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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 2017년 정기총회

총회순서

❑ 일시 : 2017년 3월 23일(금) 오후 7시
❑ 장소 : 비례민주주의연대 사무국 회의실
❑ 대상 : 비례민주주의연대 정관 18조에 따른 정회원

구 분

시 간

시 간

프로그램

18:40-19:00

20′

참가자 등록 및 접수

19:00-19:10

10′

개회 및 전년도 총회 회의록 보고

19:10-19:30

20′

2017년 활동 및 회계감사보고

19:30-20:00

30′

20:00-20:30

30‘

토론

20:30-20:40

10‘

정리

등록 및 접수

본행사

- 2017년 활동 및 결산보고
- 2018년 활동 및 예산 승인

페회 및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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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비례민주주의연대 2018 정기총회

전년도 총회 회의록 보고
<비례민주주의연대 총회 회의록>

❙ 총회일시 : 2017년 3월 24일 오후 7시
❙ 총회장소 : NPO지원센터 2층<받다>
1. 개회
하승수 공동대표가 총회를 개회하다
2. 성원보고

정회원 28명 (고문 2명, 공동대표 2명, 감사 1명, 운영위원 23명) 중 참석 15명, 위임 9명으로 총
회가 성립됨을 보고.
참 석 자 : 하승수, 최태욱, 최병모, 김미경, 김범일, 김푸른, 김 현, 복코, 심명옥, 신나희, 이주호, 장

예정, 제갈임주, 조기원, 강지헌 / 15명
후원회원 : 홍순계, 송환웅 / 2명
※ 정관상 소위원회 활동하시는 분들만 정회원임.
3. 안건토의
3-1. 2016년 활동보고 및 회계결산보고 승인
3-2. 2017년 활동계획 및 예산안 승인
2017년 활동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하고 통과함.

-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 활동내용 공유 및 계획 발표
- 지방선거제도 연구활동, 교육활동, 홍보활동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승인함.
3-4. 그 외 논의사항
- 사무국 공간에 대해 알아보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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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감사보고서

- 사업연도 : 2017. 1. 1. ~ 2017. 12. 31.
- 감사일정 : 2018. 3. 19.

1. 회계감사보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회계처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업감사보고
정치개혁의 요구에 맞추어 연대활동과 홍보에 충실한 한 해를 보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단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활동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3월 19일

비례민주주의연대 감사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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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활동보고 및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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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 2018년 정기총회

2017년 활동 보고
가.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매월 1회 운영위원회의 정례화 (총3회)
일시
1월 3일

회차 및 참가인원

회 의 내 용

4차 : 참가 14명, 위임 4명, 신규 3명 - 운영위워크숍일정 및 2월 토론회 논의

2월 9일

5차 : 참가 10명, 위임 12명

- 연구팀, 교육팀, 홍보팀 활동계획 논의

4월 17일

6차 : 참가 10명, 위임 12명

- 팀별 활동공유 및 연대단체활동 계획논의

5월 12일

7차 : 참가 10명, 위임 15명

- 팀별 활동공유 및 연대단체워크숍진행 논의

6월 22일

8차 : 참가 16명, 위임 10명

- 열린강좌교육홍보 및 정치개혁 공동행동 활
동계획 공유

7월 20일

9차 : 참가 16명, 위임 12명

- 공동행동 활동공유 및 강사단교육 논의

8월 17일

10차 : 참가 11명, 위임 17명

- 3대의제 11대과제 공유 및 9월 활동 논의

9월 15일

11차 : 참가 12명, 위임 16명

- 릴레이입법청원 캠페인 공유 및 사무실개소
식 준비 논의

10월 17일

12차 : 참가 8명, 위임 20명

- 활동공유 및 주권자대회 준비 논의

11월 21일

13차 : 참가 10명, 위임 18명

- 국회대응안 논의

나. 비례민주주의연대 활동
나-1. 워크숍, 간담회, 토론회 등
- 운영위원 신년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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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1월 21(토)-22(일) 1박2일
⁕ 내용 : 2016년 활동평가 및 2017 활동계획 모색
- 바꿈에서 제안한 <우리가 그리는 대한민국> 토론회
⁕ 진행일시 : 2017년 2월 4일 토요일. 시간 미정
⁕ 진행장소 : 홍대 미디어카페 <후>
- <공직선거법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 진행일시 : 2월 9일 오후2시

