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정기총회 회의록

▶일 자 : 2018년 1월 25일(목) 13:30~3:30

▶ 장 소 : 창비 서교빌딩 ‘50주년홀’

▶ 총회 진행 순서

1. 개회 선언 

2. 성원보고

3. 서기 및 회의록 기명자 선출

4. 안건 순서 의결

5. 안건 심의 및 의결

  1) 2017년 사업평가에 관한 건

  2) 2017년 결산에 관한 건

  3) 2018년 사업계획에 관한 건

  4) 2018년 예산에 관한 건

  5) 기타 안건

6. 회의록 채택

7. 폐회 선언



1. 개회선언

박소희�이사장이� 2018년� 사단법인�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정기총회�개회를�선언함.

2. 성원보고 :� 오은희�사무국장이�성원보고함.

총� 95개� 회원� 중� 40개� 회원� 참석,� 9개� 회원� 위임으로� 총49개� 회원� 참석으로� 성원이�

됨.

3. 서기 및 회의록 기명자 선출 :� 박소희� 이사장이� 김현실(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을�서기로�임명할�것에�대해�전체�회원에게�동의를�구하고�전원�박수로�승인함.

기명자� 선출� :� 이사님과� 각� 지부장님이� 회의록� 사인을� 하는� 것에� 대해� 전체� 회원에

게�동의를�구하고�전원�박수로�승인함.

4. 안건순서 의결 :� 박소희� 이사장이� 제안된� 안건� 심의�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구함.�모두의�동의와�재청으로�안건심의�순서가�원안대로�통과됨.�

5. 안건 심의 및 의결

1) 2017년 사업평가에 관한 건

� � �� 오은희�사무국장이� 2017년� 활동을�영상과� ppt자료로�보고함.

� � �� 회원사업,� 정책사업,� 교육사업,� 대외사업,� 해외도서관�탐방,� 보조사업에�대해�오은

희�사무국장이�보고함.

� � �� 지부별�사업보고와�계획은�자료를�참고로�각� 지부의�지부장이�보고함.�

� � � � � � 백현진(서울지부장),� 유명선(경기남부지부장),� 최향숙(경기북부지부장),� 이은주(인

천지부장),� 김경희(대구지부장),� 김명희(호남지부장)

� � ��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지원센터� 사업� 평가를� 김소희� 센터장이� 지원센터운영사업

(자료아카이빙,� 정책연구,� 상설아카데미),� 특화도서관사업,� 119긴급지원사업에� 대

해�보고함.�

� � �� 사업감사� 이용훈(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의� 불참으로� 보고서를� 백현진(서울지부

장)이�대독함.

� � �

2) 2017년 결산에 관한 건

� � �� 오은희�사무국장이�자료집�근거해서�결산�보고함.

� � �� 회계감사�최원민의�불참으로�김명희(호남지부장)가�대독함.

� � � � � 박소희�이사장이� 2017년�결산보고�및� 회계감사보고서에�대한�승인�여부를�물음.

� � � � � 최선미(인천�춤추는�달팽이도서관)동의와�모두의�재청으로�원안대로�통과됨.

� � � � � 박소희�이사장이� 2017년�사업결산�및� 회계�감사보고서에�대해�승인되었음을�알림.

3) 2018년 사업계획에 관한 건



� � � �� 박소희�이사장이�자료�근거해서�사업계획�보고함.

