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21. 6. 29.(화)
11:00~12:00

장소

본 복지관 2층 프로그램실

� 총 7명 / 위원 6명 (참석율 86%), 비위원 1명

참석자

- 운영위원 : 위원장 조○덕, 관장 김유라, 종사자대표 이은리, 사회복지전문가 김○주,
이용자 대표 김○희, 후원자 대표 이○묵
- 비위원 : 직원 김지운

가. 주요사업 추진경과 보고
나.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
다. 심의1. 복지관 CCT V 설치 및 운용 승인의 건

회의안건

라. 심의2. 운영규정 변경사항 승인의 건
마. 보고사항
-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사건 및 사고에 관한 사항
- 퇴사 및 채용에 관한 사항

1. 개회
-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덕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2. 운영위원 인사나눔
- 참석 위원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다.
3. 안건 제안 설명
- 이은리 위원이 회의자료에 의거하여 안건에 대해 보고하다.
가. 주요사업 추진경과 보고
나.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
다. 심의1. 복지관 CCT V 설치 및 운용 승인의 건

회의내용

라. 심의2. 운영규정 변경사항 승인의 건
마. 보고사항
-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사건 및 사고에 관한 사항
- 퇴사 및 채용에 관한 사항
4. 안건심의 및 토의
- 복지관CCT V 설치 및 운용 승인의 건과 관련, 조○덕 운영위원장과 이○
묵 운영위원이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제시하다.
가. 보관기간 설정에 대해 관련 법령조사 후 설정할 것
나. 영상물 제공 및 열람 등에 관한 절차 상세히 명문화
다. 관련 자체규정 보완

- 운영규정 변경사항 승인의 건과 관련 이○묵 운영위원이 조직도 내에 운
영위원회의 위치를 관장 좌측으로 이동할 것을 건의하다.
: 이은리 운영위원은 해당사항 반영 할 것을 답하다.
- 복지관CCT V 설치 및 운용과 운영규정 변경사항 심의는 김○주 운영위원
의 동의와 김○희 운영위원의 재청으로 의결하다.
- 이은리 운영위원은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하여 설명하고, 후원금에 조
성 지원을 요청하다.
- 이은리 운영위원이 복지관 사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다.
- 기타 사항으로 사회복지사 퇴사 및 채용 건에 대해 설명하다.
5. 폐회
- 2021년 제2차 운영위원회를 김○주 운영위원의 동의와 김○희 운영위원
의 재청으로 12시에 폐회하다.

나사함발달장애인복지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