- 7월 18일 사무실 이사, 9월 27일(수) 오후 6시-8시 사무국 개소식 진행
- 11월 11일 <민주주의UP 주권자대회>에서 비례민주주의연대 부스 운영
다트, 미니국회 모의체험 진행 (김푸른, 서정옥)
- 12월 18일 <청년이 말한다. 선거제도개혁과 권력구조 개헌,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김푸른, 허승규
청년발제자로 참여

- 송년모임 진행
⁕12월 22일 <문턱 없는 밥집>

나-2. 연구팀 활동
- 구성원 : 하승수, 허승규, 박지원, 신나희, 정대망, 강지헌
- 실태조사, 데이터조사 한 것을 토대로 지방선거제도개혁 내부세미나 진행
⁕ 일시 : 4월 28일(금) 7시
⁕ 장소 : 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나-3. 교육팀 활동
- 구성원 : 최영선, 김범일, 김현우, 복코, 김미경
- <선거제도 안녕하세요> 열린 강좌 진행
1회차 2017년 6월 29일 (목) 저녁 7시30분 – 김범일, 최태욱 공동대표
2회차 2017년 7월 6일 (목) 저녁 7시30분 – 신나희, 하승수 공동대표
⁕ 장 소 : 청년허브 세미나실 (은평구 불광동 혁신파크 내)
⁕ 참가비 : 회당 5천원 (현장납부)

나-4. 홍보팀 활동
- 구성원 : 복코, 정대망, 신나희, 김푸른
- 허핑턴포스트에 100인 인터뷰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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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해주신 분들 : 김푸른, 김미경, 홍기돈(정의당보좌관), 임순례(영화감독), 백승목(성공회대학생회
장), 임경지(민달팽이유니온위원장), 제갈임주(과천시의원), 이성윤(우리미래당대표), 이경선(제주여민회대
표), 유창복, 한섬·유능이(청소년유니온), 조진석(책방이음대표), 남수지(부천시민연합), 오영주(정치개혁고
양파주행동), 유승찬(스토리닷대표), 혜만(여세연활동가), 이선임(서울아이쿱생협 이사장)

나-5. 청년위원회 활동
▷ 비례민주주의연대 청년위원회 구성 및 활동
- 6월 22일 8차 운영위에서 청년위원회 결성, 활동 기획 및 추진은 강지헌, 김푸른 운영위원에
게 위임
- 7월 21일 비민연 청년위TF 모임진행, 연동형비례대표제 개혁이 청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 연
구 진행, 정치개혁 청년행동 구성 단계에 활용됨
- 12월 12일 청년위 활동 평가 및 방향 논의
- 12월 18일 대안담론포럼 김푸른 운영위원 발제자로 참여
- 피선거권 헌법소원 연석회의 참여
→ 청년위는 당분간 느슨하게 운영하면서 필요에 따른 역할을 판단하면서 진행, 3인 이상 모
이면 TF를 꾸려서 공부모임, 세미나, 하고 싶은 활동 등 가벼운 형태로 기조를 전환해서 진행
▷ 정치개혁 청년행동 활동
- 6월 27일 우리미래, 청년참여연대, 대학YMCA, 비민연 청년위 첫모임, 이후 월 1회 이상 회의
후 3대 개혁 과제 도출 (△연동형비례대표제 △18세 선거권 피선거권 청소년정치활동보장, △
국회 청년할당제 도입)
- 8월 22일 정치개혁 청년행동 출범 기자회견 (추혜선 의원실)
- 9월 19일 <피선거권인하, 청년할당제> 청원안 제출, 청년위원회 내부세미나 진행
- 10월 14일 오마이뉴스 <정치야, 말 좀 들어!> 칼럼 발행 : 32살에 교육부장관, 스웨덴이라 가
능했다. (김푸른, 강지헌)
- 10월 29일 공동 강연회 <미래세대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N가지 장벽> 개최 (강지헌 발제, 정
대망 퍼실리테이터 교육 담당, 김푸른 실무 결합, 하승수 강연)
- 정치개혁 청년행동과 미디어스 릴레이 기고
- 2017년 12월 12일 기준 9개 단체 활동 중 (대학YMCA, 민달팽이유니온, 비례민주주의연대 청
년위원회, 우리미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촛불청소년
인권법재정연대)
- 2018년은 청소년 단위가 새롭게 결합하고 지방선거에 맞춰 활동 계획을 논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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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민주주의연대 청년위는 정치개혁 청년행동 활동 재편 논의 이후 지속적으로 회의까지
결합할지 판단, 회의 참여가 어렵다면 연명 수준으로 결합

