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녹색당 2014년도 7차 운영위원회

2015. 1. 18 (일요일) 오후 12시 / 장소: 녹색당사

1. 총회 세부사항 협의 및 일 분담

(1) 명칭: 제 3차 정기총회 (2015.2.7) 

창립총회 (2012.5.26) / 임시총회 (2012.11.?) / 2014년 제 2회 정기 총회 (2014.2.11)

(2) 장소섭외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확정), 3시부터

(3) 총회 프로그램 준비

- 사회 (                   ) - 게임/레크리에이션

- 운영위원들이 말하는 2014 청녹, 운영위가 바라는 2015청녹, 힘들었던 점과 좋았던 점 (동영상)

- 규약수정안 발의 및 간단한 토론

- 중간공연 (히든싱어의 노래한곡!)

- 운영위원 선출 (선관위 안가영)

- 행운권 추첨을 통한 선물 주고받기

- 수고했다고 말하며 사진 찍고 마무리

(4) 총회 뒷풀이

- 총회 현장 혹은 근처에서 간단한 저녁식사 및 자기소개, 연락처 주고받기 (조별)

- 숙박, 할 것인가 말 것인가?

* 한다면 (예상 프로그램) 2015운영위원들의 청녹 계획 세우고 이야기하기

숙박 청녹 지원 없을 전망. 자유토론, 간식 준비 (개별지출)

- 연대사업은 어디까지가 적절한가?/ 청년 녹색당 운영위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 청년 녹색당은 녹색당에서 어떤 그룹이 되어야 하는가?

(5) 총회 티저 동영상 촬영 (오늘)

- 운영위원들이 2014년도 활동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영상

* 내가 생각하는 청년 녹색이란? (한 단어로)

* 2014년도 활동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어떤 것이었나? 가장 힘들었던 점은?

* 청년 녹색당이 나아가야 할 길, 2015년 그리고 2016 총선.. * 그리고? 하고 싶은 말?

(6) 총회 사전신청 받기 (총회만/ 총회 뒷풀이/ 숙박까지)

총회준비인단 결성 - 신청자들 중심으로 단체카톡방 만들기

- 논의를 중심으로 일할 그룹 결성- 참가자들 중 현장 스탭으로 일할 생각이 있는지 받기

- 총회 내 선물 나누기 실행시: 가져올 선물 확인 (금액 자유)



(7)총회 현장스탭

- 총회 꾸밈 준비 ( 총회 팻말, 오시는 길, 프로그램 안내, 장내배치) - 3명

- 사진 및 영상 촬영, 프로젝터 및 컴퓨터 담당 - 각 1명

- 등록 및 안내 스탭 - 3명

- 사회자 및 진행 도우미 (3명 가량)

- 레크리에이션 스텝 (범일)

(9) 총회 기념품 준비(티셔츠? 뱃지?)

(10) 예산안

지출

총회 장소 대관 :무료 / 총회 꾸밈준비 : 5만원 정도?

다과비용 약 10만원

공연, 사회, 지역 참가자 참가비 할인/면제안? → 1인당 5천원 * 20명 : 10만원

뒷풀이 및 숙박 개인비용 (1만원씩 다시 걷는 방식)

수입

참가비 1인당 5천원 *50명 : 25만원

2. 총회 청년녹색당 당규 수정안 발의(안) – 별첨

3. 선거 출마 후보 모집 및 선거운동(안가영 담당)

선관위원 : 안준혁, 이송

* 선거 후보 등록 1월 25일까지**

선거 관련 논의?

4. 청년녹색당 그간 활동보고

11월 청새치 파티 참여

12월 선거관리위원회 결성 및 선거 공고

이환희 위원장 외부 프로그램 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