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도 제3차 청년녹색당 운영위원회 회의 

일시: 2015년 4월 25일 (토요일) 14:00 – 17:00 

장소: 광화문 투썸플레이스 

재적: 배인영 신영수 (공동운영위원장) 김여원 김우빈 변규홍 에리카 이도연 한쏭 

 

보고 안건 

 

1. 전차 회의록 보고 (2015년 제2차 청년녹색당 운영위원회 회의) 

2. 청년녹색당 운영보고 및 사업 회고 

 

논의 안건 

 

1. 2015년 4월 – 5월 – 6월 정세판단 

2. 청년녹색당 대중강연 사업 진행 세부내역 논의 

3. 프로젝트 사람들 – 5.18 광주 답사 사업 관련 논의 

4. 퀴어퍼레이드 청년녹색당 참여방침에 관한 논의 

5. 대학구조개혁 평가 진행 관련 청년녹색당 대응방안 

6. 전기 운영위원회 – 현 운영위원회 미팅 일정 잡기 

7. 근로자의 날 논평계획 

8. Young Greens International 가입 및 APGF 청년녹색당 대표 파견 관련 논의 

9. 2015년 5월 청년녹색당 소식지 발송계획 

10. 청년녹색당 운영계획 (2015년 X월 X일 ~ 2015년 X월 X일) 

 

기타 안건 

 

1. 차기 운영위원회 날짜 선정 



보고 안건 1. 전차 회의록 보고 

 

별첨 1 – 제4기 청년녹색당 제2차 전국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문서를 검토해 봅시다. 또, 지난 번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해 반성할 것을 반성하고, 오늘 회의 안건지에 올라와 있지 않은 내용 중 

지난 번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토대로 추가로 고민해야 할 것이 있는지 함께 검토합시다. 

 

보고 안건 2. 청년녹색당 운영보고 및 사업 회고 

 

대상 기간 : 2015년 3월 22일 (일요일) ~ 4월 24일 (금요일) 

 

(3월 3째주) 

- 3월 21일 [토] 청춘의, 청춘에 의한, 청춘을 위한 세미나 #1 진행 / 배인영 

(3월 4째주) 

- 3월 24일 [화] [논평]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를 불허한 학교를 규탄한다 / 배인영 

- 3월 28일 [토] 아시아퍼시픽그린스 참가 청년녹색당원 모집 개시 / 신영수 

(3월 5째주 / 4월 1째주) 

- 3월 29일 [일] 녹색당 제3회 대의원대회 <사람들> 홍보부스 운영 / 한쏭, 이도연 

- 3월 31일 [화] [논평] 건국대 사복형사 사찰 및 대학구조개혁 규탄 논평 발표 / 변규홍 

- 4월 4일 [토] 토크콘서트 <사람들> 참여 및 탈핵서명 부스 운영 / 배인영, 김우빈, 신영수, 변규

홍 

(4월 2째주) 

- 4월 6일 [월] Global Young Greens 첫 연락 / 변규홍 

- 4월 8일 [수] IRIS 제3회 인문학 세미나 청년 진보당원 토론회 참여 / 김우빈 

- 4월 8일 [수] 청춘의, 청춘에 의한, 청춘을 위한 세미나 #2 진행 / 배인영 

- 4월 11일 [토] 녹색당 전국운영위원회 회의 참여 / 김우빈, 신영수, 변규홍 



(4월 3째주) 

- 4월 12일 [일] Young Greens 청년녹색당 대표 참가자 선발 / 신영수, 변규홍 

- 4월 14일 [화] 세월호 참사 1주기 남미순방 규탄 시행령 폐기 촉구 청소년 대학생 청년단체 공

동 기자회견 / 배인영 

- 4월 17일 [금] 핵없는 세상을 위한 두드림 / 변규홍 

- 4월 18일 [토]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집중행동 / 신영수, 변규홍 

(4월 4째주)  

