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남녹색연합 2023년 정기총회 회의록
            ◎ 회의명 : 2023년 회원정기총회 ‘녹색은 삶을 이롭게 해요!’
             ◎ 일  시 : 2023년 2월 16일(목)18:30
             ◎ 장  소 : 전남녹색연합 교육장

1. 정기총회
 사회자 최광철 총회준비위원 정기총회 시작을 알리다.

2. 녹색연합 4대 강령 낭독
 송은주 공동대표 4대 강령 낭독하며 잠시 묵상하다.

3. 성원보고·개회선언
 회원참석 31명 외 위임의사 18명으로 정관 제4장 제7조 4항에 의거하여 총회가 성립됨을 박
수완 사무처장이 성원보고 후, 현능 총회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며 총회가 시작되다.

4. 인사말
 총회 의장이신 현능스님 인사말씀을 하다.

5. 서기지명
 2023년 정기총회 서기는 이미은 총회준비위원이 기록하다.

6. 지난회의록 보고
 박발진 공동대표 서명 확인을 받아 지난 총회 회의록 승인이 되다.

7. 2022년 감사보고
 노동진 회계감사 개인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워 위임, 김용주 사업감사 감사보고 하다.

8. 2022년 활동보고
 박수완 사무처장 활동보고 하다.

9. 안건 심의
 1) 제1호 안건 2023년 임원선출 안
 총회의장 현능스님이 박수완 사무처장에게 2023년 임원선출 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에 
박수완 사무처장이 연임 공동대표(현능스님,송은주,박발진), 고문 연임(정용성,박두규,이평재,이
재민), 자문위원(박상숙,박성훈,성하철,김상민,김인철,조천래,안삼영) 및 연임운영위원(김의성,이
경재,김양임,박경숙,최광철), 신임운영위원(박미라,양재희,이혜경,장지원,정상현) 전남녹색연합 
조직도 안내 및 임원 보고를 함. 총회의장 현능 스님이 회원들에게 이의를 물어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원안대로 승인이 되었음을 선포하다.
 2) 제2호 안건 2023년 사업계획 안 승인의 건
 총회의장 현능스님이 박수완 사무처장에게 사업계획 설명을 요구하고 이에 사무처장이 2022
년 사업계획을 설명함. 총회의장 현능 스님이 회원들에게 이의를 물어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2023년도 사업계획안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3) 제3호 안건 2023년 예산계획 안 승인의 건
 총회의장 현능 스님이 사무처장에게 예산계획 설명을 요구하고 이에 박수완 사무처장이 2023
년 예산계획을 설명함. 총회의장이 회원들에게 이의를 물러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2023년 예
산계획안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4) 제4호 안건 2023년 정관개정 안 승인의 건
 총회의장 현능스님이 박수완 사무처장에게 정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에 사무처
장이 정관개정 취지와 내용을 설명함(단순 명칭에 대한 변경, 사무국장→사무처·국장, 후원금→
기부금). 총회의장 현능 스님이 회원들에게 이의를 물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승
인되었음을 선포하다.

 5) 제5호 안건 2023년 임원선출 및 해임 위임 안 승인의 건
 총회의장 현능스님이 박수완 사무처장에게 선출직 임원 선임 및 해임 위임안 설명을 요구하
고 이에 사무처장이 ‘총회 승인 사항인 선출직 선임이 회기 중에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선임과 해임 위임안을 설명함. 총회의장 현능스님이 회원들에게 이의를 묻자, 김상기 회원이 
이의가 있다며 발언권을 요구하여 발언함. 김상기 회원은 전남녹색연합이 환경운동의 본연에 
활동에 집중하고 있고 그 활동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환경운동 외 지역민들과의 소통
이 필요하며 그 역할을 맡아줄 운영위원 선출에 고려해 줄 것을 제안함. 이에 박수완 사무처장
이 전남녹색연합의 조직도를 설명하며 시민사회와 소통을 위한 운영위원을 추대하였지만 한계
가 있을 수 있어, 회기 중에 임원의 사임 및 선출등이 회기중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제5호 
안건 승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총회의장 현능스님이 회원들에게 이의를 물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10. 올해의 녹색인상 및 녹색언론기자상, 아름다운 지구인 상 시상
 녹색인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 오신 권지민님과 김승민님과 제철소 고
로 브리더 배출관련 취재 및 보도로 환경개선 및 제도마련에 공로가 높은 KBS윤주성 기자, 멸
종위기 인간 환경미술가 신윤, 두껍마을 대소동 작가 이보민, 신서윤 학생에게 아름다운 지구
인상을 수여함.

11. 폐회
 총회의장 현능스님이 폐회를 물어 동의와 제청으로 폐회를 선언하다.

                                2023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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