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정기총회 회의록

■ 일 자 : 2020년 1월 30일 (목) 14:00-17:00
■ 장 소 : 창비 서교빌딩 50주년홀
■ 총회진행순서
1. 개회선언
2. 성원보고
3. 서기 및 회의록 기명자 선출
4. 안건순서의결
5. 안건 심의 및 의결
 1) 2019년 사업평가에 관한 건(보고)
 2) 2019년 결산에 관한 건(승인)
 3) 임원선출에 관한 건
 4) 2020년 사업계획에 관한 건(승인)
 5) 2020년 예산에 관한 건(승인)
 6) 기타안건
6. 회의록 채택
7. 폐회 선언



1. 개회선언
박소희 이사장이 2020년 사단법인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정기총회 개최를 14시 10분에 선
언함. 

2 성원보고
서울지부 김현실 지부장이 성원보고함. 총 106개 회원중 43명 참석, 위임16명, 총 59명으로 
성원이 되었음

3. 서기 및 회의록 기명자 선출
박소희 이사장이 김자영(작은도서관 웃는책 관장)을 서기로 임명할 것에 대해 회원전체에게 
동의를 구하고 전원 박수로 승인함. 
기명자 선출 : 박소희, 강영미, 김경희, 김명희, 김은자, 김영주, 김자영, 마연정, 박미숙, 백영
숙, 백현진, 손보경, 이순애, 이은주 등 14명의 이사들이 기명자가 되어 회의록에 도장을 찍는 
것과 천안 성성푸른도서관 박민주 관장과 개인회원 김경희가 사찰을 하는 것에 대해 전체 회
원에게 동의를 구하고 전체 박수로 승인함. 

4. 안건 순서 의결
박소희 이사장이 제안된 안건 심의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 그중 기타안
건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를 물음. 기타안건에 대한 의견은 없었음. 기타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은 순서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마연정 회원 동의와 김은자 회원 제청으로 의결함.

5. 안건 심의 및 의결
1) 2019년 사업 평가에 관한 건
① 이은주 사무총장이 2019년 사업 전반의 평가를 보고함. 
② 박민주 정책위원장이 2019년 정책위원회 사업을 보고함. 백현진 교육위원장이 2019년 교
육위원회 사업을 보고하고 김경희 어린이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어린이서비스위원회 
사업을 보고함. 
③ 이은주 사무총장이 2019년 대외협력사업,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작은도서관 책친구 
사업을 보고하고  2019년 작은도서관 컨퍼런스 등의 작은도서관이 아름답다 지원센터 사업, 
그외 기타사업을 보고함. 
④ 2019년 지부별 사업보고는 자료집으로 대체함.
⑤ 최진봉 사업감사가 2019년 사업 감사 보고서를 낭독하고 울산 양정달팽이도서관 하현숙 
회원이 동의하고, 강화 자람도서관 전민성 회원이 제청하여 만장일치로 사업보고를 승인함

2) 2019년 결산에 관한 건
① 이은주 사무총장이 2019년 결산 일반회계 부분을 보고함. 
② 김혜령 간사가 특별회계 부분을 보고하고, 이은주 총장이 특별회계중 보조사업 부분을 보
고함. 
③ 마연정 이사가 2019년 이용건 회계감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대독함. 
④ 모당공원 작은도서관 김정희 회원이 동의하고 책문화공간 봄 김영주 회원이 제청하여 만장



일치로 2019년 결산 보고를 승인함
3) 임원선출에 관한 건
 ① 규칙 제7조 <선거관리> 항 및 정관 제 7조 <임원의 임기> 항에 의거, 이사회 결정으로 
이사장은 그대로 임기를 이어가고 이사장만을 선출하기로 하고, 박미숙 이사를 선거관리위원
장으로 선출함. 
 ② 선거방식에 있어 직접 선거로 하는 것에 대해 신화숙 회원이 동의하고 김영주 회원이 제
청하여 결정함. 
 ③ 김은자 이사가 백영숙 이사를 이사장으로 추천하고 호수공원 작은도서관 신현미 회원이 
동의하고 충청지부장 박정호 회원이 제청하여 백영숙 이사를 이사장 후보로 결정함. 
 ④ 백영숙 이사장 후보가 회원을 살피고 후배들이 가는 길을 만들겠다는 출마소감을 발표함.  
 ⑤ 60명 전원 만장일치로 이사장 선출방식을 공개투표로 하기로 결정하고, 59명의 찬성, 1명 
기권으로 백영숙 후보를 이사장으로 선출함.

4) 2020년 사업계획에 관한 건
백영숙 이사장의 진행으로 이은주 사무총장이 2020년 <서로를 위해 스스로 움직이자>라는 
2020 슬로건과 협회공간 이전, 회원워크샵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보고함. 울산 양정달팽이
도서관 하현숙 회원의 동의와 천안 성성푸른도서관 박민주 회원의 제청으로 사업계획을 승인
함. 

5) 2020년 예산에 관한건
사무국 김혜령 간사가 2020년 예산을 보고함. 서천 여우네도서관 김명희 회원의 동의와 책문
화공간 봄 김영주 회원의 제청으로 예산 보고를 승인함.

6) 기타 안건
진행하지 않음.

6. 회의록 채택
김자영(작은도서관 웃는책)의 회의록 보고가 진행됨.
회의록 보고 후 백영숙 이사장이 회의록 채택에 대한 승인을 요청함에 아차산아래 작은도서관 
놀자 박선주 회원의 동의와 춘천 꾸러기도서관 이선미 회원 제청으로 회의록 채택함

7. 폐회선언
백영숙 이사장은 15:30분에 정기총회 폐회를 선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