- 4월 19일 [일] 청춘의, 청춘에 의한, 청춘을 위한 세미나 #3 / 배인영 

- 4월 20일 [월] 녹색당 캠퍼스 강연 in 건국대 홍보 / 신영수, 한쏭 

- 4월 22일 [수] 와글와글 청년정치토론회 주관단위 참여 / 배인영 

- 4월 22일 [수] 청년녹색당 행사알림 메일링 발송 / 한쏭, 배인영 

- 4월 23일 [목] 청년녹색당 4월 밥모임 / 에리카 

- 4월 23일 [목] 비례대표제포럼 제2회 정치개혁 아카데미 홍보 / 배인영, 변규홍 

 

논의 안건 1. 2015년 4월 – 5월 – 6월 정세판단 

 

2015년 4월, 5월, 6월 3개월간 사회 주요 현안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 서로의 정보를 공유

하고, 이들 중 청년녹색당이 결합할 이슈가 어떤 것이 있을지를 고민해 보도록 합니다. 

예시 : 성완종 리스트, 세월호 참사 1주기, 4.24 민주노총 총파업, 노사정위원회 대타협 파기, 4.29 

재보궐선거, 조희연 교육감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 5.1 메이데이, 5.5 어린이날, 각 대학별 축제 등 

 

논의 안건 2. 청년녹색당 대중강연 사업 진행 세부내역 논의 

 

현재 정해진 강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5월 1일 (금)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깨기 – 정희진 

2015년 5월 7일 (목)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깨기 – 김조광수 



2015년 5월 22일 (금) 노동에 대한 편견과 차별깨기 – 하종강 

(1) 홍보 방법 및 전략에 대하여 

(2) 실무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 안건 3. 프로젝트 사람들 – 5.18 광주 답사 사업 관련 논의 

 

<프로젝트 사람들> 에서 5.18 을 맞아 광주 답사에 대한 사업제안서를 보내 왔습니다. <별첨>된 

사업제안서를 함께 읽고, 이 사안에 청년녹색당이 어떤 식으로 결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을 

논의하고 결정하고자 합니다. 

 

논의 안건 4. 퀴어퍼레이드 청년녹색당 참여방침에 관한 논의 

 

4월 26일에 아이다호 관련 논의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청년녹색당

의 퀴어퍼레이드 참여방침에 관해 논의합니다. 

 

논의 안건 5. 대학구조개혁 평가 진행 관련 청년녹색당 대응방안 

 

2015년 4월부터 대학평가본부( http://uce.kedi.re.kr ) 에서 전국 400개 대학으로부터 서류를 접수

받아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4일에 2차 평가 자료입력이 완료되고, 

2015년 6월 첫째 주에 1단계 평가 결과 발표 및 셋째 주에 평가 결과 확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앙대학교, 건국대학교, 한성대학교 등의 대학에서 이미 강도 높은 학과 통폐합이 

현재진행형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청년녹색당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에 대

해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된 적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여기에 대해 논의합니다. 

(주요 일정) 2015년 5월 7일 (목) 대학교육연구소 대학구조개혁 관련 소규모 간담회 

 

http://uce.kedi.re.kr/


논의 안건 6. 전기 운영위원회 – 현 운영위원회 미팅 일정 잡기 

 

2014년도 제3기 청년녹색당 운영위원회와 2015년도 제4기 청년녹색당 운영위원회의 미팅 일정을 

고민해보도록 합니다. 

 

논의 안건 7. 근로자의 날 논평 계획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다가옵니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청년녹색당에서 논평을 발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본문 주 집필자 

(2) 본문 주 내용 

 

논의 안건 8. Global Young Greens 가입/APGF 파견 논의 

 

APGF 2015 총회에 참석하는 청년녹색당 대표로 송윤지 당원이 선발되었습니다. 송윤지 당원이 

APGF 2015 총회에서 맡게 될 중요한 일 중 하나가 Asia Pacific Young Greens Informal Meeting 참

여 입니다. 한편, 청년녹색당은 Global Young Greens 아시아태평양지역 운영위원들로부터 한국 청

년녹색당도 Global Young Greens 에 가입하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다음 실무 분담을 

논의합니다. 

