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녹색당 제 4 차 운영위원회 회의(임시)
안건지

<그 외 이야기(기타안건)>
21:40 ~ 22:00

언제: 2016 년 1 월 29 일 (금요일) 19:30 –

1. 지난 사업 후일담
2. 다음 회의 날짜

어디서: 녹색당사
와야 할 사람: 이도연 진일석(고려대모임 겸임) 김여진 변규홍 스칼렛 안알아 오윤명 오재석 (이상 전국위원)

3. 전운위 참석할 사람

허승규 (연세대모임)

<지금 안 해도 되는 이야기>

온 사람:
구경온 사람:

1.
-

대토론회

청소년녹색당과 같이 별주막 가자.

시간

내용

19:30 ~ 19:35

다 왔는지 확인하기, 보러온 사람 소개, 이야기할 거리 나누기, 순서확인.

공유할 이야기 1. 전차 회의록 확인

<공유할 이야기(보고안건)>
19:35 ~ 20:10

청년녹색당 5 기 제 3 차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1. 전차회의록 확인
2. 당직자 필수교육/실무워크숍 관련 공유
3. 총회 준비 현황 공유
4. 청년선본 현황 공유(+정치캠프)

●

언제: 2016 년 1 월 24 일 일요일 늦은 1 시

●

어디서: 서울 경복궁역 녹색당사

●

회의하러 와야 하는 사람: 이도연, 진일석(고려대모임 겸임), 김여진, 스칼렛, 안알아,

5. 회계 프로세스 공유
6. 공동운영위원장 활동비 지급 방식 공유
<의견나눌 이야기(공유안건)>
20:10 ~ 21:40

1. 총회 관련 의견나누기
2. 비수도권 교육/조직 지원사업 의견나누기
3. 회의비 지출방식
4. 역할분담/인수인계
5. 평등문화 만들기

오재석, 오윤명, 변규홍, 허승규(연세대모임)
●

회의하러 온 사람: 이도연, 진일석(고려대모임 겸임), 김여진, 변규홍,
허승규(연세대모임), 오재석, 오윤명

●

회의보러 온 사람: 단한울, 명암, 진달래

1. 공유할 이야기(보고안건)
a. 전차 회의록 확인
원안접수
b. 활동보고
1/23(토) 동물권선거운동본부 출범식 참여, 경기녹색당 대의원대회 참관
앞으로 소식지에 청년당원의 활동을 알려달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6. 청소년녹색당과의 만남

활동보고에서 당원활동도 같이 포함하기.

다음 회의에서 이야기하기

c. 청년모임
광주, 부산 등이나 다른 등록되지 않은 청년모임 활동도 파악되는대로 넣기
d. 총회준비위원회

e. 총회성사요건과 관련된 규약개정 논의
-

원안접수.
e. 규약개정위원회
원안접수.
f.

것을 운영우 안으로 제안.
-

나이를 만나이로 표시하는 문제는 총회에서 토론하기로 함.

f.

평등문화 만들기

청년선거운동본부
앰프를 사기.

다음 회의에서 이야기하기
g. 역할분담
회계담당: 명암

g. 그 외 사업 진행상황

회계집행부: 도연, 일석, 규홍, 명암

원안접수
h. 인수인계 자료 공유
의견나눌 이야기 ‘역할분담’에서 다루기로 함.
i.

j.

나머지는 다음 회의에서 이야기하기
h. 고양녹색당 현수막 제안
청년수당, 청년부채, 핸드폰깡, 결혼자금, 임금체불, 학자금대출, 집세, 잠을,

소식지 어떻게 할지
너무 많으니 줄이기로.
2015 결산보고 및 2016 최종 예산안 보고
공동운영위원장 활동비 지급 방식 확인해보기

k. 당직자 필수교육/실무교육
2 월 말의 후보자 필수교육 일정 파악하기.

총회성사요건과 관련된 규약개정 건은 1/35 또는 1/40 으로 정족수를 낮추는

스펙 필요없는 일자리, 학벌없는 일자리
i.