다. 연대활동
다-1.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 활동
- 1월 24일‘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발족 기자회견 (3대 개혁안 발표)
- 2월 2일 질의서 배포 후 기자회견(국회 정문앞) 후 회의진행
- 2월 6일 국회의원, 정당, 대선후보들에게 보내는 질의서 발송 후 확인작업
- 2월 8일 기자회견 <유권자 입막는 살벌한 선거법...>
- 2월15일 3대 선거제도개혁과제 국회 토론회 진행
- 2월20일 3대 선거법개혁과제 공개질의서 1차답변 결과 발표
- 2월27일 3대 선거법개혁과제 공개질의서 대선주자 및 2차 답변결과 발표
- 2월28일 <18세 선거권 및 유권자 참정권보장> 바른정당 당사 앞 공동집회
- 3월 6일 유권자 단속 시작한 선관위, 침묵의 선거 강요하는 선거법 기자설명회
- 3월 15일 선거법개혁 국민선언대회 및 집중행동주간 선포, 행진 진행
- 3월 22일 전국 동시다발 선거법개혁요구 집중행동의 날 기자브리핑 진행 (30여개 지역 참여)
- 3월 28일 - 4월 3일 온라인 집중행동 진행-대선후보 및 국회의원에게 SNS 보내기 액션
- 4월 6일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 개설
- 4월 10일 대선후보에게 선거법 3대 과제 공약화 촉구 공문 발송
- 4월 15일 광화문광장 캠페인

- 내부워크샵
⁕일시 및 장소 : 4월 19일(수) 오후 2시-6시 참여연대
1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세부쟁점 및 지방선거제도 개혁방안(하승수)>
<정치개혁 과제 공유(이선미)>
2부 <대선이후 선거법 개혁운동의 전략과 로드맵>
<개헌특위 논의 상황과 선거법 개혁(좌세준)>

- 전국 워크샵
⁕ 일시 : 5월 19일 (금) 오후2시-7시
⁕ 장소 : 용산 철도회관 6층 대회의실
⁕ 인원 : 130명으로 추정 (서울의 단체, 지역의 단체, 개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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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송문식

다-2) <정치개혁 공동행동> 활동
- 6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발족식 기자회견 진행, <3대의제 11개 과제>를 중심으로 활동
- 12월 31일까지 전국 567개 단체 참여

- 6월 20일 1차 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11월 29일까지 6차 운영위원회 진행
3대 의제

11개 과제
1-1. 국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1. 민심 그대로

1-2. 예산 증액 없는 국회 의석수 확대

선거제도 개혁

1-3. 지방의회선거 비례성 보장
1-4.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2. 정치장벽을 깨자,

2-1. 정당 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허용

다양성과 여성정치

2-2. 여성할당제 강화

확대

2-3. 정당별 기호부여 제도 폐지 및 기탁금/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
3-1. 만 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3-2. 선거법 93조 폐지 등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3-3. 교사, 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3-4.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