APGF Congress : 2015년 6월 12일 ~ 6월 14일 

APGF 한국 녹색당 Workshop : TBD 

각종 서류 영어 번역 (청년녹색당 규약, 녹색당 당헌의 청년녹색당 유관조항) 

각종 서류 신규 작성 (청년녹색당 2014년도 재무제표) 

우리가 Global Young Greens 규약에 동의하는가, 그리고 Global Green Party Chart 동의하는가 

 

 



논의 안건 9. 청년녹색당 소식지 발송계획 

 

2015년 5월 청년녹색당 소식지를 발송하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소식지에 포함되면 좋을지 

함께 의논해 보도록 합니다. 

 

논의 안건 10. 청년녹색당 운영계획 및 예산안 

대상기간 : 2015년 4월 25일 ~ 2015년 6월 13일 

청년녹색당 마스터플랜 및 예산안을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상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스터 

플랜 빈칸을 계속 채워가도록 합니다. 

 

 

 

 

  

<청년녹색당 결산>  

  

구분  금액  

운영위원등교통비     314,300  

회의비     239,550  

행사진행비   1,131,080  

물품구입등     436,900  

연대사업      86,000  

계   2,207,830  



<별첨> 2014년도 청년녹색당 결산 

날짜 세목 내역  지출  

2014-02-13 청년녹색당-총회자료집 승명인쇄        165,000  

2014-02-14 청년녹색당-총회준비물 모닝글로리경복궁        2,500  

2014-02-14 청년녹색당-총회준비물 형제마켓      44,400  

2014-03-05 (15:07:50) 청년녹색당-탈핵집회 물품 구입 모닝글로리경복궁      21,000  

2014-03-21 (20:30:18) 청년녹색당-탈핵집회 부스 설치 사단법인녹색연합      65,000  

2014-03-24 (16:35:57) 청년녹색당-깃발제작 （주）연대와전진      30,000  

2014-03-29 (11:40:21) 청년녹색당-신입당원모임 마포두레소비자생협      18,900  

2014-03-29 (17:37:13) 청년녹색당-신입당원모임 오거리슈퍼      16,100  

2014-04-09 (16:52:06) 청년녹색당-교통비 김의신      31,800  

2014-04-09 (16:52:06) 청년녹색당-교통비 전요은      27,200  

2014-04-09 (16:52:06) 청년녹색당-교통비 이도연      18,100  

2014-04-09 (16:52:06) 청년녹색당-교통비 이환희      73,500  

2014-04-09 (16:52:06) 청년녹색당-운영위원회-물품구입 김준태      27,650  

2014.06.30 (18:22:40) 청년녹색당-교통비 이도연      18,200  

2014.06.30 (18:22:40) 청년녹색당-교통비 김의신      43,200  

2014-07-31 (17:35:52) 청년녹색당-고려대모임영화상영회 조주은      87,700  

2014-07-31 (17:35:53) 청년녹색당-고려대모임영화상영회 정인선      24,200  

2014-08-12 (11:01:06) 청년녹색당-티셔츠구입 상상이상커머스     370,000  

2014-08-14 (11:11:05) 청년녹색당-캠프다과비 （주）신세계      55,180  

2014-08-16 (10:58:19) 청년녹색당-캠프-물품구입 씨제이올리브영      20,000  

2014-08-16 (11:10:26) 청년녹색당-캠프-물품구입 파마트엘지약국        4,000  

2014-08-17 (10:22:36) 청년녹색당-캠프-대관료 ＮＩＣＥ＿티켓     420,000  

2014-08-18 (16:48:52) 청년녹색당-캠프-식비 김수영(양주청소년수련관)     385,000  

2014.09.16 (16:25:36) 청년녹색당-티셔츠우편배송 전형우      36,900  

2014-11-18 (17:55:01) 청년녹색당-교통비 김의신     102,300  

2014-11-18 (17:55:01) 청년녹색당-서울대모임영화상영회 김민재     100,000  

합계   2,207,830  

 

  



<별첨>  

2015 년 4 월 5 째주 – 2015 년 6 월 2 째주 청년녹색당 마스터플랜 

읽는 법 : 날짜 / 실무 / 홍보실무 순으로 반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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