총회관련
한 쪽 성별이라도 후보가 한 명도 안 나올 경우에 대해서는 선관위 안 수용.
단, 규약개정에 넣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까지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오기(규홍)
다음 회의에서 이야기하기

2. 의견나눌 이야기(논의안건)
a. 채식인 인권 연구모임 등록
청년당원 명단 10 명 중 6 명이 당권이 있음.
소수자모임은 3 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고, 채식인 인권은 소수자성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지난 제 2 차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채식인인권

3. 그 외 이야기(기타안건)
a. 다음 회의 날짜
1 월 29 일 금요일 저녁 7 시 30 분
b. 전운위 참석할 사람

연구모임을 등록함.
b. 비수도권 교육/조직 지원사업
1 순위 부산, 2 순위 대구, 3 순위 포항/광주/기타. 2 월~3 월 중. 허큐가 주담당

공유할 이야기 2. 당직자 필수교육/실무워크숍 관련 공유

+ 위원장 주관. 운영위원들이 의견 내기. 연락은 허큐.
c. 회의비 지출방식
다음 회의까지 초안을 만들어오기(일석)
d. 대토론회 사업계획

당직자 필수교육: 2 월 중으로 날짜를 잡아야 함.
실무워크숍: 카톡방에서 이야기하기로 했음. 그러나 이야기 된 것이 없음.

공유할 이야기 3. 총회 준비 현황 공유
-

1/28(목) 총회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총회 당일 실무 및 담당자를 정함.

-

토요일에 몇 명이 와서 준비하기로 함.

의견나눌 이야기 2. 비수도권 교육/조직 지원사업 의견나누기

부산서는 이틀전 청년모임서 이야기 나눈 결과 3 월 모임 긍정적이란 답변이 왔습니다 통화해보고
추후 상세한 공유하겠습니다.

공유할 이야기 4. 청년선본 현황 공유(+정치캠프)
의견나눌 이야기 3. 회의비 지출방식
-

청년선본과 정치캠프 현황을 공유해보아요.

공유할 이야기 5. 회계 프로세스 공유

-

회계 프로세스에 대해 공유해보아요.

■

초기 제출 했던 예산에 비해 총액이 많이 삭감

■

사업 진행을 위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회의비라 생각

■

이에 대한 지출 규정이 없었음 ex)참석/참관, 1 인당 비용 제한

■

운영위원이 아닌 당원이 전운위 참관 시 교통비 지급 여부

=> 회의비 지출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보아요. 회당/인당 얼마까지 인정해줄지,
어떤 회의에 대해서 인정할지.

공유할 이야기 6. 공동운영위원장 활동비 지급 방식 공유

-

의견나눌 이야기 4. 역할분담/인수인계

활동비 형태로 지급.

의견나눌 이야기 1. 총회 관련 의견나누기

-

성사를 위한 현재 상황/ 자료집 제작 상황

-

총회영상

-

본문수정

-

규약개정 관련 이야기(이견안 제출 관련/공동운영위원장 후보가 한쪽 성별이라도

■

블로그 관리

■

회의 기록/결과정리

■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 활동내역 챙기기

■

이메일 관리

■

구글드라이브 문서관리

■

소식지에 실을 활동내역 담당

1 명도 안나올 경우)
-

안건 발제자

의견나눌 이야기 5. 평등문화 만들기

■

ex)발언권 보장/발언시간 정하기/중간에 말 끊지 않기

■

ex)부드러운 언어 쓰기/말끝에 ‘냐옹’을 붙이기

■

여성/청소년/장애인/성소수자 등 정치적 소수자 친화적 문화를 만들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아요.

의견나눌 이야기 6. 청소년녹색당과의 만남

-

청소년녹색당은 1/10 1/13 1/14 오후 3 시 이후 가장 빠른 시간이 좋다고 함.

-

별주막은 세 날 모두 열고 오후 3 시부터 염.

그 외 이야기 1. 지난 사업 후일담

-

사업계획안/규약개정안 사전토론회에 대해 이야기나눠 보아요.

-

제 1 회 신입당원 방가방가에 대해 이야기나눠 보아요.
-

그 외 이야기 2. 다음 회의 날짜

-

다음 회의는 언제 할까요?

그 외 이야기 3. 전운위 참석할 사람

-

다음 전운위(2/28)에 누가 갈까요?

매주 일요일 저녁 7 시 : 이유진후보 선거캠프 회의(동작), 홍지숙후보 선거캠프 회의(과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