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녹색당 5 기 제 3 차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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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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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보고에서 당원활동도 

같이 포함하기.  

c. 청년모임 

 광주, 부산 등이나 다른 등록되지 않은 청년모임 활동도 파악되는대로 넣기 

d. 총회준비위원회 

 원안접수.  

e. 규약개정위원회 

 원안접수. 

f. 청년선거운동본부 

 앰프를 사기. 

g. 그 외 사업 진행상황 

 원안접수 

h. 인수인계 자료 공유 

 의견나눌 이야기 ‘역할분담’에서 다루기로 함. 

i. 소식지 어떻게 할지 

 너무 많으니 줄이기로. 

j. 2015 결산보고 및 2016 최종 예산안 보고 

 공동운영위원장 활동비 지급 방식 확인해보기 

k. 당직자 필수교육/실무교육 

2 월 말의 후보자 필수교육 일정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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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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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장 주관. 

운영위원들이 의견 내기. 연락은 허큐.  

c. 회의비 지출방식 

 다음 회의까지 초안을 만들어오기(일석) 

d. 대토론회 사업계획 

 다음 회의에서 이야기하기 

e. 총회성사요건과 관련된 규약개정 논의 

- 총회성사요건과 관련된 규약개정 건은 1/35 또는 1/40 으로 정족수를 낮추는 것을 운영우 안으로 

제안. 

- 나이를 만나이로 표시하는 문제는 총회에서 토론하기로 함. 

f. 평등문화 만들기 

 다음 회의에서 이야기하기 

g. 역할분담 

 회계담당: 명암 

 회계집행부: 도연, 일석, 규홍, 명암 

 나머지는 다음 회의에서 이야기하기 

h. 고양녹색당 현수막 제안 

  청년수당, 청년부채, 핸드폰깡, 결혼자금, 임금체불, 학자금대출, 집세, 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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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 외 이야기(기타안건) 

a. 다음 회의 날짜 

  1 월 29 일 금요일 저녁 7 시 30 분 

b. 전운위 참석할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