1> 국회대응 및 직접행동
- 6/8 발족기자회견 직후 원내정당들에게‘입법권을 가진 정치개혁특위’구성 촉구 및 면담요청 공문 발송
(각 당 원내대표에게 발송)
- 6/16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면담
- 6/22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면담
- 8/22 정치개혁 청년행동 발족 기자회견
- 9/5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원혜영 위원장 면담
- 9/11부터 <정치야 말 좀 들어> 릴레이청원캠페인 시작
릴레이 캠페인 온라인페이지 : http://govcraft.org/p/political-reform
- 9/27 국회 로텐더홀에서 '선거제도 개혁 위한 민정연대 추진 간담회' 진행, 바른정당도 참여
- 10/23 서울행동 기자회견(선거구획정위에 바라는 성명서 발표)
- 10/28 촛불1주년 집회‘선거제도개혁’부분발언 및 정치페스티벌 홍보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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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광화문광장에서 정치개혁과 국민주도 개헌을 위한 주권자 행동 계획 발표 기자회견 진행
- 11/10 서울시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공청회
- 11/11 <민주주의UP! 2017 정치페스티벌> 진행
김제동의 만민공동회, 40여개 부스 운영, 청소년참정권 요구 사전대회, 주권자대회 등
- 11/15 정치페스티벌 평가회의 및 사후 국회 대응안 논의
- 11/28 국회 정개특위에 선거제도 개혁 등 지지부진한 쟁점 논의 촉구
- 12/1-12/29 :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30일 시민행동 돌입
국회 앞과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평일 점심시간대에 1인 시위 진행
- 12/12 청소년 입당원서 제출 퍼포먼스 진행
- 12/13 선거구획정시한을 맞아 성명서 발표(정치개혁 서울행동)
- 12/18 행동하는 독서회 퍼포먼스 진행
- 12/21 일하며 시위하는 노마드잔치
- 12/29 국회정치개혁특위 총평하는 논평 발표

2>간담회, 토론회, 교육 등
- 전국간담회 <지방선거제도, 제대로 바꾸자>
⁕ 일시 : 7월 10일 (월)
⁕ 장소 : 대전NGO지원센터
- 전국토론회 <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 일시 : 8월 22일 (화) 오후 2시-5시
⁕ 장소 : 용산 철도회관
⁕ 사회 : 유창복 (정치개혁 서울행동(준))
- 정치개혁 공동행동 강사단 양성교육
⁕ 일시 : 9월 15일 오후 3시
⁕ 장소 : 비례민주주의연대 사무국 회의실
⁕ 강사 : 김범일

3> 홍보 및 기타
- 오마이뉴스칼럼 연재현황
일시

내

용

2/20

군인은 될 수 있어도 투표는 못 한다? _류홍번(한국YMCA전국연맹)

2/22

온통 ‘하지마’ 선거법...유권자 수난시대 _이선미(참여연대)

2/25

국회의원 400명 뽑자, 단 ‘특권’ 없애고 _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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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대통령 뽑는 방식 바꾸자’ 대선 후보들의 대답은? _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3/11

박근혜 탄핵, 잊지 말아야 할 이명박 _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3/20

‘국정농단 사죄’ 피켓도 불법? 이런 날이 오고 있다 _좌세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3/30

대선주자는 찬성하는데 사라진 18세 선거권 _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4/4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숨은 함정 _변성호(전교조)

4/11

5월 9일, 또 다른 대통령 투표 결과 나온다 _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4/26

“선거제도 개혁 원한다”, 연세대에 붙은‘팩트폭격’대자보 _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5/6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처벌도 ‘기울어진 운동장’? _정하윤(참여연대)

9/14

꼴 보기 싫은 국회의원? 이렇게 하면 바꿀 수 있다 _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9/22

‘촛불’이 특정 정당 반대? 문제는 선거법이다 _장소화(참여연대)

10/10

‘촛불 정치’, 이렇게 가능하다 _유창복(정치개혁서울행동)

10/14

32살에 교육부장관, 스웨덴이라 가능했다 _김푸른(정치개혁청년행동)

10/20

3년간 40만원 후원했다고 직위해제, 이건 아니다 _조영선(민주노총)

10/27

“이승만 정부 물러가라” 외쳤던 중학생은 어디로? _김현근(아수나로)

10/29

‘20대 개새끼론’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_하민지

10/31

인권위, 선관위가 동의한 법, 국회는 왜 막나? _홍상표

11/13

“돈 없으면 정치 못한다” 청년 답답하게 하는 현실 _이정민(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12/3

