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협치성북시민협의회 (확대)운영위원회 제12차 회의록(2018-12월) 
 

일시 18/12/21(금) 14:00 

장소 커피나무아래(정릉동)  

작성 김기민(간사) 

 

 

● 운영위원 명단 및 성원 확인 

순번 구성 / 총원 (5명) 출석 위임 불참 

1 김기민 (운영위 간사) ○   

2 류지숙 (교육분과위원장) ○   

3 박정근 (건강분과위원장) ○   

4 김유리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사무국장)   ○ 

5 홍수만 (부의장, 복지분과위원장) ○   

참관  김준영 (건강분과)  ○   

참관  유제훈 (복지분과)  ○   

합 계 4(+2=6)  1 

※ 총원의 과반수(3인) 이상 출석/위임시 성원, 감사는 성원 미포함 

 

 

● 운영위원회 제12차 정기회의 결과(요약) 공유  

구 분 내 용 비 고 

전차회의록 운영위 제11차 정기회의(7/10) 요약본을 
낭독/공유하다. 

 

재정 보고 12/21 기준 운영비 회계결산 내역  ※ 회의 후 보고  

활동현황 공유  -  

안 건 
(논의결과)  

● 협치성북시민협의회는 모임을 더 
지속해보기로 하다. 2019년 1월 
전체모임을 갖고 활동의 동력을 
확인해보기로 하다.  

● 다만 홍수만 부의장과 김기민 간사는 그 
역할을 그만 두고 협의회 활동을 그만 
두겠다는 의사를 밝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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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민 간사는 1월 모임 전까지 류지숙 
운영위원에게 간사 역할에 대한 
인수인계를 하기로 하다. 

 

 

● 운영위원회 제11차 정기회의 전차회의록 공유  

구 분 내 용 비 고 

전차회의록 
운영위 제10차 정기회의(3/13) 및 제2차 
정기총회(4/10) 의사록 요약본을 
낭독/공유하다. 

 

재정 보고 7/9 기준 운영비 회계결산 내역을 보고하다.  

활동현황 공유  협의회 전체, 건강/교육 분과 활동 및 대외협력 
관련 사항을 공유하다.  

 

안 건 
(논의결과)  

● 협의회 해산을 하반기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다.  

● 각 분과위원장은 분과원들에게 
운영위원회 논의 내용과 맥락을 잘 
전달하기로 하다. 

 

 

 

● 재정 보고 (단위: 원) 

결산 기준 수 입 지 출 잔 액 

상반기 결산 225,350 382,760 112,431 

2018-12월(12/21 기준)  225,535 410,960 84,416 

2019년 이월 예정금  84,416 

 

 

● ※ 12/21 모임은 전체회의를 지향했지만 활동규칙 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성원을 

이루지 못함에 따라 전체회의가 아닌 확대운영위원회 회의로 개최됨  

 

 

● 협의회 활동 지속에 대한 의견(정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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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rive.google.com/open?id=1Kg87WRKwNSiZ4eiHinHVlVZE25ZM1-v062vyKfdLfcc
https://drive.google.com/open?id=17eD2XQAWuQRs84p3QTruJ2b-nOtpw0ncqa12Q6fXewI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Ce9AuKIkn6nVc5YS64mnyYAayNA2FGpz7HlTD9beHwM/edit?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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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만 : 저는 더이상 활동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본다. 임시 부의장 역할을 

내려놓고 활동도 그만하려고 한다.  

 

○ 박정근 : 상반기에 전임 의장이 그만 둘 때 새로 의장을 선출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임시지만 홍수만 부의장이나 김기민 간사가 리더십을 발휘해 

활동을 이끌어 주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이렇게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계속 할지 말지 결단을 내리면 좋겠다. 홍 부의장의 의사는 존중한다. 김 

간사는 가능하다면 계속 간사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그럼 협의회도 계속 할 수 

있으리라 본다.  

 

○ 류지숙 : 협의회 활동 계속 이어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협치라고 하는 

영역에서 각자 활동해온 바가 있고, 또 홍 부의장의 경우 협치성북회의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만큼 홍수만 부의장이 직을 그만둔다고 해도 

협치성북시민협의회와의 연이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  

 

○ 김기민 : 협치성북시민협의회 활동의 의미와 성과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소임을 다했고 더 이상의 역할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해산하는 것이 

맞다고 보나,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서 계속 이어가고자 하신다면 그 의사를 

존중하되 저는 오늘을 끝으로 협의회 활동은 그만두겠다. 간사가 하면 계속 

하고 안 하면 계속 못한다고 한다면 제가 많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 유제훈 : 협의회 활동은 계속 이어가면 좋겠다. 홍수만 부의장은 부의장 역할은 

그만 두어도 고문 정도의 역할을 해주면 어떨까 한다. 

 

○ 김준영 : 운영위원회에서 활동을 지속해나간다고 하면 건강분과 회원으로서 그 

뜻을 존중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 결론  

 

○ 협치성북시민협의회는 모임을 더 지속해보기로 하다. 2019년 1월 전체모임을 

갖고 활동의 동력을 확인해보기로 하다.  

○ 다만 홍수만 부의장과 김기민 간사는 그 역할을 그만 두고 협의회 활동을 그만 

두겠다는 의사를 밝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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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민 간사는 1월 모임 전까지 류지숙 운영위원에게 간사 역할에 대한 

인수인계를 하기로 하다.  

 

 

● 다음 회의 : 2019년 전체회의  

 

○ 일시 : 2019년 1월 21일 월요일(예정)  

○ 장소 :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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