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정기총회 회의록

■ 일자 : 2021년 1월 27일 (수) 14:00-16:30
■ 장소 : 비대면 화상회의
■ 총회진행순서

1. 개회선언
2. 성원보고
3. 서기 및 회의록 기명자 선출
4. 안건 순서 의결
5. 안건 심의 및 의결
 1) 2020년 사업평가에 관한 건(보고)
 2) 2020년 결산에 관한 건(승인)
 3) 임원선출에 관한 건
 4) 2021년 사업계획에 관한 건(승인)
 5) 2021년 예산에 관한 건(승인)
 6) 기타안건

6. 회의록 채택
7. 폐회 선언



1. 개회선언
백영숙 이사장이 2021년 사단법인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정기총회 개최를 14시 
10분에 선언함. 

2. 성원보고
이은주 상임이사가 성원보고함. 총 109개 회원 중 63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 

3. 서기 및 회의록 기명자 선출
백영숙 이사장이 마연정(개인) 회원을 서기로 임명할 것에 대해 회원 전체에게 동의를 
구하고 모두의 찬성으로 승인함. 
기명자로 전체 이사를 선출할 것과 인감날인으로 기명하기로 함에 모두가 찬성함. 백
현진(마포작은도서관협의회) 회원이 사찰을 하는 것에 대해 전체 회원에게 동의를 구
하고 모두의 찬성으로 승인함. 

4. 안건 순서 의결
백영숙 이사장이 제안된 안건 심의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 이
에 대해 하현숙(양정작은도서관 달팽이) 회원의 동의와 김경희(개인) 회원의 재청으로 
의결함.

5. 안건 심의 및 의결
1) 2020년 사업평가에 관한 건
① 이은주 상임이사가 2020년 사업 전반의 평가를 보고함.
② 박민주 정책위원장이 2020년 정책위원회 사업을 보고함. 김동헌 교육위원장이 교
육위원회 사업을 보고함. 김경희 어린이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이 어린이서비스위원회 
사업을 보고함. 
③ 이은주 상임이사가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지원센터(사업단)의 사업으로 작은도서관
이아름답다 기금 시즌 2, 2020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2020 작은도서관 책친구,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작업실 모야 사업을 보고함.
④ 지부사업은 서울지부 김현실 지부장, 강원지부 이선미 지부장, 경기북부지부 김정
희 지부장, 경상지부 신훈정 지부장 대신 이은주 상임이사가 보고함, 광주지부 신화숙 
지부장, 대구지부 박성원 지부장, 울산경주지부 하현숙 지부장, 인천지부 손보경 지부
장, 충청지부 박정호 지부장, 호남지부 김명희 지부장, 경기남부지부 한은희 지부장이 
지부보고를 하고, 제주 2개 회원은 이은주 상임이사가 보고함. 
⑤ 최진봉 사업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이순애(뒤뚜르도서관)회원이 대독하고, 박소희(늘
푸른어린이도서관) 회원의 동의와 하현숙(양정작은도서관 달팽이)회원의 재청으로 승
인함.  



2) 2020년 결산에 관한 건 
① 백영숙 이사장이 2020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수입, 지출 내역을 결산 보고함. 
② 손보경(개인) 회원이 회계감사보고서를 대독하고, 박정호(개인)회원의 동의와 김자
영(작은도서관 웃는책)의 재청으로 승인됨. 

 
3) 임원선출에 관한 건
① 규칙 제7조 <선거관리>항 및 정관 제7조 <임원의 임기>항에 의거, 이사장과 이사
를 선출하기로 하고,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김현실 서울지부장을 선출함.
② 이사회의 임원추천안으로 이사장 백영숙, 이사 강영미, 김경희, 김명희, 김자영, 마
연정, 박민주, 백영숙, 백현진, 손보경, 신화숙, 이순애, 이은주, 한은희와 사업감사 최
진봉이 추천됨. 
③ 회계감사의 선출은 이사회에 위임하자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제안에 김자영(작은도
서관 웃는책) 회원의 동의와 하현숙(양정작은도서관 달팽이) 회원의 재청으로 위임됨.
④ 이사장 및 이사 전체 추천안에 박소희(늘푸른어린이도서관) 회원이 동의하고 윤나
영(범지기마을10단지 푸른작은도서관) 회원이 재청함.
⑤ 투표로 전체 선거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김은하(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 회원의 
동의와 노인숙(다온작은도서관)의 재청으로 승인됨. 
⑥ 총 투표권 75개 중 62개 찬성으로 이사회 추천안으로 전체 임원을 선출함.  

4) 2021년 사업계획에 관한 건
백영숙 이사장이 2021년 슬로건 <걷는 동안, 우리 함께>를 선언하고, 2021년 사업계
획을 보고함. 박민주(천안성성푸른작은도서관) 회원의 동의와 허운영(동화랑놀자) 회원
의 재청으로 승인됨.

5) 2021년 예산에 관한 건
백영숙 이사장이 2021년 예산에는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포함할 것을 이사회, 회계
전문가, 회계감사 등이 권고했음을 보고하였고, 권고사항이 반영된 2021년 예산을 보
고함. 허운영(동화랑놀자)회원과 박선주(아차산아래 작은도서관 놀자) 회원의 재청으로 
승인됨.

6) 기타 안건
백영숙 이사장이 총회 이후에  결정된 사업과 예산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이사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이사회에 위임해줄 것을 청하는 제안
에 우미선(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회원의 동의와 허운영(동화랑놀자) 회원의 재청으로 
승인됨. 



6. 회의록 채택
마연정(개인)의 회의록 보고가 진행됨. 
회의록 보고 후 백영숙 이사장이 회의록 채택에 대한 승인을 요청함에 따라 책읽는엄
마책읽는아이의 우미선 회원의 동의와 동화랑 놀자 허운영 회원의 재청으로 회의록을 
채택함. 

7. 폐회 선언
백영숙 이사장은 16:00에 정기총회 폐회를 선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