2017년~2018년� 사업목표인� 1)� 협회의� 20년을� 회원도서관과� 함께� 정리한다.� 2)�

어린이들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어린이도서관의� 역할을� 바로� 세운다.� 3)� 작은

도서관의� 역사를� 정리하고� 발전적� 전망을� 구체화� 한다.� 세� 가지� 목표를� 전년도에�

이어�올해도�진행해�나가고자�한다고�박소희�이사장이�말함.�

-� 협회� 일상� 업무� 정비(협회� 사무실� 공간� 이전� 예상� 대비,� 협회� 아카이브,� 홈페이

지�구축,� 사무관리매뉴얼�정비�등),�

-� 회원사업(신입회원교육,� 지부장� 워크숍,� 회원� 전체� 워크숍,� 지부� 순회� 방문,� 작은

도서관� 네트워크� 활성화� 간담회� 추진,� 어린이서비스위원회,� 회원� 전체� 참여하는�

‘책’� 중심�사업�전개),�

-� 정책사업(정책포럼,� 정책연구용역,� 어린이와� 작은도서관� 정책뉴스레터<백열등>�

발행

-� 교육사업(작은도서관� 아카데미,� 작은도서관� 역량강화� 워크숍,� 자치단체� (기초,� 광

역)� 작은도서관�교육�기획)

-� 대외활동� (전국도서관대회� 참가,� 국제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제심포지엄� 참가,� 자

문회의�및� 기타�대외적� 회의�참가,� 416� 기억�공동행동�추진,� 2018� 지방선거�관련�

작은도서관�정책�제안서�마련)

-� 해외도서관탐방(2018년�독일�예정)

-� 보조사업(문화가� 있는� 날,� 책친구,�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 워크숍,� 마포� 사

랑방�인문학,�우리들의�특별한�책장,�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기금)

박소희�이사장이� 2018년� 사업계획을�말하고�질문�있는지�물음.

이향림(광주책돌이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이� 많이� 늘어났는데� 잘� 운영되고� 있는

지�실태�파악하는�것이�정책사업에�포함되어�있는지�질문함.

박소희� 이사장이� 정책적� 이슈가� 되는� 것들에� 의견을� 주면�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답

함.

협회의� 의결구조는� 지부->운영위원회->이사회->총회의� 순으로� 의결이� 이뤄지고,� 실

무적인� 집행구조로� 특별위원회(정책위원회,� 교육위원회)를� 두고,� 작은도서관이아름

답다지원센터는�내년�총회까지�유지하기로�함.

제35조� 2항� 운영위원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각� 지부장� 1인,�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 운영위원회는�이사장,� 상임이사,� 각� 지부장� 1인,� 위원회�위원,� 특별위

원회장(정책위원회,� 교육위원회,�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지원센터)으로�구성한다.

이사장이�상임이사,�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지원센터장을�겸직하므로�이사들이�

홍보(마연정),� 재정(백영숙),� 회원(오혜자)� 역할을�나누기로�함.

박소희� 이사장이� 2018년�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것을� 승인해� 줄� 것을� 묻고� 모



두의�동의와�전원�박수로�승인함.

4) 2018년 예산에 관한 건

오은희�사무국장이�수입부,� 지출부를�자료�참고해서�보고함.

박소희�이사장이� 2018년� 예산서�승인해� 줄� 것을�묻고,� � 하현숙(울산� 양정작은도서관)의�

동의와�모두의�재청으로� 2018년� 예산이�승인됨.

5) 기타 안건

기타�안건�제출�없음

2016년� 10월� ~2018년� 2월까지� 맡았던�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지원센터� 김소희� 센

터장�모두에게�인사함.

2018년�집행�책임자와�이사들�인사함.

백영숙,� 오혜자,� 마연정이사� /정책위원장� 박미숙,� 교육위원장� 김자영,� 작은도서관이

아름답다지원센터실장� 이은주/어린이서비스위원회� 정봉남/사무국장� 오은희� 큰� 박수

로�인사함.

6. 회의록 채택

김현실(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의�회의록�보고가�진행됨.

회의록� 보고� 후� 박소희� 이사장이� 회의록� 채택에� 대한� 승인을� 요청함에� 모두의� 동의와�

재청으로�회의록�채택함.

7. 폐회선언

박소희�이사장은� 3:30에� 2018년� 정기총회�폐회를�선언함.

오혜자

박미숙

감자영

백영숙

마연정

박소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