군필, 대학원 졸업, 재산41억 이상, 55.5세 남성은 누굴까 _이진옥(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12/14

박원순 음모? 홍준표는 왜 ‘실력 저지’를 말했나 _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12/19

20초짜리 라디오 광고에 목숨 거는 이유 _안재홍(정치개혁제주행동)

- 홍보 용 현수막, 손피켓, 유인물 제작, 지역과 공유
- 매주 월요일 뉴스레터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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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결산 보고
2017년 수입지출 합계표
계정과목

2017년도

예산

2017년도

결산

비

고

전년도 이월금

14,439,307

14,439,307

CMS 후원금

34,800,000

38,729,720

일시후원금

10,000,000

17,250,000

소책자판매금

1,000,000

1,790,500

-

53,441

60,239,307

72,262,968

연구활동

2,000,000

156,400

월모임,지역강연,세미나등

교육활동

1,000,000

296,990

월모임, 아카데미 진행 등

홍보활동

5,000,000

5,130,705

제작비, 디자인비, 온라인,
홈페이지 등

100인 인터뷰

1,000,000

524,500

18명의 인터뷰 진행

출장비

1,000,000

87,200

강연활동 교통비, 식대 등

연대활동

4,000,000

6,270,213

공동행동, 기타 연대활동

회의비

1,500,000

2,340,160

운영위원회, 실무자회의,
총회, 워크숍

인건비

28,053,600

28,243,110

상근 1명, 반상근 1명

사회보험부담금

3,201,000

3,284,990

4대보험료

퇴직금

2,400,000

2,499,217

퇴직금 중간정산

0

301,000

수수료

2,000,000

2,047,250

통신비

700,000

748,360

3,600,000

4,897,800

임대료,관리비

사무비

600,000

1,016,280

컴퓨터, 잉크 등 사무용품

세금

100,000

212,130

4,084,707

2,388,300

60,239,307

60,444,605

수
입
기타잡수입
수 입 합 계

활동비

지

출

기타 후생비
경상비

임대료 및
관리비

예비비
지 출 합 계
2018년 이월금

11,818,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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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자, 기타 환급금

추석상여금
CMS수수료, 금융결제원 등
전화요금, 우편요금 등

소득세, 지방세 등
사무실이사 및 오픈식,
송년모임

2018년 활동 및 예산(안)

15

비례민주주의연대 2018년 정기총회

2018년 활동계획
1. 교육 및 조직 활동 확대
- 2017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활동을 확대
- 다양한 경로로 교육을 조직화 : 정치개혁공동행동이라는 전국적 네트워크를 통한 교육(지역),
주요단체/노조들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교육, 생협/청년/정당의 청년조직 등 타겟을 설정한 교
육 등을 기획하여 실행(한림대 정치경영연구소가 기획하고 있는 주요조직들과 협의하여 진행
하려 하는 강연사업과도 연계하여 진행).
- 교육을 위한 강사단 양성 교육 또는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진행
- 정치개혁 공동행동 참여단체 및 지역 확대
- 일정 : 상반기부터 진행하되,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집중적으로 진행

2. 홍보활동
- 현재 진행 중인 온라인 홍보기획 모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체적인 홍보역량을 키워나
감 : 홈페이지 제작/운영, 영상제작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내부 역량을 축적해 나감
- 홍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조직화(ex. 퇴근 후 활동가 모임 : 퇴근 후 일주일에 2
시간정도 온라인으로 홍보하고 조직하는 작업)
- 그 외 홍보와 관련된 가능한 기획들을 해 나가고 진행(ex. 와인나이트 : 매월 1회 선거제도개
혁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강사를 모셔 이야기를 듣고 소감을 나누는 형식, 웹툰 제작, 스
티커, 뺏지 등 상징적인 것을 만들어 알리는 것, 정기적으로 오프라인 행동을 진행하는 것).
- 홈페이지 개편 및 홍보동영상 제작

