년도 교복선정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2.

.
성명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