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녹색당 제 4차 운영위원회 회의(임시) 결과

언제
: 2016년 1월 29일 (금요일) 19:59 – 23:30

어디서: 녹색당사
와야 할 사람: 비연 진일석(고려대모임 겸임) 김여진 변규홍 스칼렛 안알아 오윤명 오재석 (이상 전국위원) 허승규
(연세대모임)
온 사람: 비연, 일석, 권우, 재석, 윤명, 스칼렛, 규홍, 여진(온라인)
구경온 사람: 명암(온라인)

공유할 이야기(보고안건)1. 전차 회의록 확인



앰프를 구입하기로 결정했었음을 확인함.
인수인계 자료를 사전 공유하기

공유할 이야기(보고안건)2. 당직자 필수교육/실무워크숍 관련 공유
당직자 필수교육 2월 중 사무처와 협의해서 잡을 예정(2/27일 유력)

무워크숍은 우선 김수민 님에게 일정 제안(스칼렛, 2/4일)
실
규홍 인수인계 파일은 총 2회로 나누어 교육

o
1회: 총회 당일 MT에서(1/31) (안알아 당원 외 전원 MT참석 예정)
o
2회: 안알아 당원의 경우 캠프 사무장을 맡고 있기에, 긴급하지는 않으므로 추후 규홍이
개인적으로 교육
공유할 이야기(보고안건)3. 총회 준비 현황 공유







공유할


발제자: 생명의례(푸름), 사업보고(영상), 결산보고(비연), 사업계획(일석), 규약개정(규홍),
선거(선관위)
사업계획 안건은 일단 전체적으로 설명 뒤, 당원들의 의견 수렴 및 토론. 이후 수정 반영하여
의결하자.
이야기(보고안건)4. 청년선본 현황 공유(+정치캠프)

청년선본: 보고사항 없음
정치캠프
o
포스터는 아직 미 발행
o
참가비는 15,000(서울, 경기, 인천), 10,000(기타 지역)

청년선본 이름은 총회 후 회의에서 의논

현수막 재활용 사업의 경우 이유진 선본 현수막도 확보(권우)
공유할 이야기(보고안건)5. 회계 프로세스 공유







공유할


품의서를 청녹에서 작성하고, 녹색당 대표메일로 보내면 처리해주기로 사무처와 합의함.
기타 회계과정은 회계담당자와 전국사무처가 함께 더 논의해보기로 함. (총회 후)
청년녹색당 통장관리에 대해서 고려
이야기(보고안건)6. 공동운영위원장 활동비 지급 방식 공유


공동운영위원장들에게 2월부터 1인당 100,000원 씩 10개월 지급


별도의 영수처리는 필요 없다는 사무처의 언급
의견나눌 이야기(논의안건)1. 총회 관련 의견 나누기






사업계획안(일석)/규약개정안(규홍) 자료집 담당자에게 전달
사업보고 이견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운영위원회 온라인 의결을 통해 운영위 안으로
제출하기로 함. 총회 당일에는 '사업보고 수정안'이라는 형태의 별도 문서로 교체.
총회에서 비당원의 경우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의결
규약개정 관련

o
제11조 2항 3조에서"공동운영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전국총회의 결의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공동운영위원장의 선출을 위임할 수 있으며"삭제하기로 의결
o
청년당원의 규정에서 만/한국식 나이 문제는 조항(4조)에서 '당규'>'당헌'으로 수정과 35세를
추가 언급하는 것으로 의결
o
지난 운영위(3차)에서 총회 정족수를 낮추는 안을 제안했으나, 이에 대한 반론이 있었다.
정기총회/임시총회의 정족수에 대한 차등을 두는 방향으로 결정하였으며 임시총회에
한정하여 1/35, 1/40을 정족수로 하는 안건을 올리기로 의결.
의견나눌 이야기(논의안건)2. 비수도권 교육/조직 지원사업 의견나누기


부산에서는 3월에 하기로 함.

지역에서 운영위를 개최할 수 있는 예산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 행사와 결합하자는 의견이 나옴

3월 운영위를 부산에서는 다음 운영위에 추가 논의
의견나눌 이야기(논의안건)3. 회의비 지출방식
회의 장소는 비용 지출을 자제하기 위해 당사를 사용하고, 불가피하게 지출하게 될 경우 녹색
공간(비건빵집, 개인카페)등을 가급적 이용하기로 함.

회의는 참석/참관 1인당 5,000원으로 제한. 전체 액수는 참석해야하는 구성원수*5,000원. 이
기준을 초과할 시 2,000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의결.

운영위원이 아닌 당원의 전국운영위 참관 기회는 사업을 통해, 원하는 당원들을 모아서 추첨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만들어 보자(차후 회의에서 논의)
의견나눌 이야기(논의안건)4. 역할분담/인수인계


공유할 이야기(보고안건)2를 참고.
의견나눌 이야기(논의안건)5. 평등문화 만들기
회의 양식
o
토론 양식, 원탁회의식(구성원이 다수일 때)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옴
o
"회의는 형식이다"회의 이전에 회의 주관자와 기타 관계자들 간의 연락을 통해 사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회의주최자의 부담이 늘어나지만, 이 부담을 분산 시킬 방법을 고민해보자
o
나옹에 대해서는 인수인계 교육에서 논의해보자

안건지

o
'공유할 이야기'>'알릴 이야기', '의견나눌 이야기'>'정할 이야기' 로 수정하자
o
쉬운 언어, 멘토링, 안건지 사전공유, 어려운 용어에는 주석.
o
안건지를 쉽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여하는 운영위원의 준비(공부)도 필요
o
회의 때는 일반언어로, 공유하는 문서는 쉽게 풀어서 하는 방법은?
의견나눌 이야기(논의안건)6. 청소년녹색당과의 만남



2월 10일 오후 3시 이후 별주막. 비연, 규홍(확정), 재석, 일석(의지 있음)


만나서 하면 좋을 이야기(약칭, 녹록하당 등 별칭)

음주에 대한 논의는 비연이 청소년 녹색당 운영위에 문의
그 외 이야기(기타안건)1. 지난 사업 후일담

방가방가 피드백을 구글시트로 작성(규약개정안/사업계획서, 일석 냐옹)

사업평가양식 파일 참조해서 작성
그 외 이야기(기타안건)2. 다음 회의 날짜


2/15~2/26일


중 가장 많은 사람이 되는 날짜로 결정하기로(카톡방에서 논의)

그 외 이야기(기타안건)3. 전운위 참석할 사람
여진, 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