3. 연대활동
- 6.13 지방선거까지 진행될 개헌국면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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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협력하여 선거제도의 비례성 보장 원칙이 헌법에 반영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혁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감
-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 지연될 경우에 대비하여, 정치개혁공동행동이라는 전국적인 네트워
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례민주주의연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감(4월 4일 운영위원회
개최, 6월 지방선거후 평가 및 향후 전망을 모색하는 워크샵 개최 등)

4. 회원 및 재정 확대
-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 추가 영입
- 후원회원 2배 이상으로 확대(현재 295명)
- 사무국 활동체제 안정화(현재 상근1명, 반상근 1명)
** 부흥회 겸 후원행사를 겸한 행사(최태욱 교수님 책 출간과 연계하여)를 5월초 정도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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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예산안(2018.1.1.-12.31)
1. 수입
항 목

세부내역

계(원)

전년도 이월금

비 고

11,818,363

CMS후원회원

4,000,000⨉12개월

48,000,000

특별후원금

개별후원 및 행사후원 등

10,000,000

소책자 판매금

1,500,000

기타 수입

강사료, 예금이자 등
합 계

500,000
71,818,363

2. 세부 지출내역
항

활동비

경상비

목

세부내역

교육활동

교육, 강연 등

3,000,000

홍보활동

디자인 및 제작비, 온라인, 오프라인, 홈페이지 등

8,000,000

출장비

출장비, 식대 등

2,000,000

연대활동

각 단체들과의 연대

3,000,000

회의비

운영위원회, 실무자회의, 총회 등

3,000,000

인건비

상근 1명, 반상근 1명

31,200,000

사회보험 부담금

4대 보험료

5,000,000

퇴직금

퇴직금 적립 및 정산

3,000,000

기타 후생비

구정, 추석 상여금

온라인 수수료

관리점수수료, 금융결제원 등

통신비

전화요금, 우편요금, 온라인관련

임대료 및 관리비

540,000원⨉12개월

사무비

60,000⨉12개월

세금

계(원)

600,000
3,000,000
800,000
6,480,000
720,000
80,000

예비비

1,938,363
합

계

71,818,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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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단체는 “비례민주주의연대”라 한다(이하 ‘우리 단체’라고 함).
제2조(목적) 본 단체는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로의 개혁 등 주요 정치제도의 개혁여론을 확산
시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유권자 일반에 대한 홍보 캠페인 진행 및 토론회·세미나 등의 개최
2. 바람직한 개혁 방향에 대한 연구사업 및 그 출판 등 공표
3. 선거제도 전반에 관한 교육활동 및 강연회 등의 개최
4. 정치제도 개혁을 위한 연대활동
5. 그 밖에 본 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단체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두며, 필요한 경우 국내외 다른 지역
에 지부 또는 부설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과 구분)
① 본 단체의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본 단체의 특정 위원회의 가입을 신청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회원으로 한다.
③ 후원회원은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본 단체를 후원하고 있는 회원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모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본 단체에서 개최하거나 진행하는 각종 교육, 캠페인과 토론회·세미나·강연회 등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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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단체의 총회 출석 및 총회에서의 의견 표명
3. 본 단체의 시설 이용, 출간물 수령, 자료 등의 이용
4. 그 밖에 본 단체가 제안하는 사업에 대한 참여
② 정회원은 전항 각 호의 권리와 더불어, 총회의 의결권과 임원으로 선출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모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정관 기타 규정 및 총회 등 의결사항의 준수
2. 회비의 납부
제8조(회비) 회비는 정회원과 후원회원이 납부하는 월회비, 일시기부금, 그리고 특정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제9조(회원자격의 상실)
① 회원은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이때 탈퇴의 의사가 본 단체에 접수된 때
로부터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②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할 수 있다.
1. 본 단체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2. 본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1년 이상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3장 임원 및 운영위원회
제10조(임원의 구성) 본 단체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대표 5명 이내
2. 운영위원 20명 내외
3. 감사 2명 이내
제11조(임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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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표, 운영위원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는 운영위원의 추가선임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대표가 운영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고문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 산하에 교육, 홍보, 조직, 연구 등의 역할을 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
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대표 2년
2. 운영위원 2년
3. 감사 2년
② 운영위원과 운영위원장은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③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3조(대표의 직무)
① 대표는 본 단체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공동으로 대표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 대표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직무대행을 선임
하여 대표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① 운영위원회는 20명 내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대표 또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 운영위원 4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3. 감사의 요청이 있는 때
③ 전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요청이 접수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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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의결방법)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의 계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4.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운영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은 다른 운영위원에게 의결권의 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운영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중 자신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6조(운영위원회의 사무국과 부설기구)
① 운영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산하에 사무국과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사무국과 부설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단체의 재산 사용에 관한 감사
2.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감사
3. 총회·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사항에 관하여 총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견 진술 및 감사내용 보
고
4. 총회·운영위원회 회의록의 확인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및 개최)
① 본 단체의 총회는 정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3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제19조(총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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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회는 대표 또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의 안건과 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
지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통지는 총회일로부터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④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소집할 수 있다.
1. 정회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2. 운영위원회 재적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표 또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⑤ 전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
3.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
4. 본 단체의 합병·분할, 지부 또는 부설연구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본 단체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총회 의결사항으로 결정한 사항
제21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 이메일,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의결권을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총회의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자신의 임원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
2. 회원 자신과 본 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우려가 있어 운영위원회에서 미리 결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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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회의록) 총회의 회의 내용은 회의록으로 기록하여 대표와 감사가 서명날인하여 이를 주된
사무소에 보관한다.

