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인천녹색연합 회원총회 서기록

• 일 시 : 2023년 2월 18일(토) 16:00

• 장 소 : 인천생활문화센터 칠통마당(인천 중구 제물량로218번길 3)

• 참 석 : 대의원 00명

• 의 장 : 이준모 상임대표

1부. 회의 마당

• 사회자 인사

• 생명의례 

• 인사말씀 : 이준모 상임대표

• 인사나눔

• 아름다운지구인상/푸른나무상/평생길동무상 시상

2부. 총회(의장 : 이준모 상임대표)

1. 성원보고

- 박주희 사무처장이 인천녹색연합 정관 제17조에 의하면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구

로 제5조의2에 의한 대의원로 구성하며, 제21조에 의거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을 설명함.

2. 회순채택

– 이준모 상임대표가 안건1. 2022년 활동, 결산보고 및 승인의 건, 안건2. 2022년 활동감

사·회계감사 보고 및 승인의 건, 안건3. 2023년 활동계획·예산안 보고 및 승인의 

건, 기타 안건 상정 및 논의의 건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에 승인을 요청함.

- 회순 채택을 확인하며, 이준모 상임대표가 16시 21분 개회를 선언함.

3. 서기지명  

- 박주희 사무처장의 추천, 대의원 동의를 거쳐 강재원 활동가를 서기로 지명함.

   

4. 안건1. 2022년 활동·결산보고 및 승인의 건

- 박주희 사무처장이 2022년 활동을 보고함.

- 2022년 활동보고 원안대로 승인함.

- 박주희 사무처장이 2022년 결산을 보고함.

- 이준모 상임대표가 예산 및 결산이 세워지지 않은 계정들에 대해 질의함.

- 박주희 사무처장이 상시 유지하고 있는 계정들이 있으며,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활



동 영역을 대비해 계정을 두고 있는 상황을 설명함.

- 장정구 대의원이 활동보고에 담기지 않은 회원모임 내용을 추가할 것을 요청함.

- 결산보고 원안대로 승인함.

5. 안건2. 활동감사·회계감사 보고 및 승인의 건

- 서일석 활동감사가 활동감사 보고서를 보고함.

- 기민자 회계감사가 회계감사 보고서를 보고함. 

- 이준모 상임대표가 기민자 회계감사가 지적한 재산 관계 및 부채에 대해서는 이사회 

논의를 통해 정리할 것을 제안함.

- 박주희 사무처장이 기민자 회계감사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과 

시민운동조직임을 전제로 한 운영방식에 대해 설명함. 실무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

완하기로 함.

- 장정구 대의원이 사무실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종반 전 대표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고, 당사자가 조직에 후원하는 개념으로 인식하

고 있음을 설명함.

- 이준모 상임대표가 부채 상환 방법을 찾아야 함을 주장함. 

- 이장수 대의원이 유종반 전 대표가 당시 사무실 매입 비용을 감당했던 배경에 대해 

추가 설명함. 또한 회계감사가 제안한 비상근 유급 상임대표 선출 문제는 상임대표의 

역할과 활동내용을 먼저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 장정구 대의원이 사무처장이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설명하며, 사무처장의 책임

과 역할을 고려해 이사회에서 논의해 주기를 제안함.

- 명철수 이사가 식비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 기민자 회계감사가 회계감사 보고서에서 지적한 사안들에 대해 지적해야 했던 당위에 

대해 설명함.

- 이준모 상임대표가 대의원들의 발언 내용들을 종합하며, 회계감사가 제안한 의견은 

이사회에서 논의하도록 위임해 줄 것을 요청함.

- 활동감사는 원안대로 승인하며, 회계감사 건에 대해서는 이사회로 위임해 처리할 것

을 승인함. 

6. 안건3. 2023년 활동계획·예산안 보고 및 승인의 건

- 박주희 사무처장이 활동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보고함.

- 이준모 상임대표가 사무처장에게 30주년을 위한 활동 예산 및 초록교사 역량강화를   

위한 별도 예산 마련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청함.

- 박주희 사무처장이 이준모 상임대표가 요청한 사안에 대해 설명함.

- 명철수 이사가 2022년에 비해 2023년 예산이 줄어든 이유와 4대보험 금액 산정에 대

해 설명을 요청함.

- 박주희 사무처장이 명철수 이사가 요청한 사안에 대해 설명함.



- 원안대로 승인함.

7. 기타 안건

- 이준모 상임대표가 재산 관계 및 부채문제는 이사회에 위임해 논의하는 것을 제안하

고, 대의원이 승인함. 

- 이준모 상임대표가 30주년을 맞아 3000명 회원가입을 위해 후원금 기준을 조정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 확인함.

- 기타 안건 없음을 확인함.

8. 서기록 채택

- 이준모 상임대표가 시간관계상 서기록은 서기인 강재원 활동가, 박인옥 공동대표, 명

철수 이사가 확인, 채택하는 것으로 위임할 것을 제안하고, 대의원이 승인함.   

9. 폐회선언 

- 이준모 상임대표가 17시 50분 폐회를 선언함.

                                                             서기록 확인

       박인옥  공동대표 (인)

명철수  이    사 (인)

강재원  활 동 가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