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일과건강 정기총회 회의록

* 일시 : 2022년 2월 28일 월요일 오후 7시 
* 장소 : 
Zoom(https://us06web.zoom.us/j/82879501181?pwd=YnBKT1hTbEhhYlBndFJueEFpYjE1
QT09)
* 참여 회원: 온라인 참여 18명, 위임 21명으로 정회원 116명 중 1/3을 넘어 성원됨.  

★ 한인임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온라인에서 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본 총회 진행사회를 맡은 일
과건강의 사무처장 한인임입니다. 지금부터 (사)일과건강 사원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님
으로부터 개회선언이 있겠습니다.

★ 의장
2022년 사단법인 일과건강 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 한인임
민중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마음으로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수많은 노
동자들의 명목을 빌겠습니다.  

★ 의장
개회 시작에 앞서 사회자는 성원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 한인임 
정회원 총 116명 중 39명이 참석하여 정회원의 1/3을 넘어 정관 23조에 따라 성원이 되었음
을 보고합니다. 
(회원 총 116명 중 온라인 참석자는 <18>명, 위임 <21>명입니다.) 

★ 의장
이로써 총회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한인임
의장님으로부터 서기 및 감표위원 지명이 있겠습니다.

★ 의장
서기로는 한선미 일과건강 미디어 팀장, 감표위원은 일과건강 현재순 기획국장으로 지명하고
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일동동의) 지명되었습니다. 

★ 한인임
다음으로 회순통과가 있겠습니다.



★ 의장
회의자료에 제시된 회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제1호 의안 : 2021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승인의 건
   2. 제2호 의안 : 이사·감사 선임의 건
   3. 제3호 의안 :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4. 제4호 의안 : 기타 안건 

동의하십니까? 박수로 회순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 한인임
지금부터 의장으로부터 총회 안건심의가 있겠습니다.

★ 의장 
다음으로 제 1호 안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으로부터 2021년 사업 평가 및 결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한인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사무처장의 설명과 관련된 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으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1호 안건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수....

★ 의장
다음으로 제 2호 안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으로부터 이사 및 감사 선임과 관련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한인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사와 감사에 대한 추가 추천이 있으시거나 반대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견이 없으시다면 추천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호 안건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다음으로 제 3호 안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으로부터 2022년 사업 계획 및 예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한인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보고와 관련된 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3호 안건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 다음으로 제 4호 안건을 상정합니다. 기타 안건을 발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이사회에서 일과건강 2022년 사업계획에 두 가지 주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향후 10년 
비전을 만드는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박석운 상임이사가 맡아 진행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어려웠던 노동자 집단이 이주노동자인 것으로 
파악되므로 올 해 사업에서 실태조사라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를 반영해 사업계획을 보완
하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으로 심의안건을 마치겠습니다.
      
★ 한인임
의장님의 폐회선언이 있겠습니다.

★ 의장
2022년 일과건강 정기총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폐회시각 2022년 2월 28일 20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