제5장 재산과 회계
제24조(재정)
① 본 단체의 재정은 회비, 기부금, 그리고 특별회비로 충당한다.
② 본 단체는 인터넷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실적을 매년 1회 이상
공개하고, 그 시기와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③ 본 단체의 수익사업으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단체의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제25조(회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잔여재산의 처분) 본 단체가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단체와 유
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처분한다.

제6장 정관의 변경
제27조(정관의 변경) 본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
에 의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해산과 합병
제28조(해산과 합병) 본 단체를 해산 또는 다른 단체와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전 조의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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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보

칙

제29조(준용규정) 본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등 관련 법령과 비영리단체의 운영에 관
한 일반원칙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최초의 총회를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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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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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 및 정회원 명단
No

이 름

연 락 처

이메일 주소

1

신필균

010-8965-0000

상임고문

2

최병모

010-3848-0000

상임고문

3

하승수

010-2537-0000

haha9601@naver.com

공동대표
(운영위원장)

4

최태욱

010-9342-0000

eacommunity@hallym.ac.kr

공동대표

5

이상희

010-8884-0000

shlee@jihyangaw.com

감사

6

최영선

010-6257-0000

soonduboo@tistory.com

운영위원

7

김미경

010-3368-0000

kmkfra@hanmail.net

운영위원

8

김 현

010-4229-0000

anpeace@hanmail.net

운영위원

9

강지헌

010-7171-0000

jiheon1989@gmail.com

운영위원

10

허승규

010-6543-0000

hsk2323@nate.com

운영위원

11

제갈임주

010-9118-0000

forest114@hanmail.net

운영위원

12

장동엽

010-4220-0000

011taijist@hanmail.net

운영위원

13

복 코

010-5192-0000

kkafrio@gmail.com

운영위원

14

김푸른

010-5576-0000

vnfms0627@hanmail.net

운영위원

15

한자원

010-7593-0000

petrakelly2050@kfem.or.kr

운영위원

16

장예정

010-9356-0000

yejong94@naver.com

운영위원

17

정대망

010-8503-0000

jdm0123@naver.com

운영위원

18

김범일

010-9076-0000

snagal@naver.com

운영위원

19

김현우

010-7552-0000

khw1449@gmail.com

운영위원

20

서정옥

010-7327-0000

cobaltblue872@gmail.com

운영위원

21

김병민

010-7138-0000

wpfap@daum.net

운영위원

22

윤병국

010-4718-0000

g120416@hanmail.ne

운영위원

28

역 할

선거제도가 바뀌면 정치판이 달라지고
정치판이 바뀌면 ‘나의 삶’이 달라진다

비례민주주의연대 사무국 ☎ 010-2726-2229, FAX 02-6008-7944
www.myvote.or.kr
후원계좌 : 농협 355-0036-47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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