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산노인복지관 운영위원회 회의록
장산노인복지관 운영위원회 2020년도 제 2 차 정기 회의

일시

2020. 06. 24.(수) 11:00-12:00

장소

장산노인복지관 회의실

참석자

총 참석인원 : 4명 (정00 위원장, 손00 위원, 최00 위원, 노00 위원)

□ 회의 내용
가. 보고사항
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2) 장산노인복지관 운영 현황 보고
3)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보고

□ 회의 결과
가. 보고 사항
◇ 개회 선언
▷ 정00 위원장이 위원 6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언 함.
회의내용

1) 전차 회의 보고 :
▷ 정00 위원장이 전차 회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지시하여 간사가 보고하
고,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참석한 위원들이 추가설명을 요구 하지
않아 전차 회의 보고를 마침.

2) 장산노인복지관 운영현황보고 :
▷ 운영위원장이 장산노인복지관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지시하여 간사
가 2020년 6월 19일을 기준으로 4월~6월 주요 실시사업과 2020년 7월~9
월의 주요 예정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였음.
▷ 손00 위원이 코로나19로 복지관이 휴관중임에도 복지관 자체 방역을 잘
하고 있으며 「안전하DAY」사업을 통한 온라인 교육 영상 게재 등은
어르신들게 유익한 프로그램인 것 같다고 하시며 앞으로도 코로나 19가
안정화 될 때 까지 긴장을 놓지 말라고 당부하심.

▷ 정00 위원장이 손00 위원 말씀에 따라 코로나 19 관련 복지관 방역에
더욱 신경 쓰겠다고 답변 함. 이후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게
다고 선언 함.

3)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보고
▷ 정00 위원장이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간사에게 보고를
지시 함.
▷ 간사가 2020년도 1월 ~ 5월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보고와
회의내용

관련하여 후원금 수입 ‧ 지출 총 금액을 보고하며 세부사항을 회의 자료
에 따라 위원들에게 보고 함.
▷ 정00 위원장이 보고내용 중에서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의견 개진을
요청 함.
▷ 최00 위원이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
으며,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에 적정하며, 후원금을 계획적으로 잘 운영
하기를 당부 함.
▷ 정00 위원장이 최00 위원 말씀에 따라 후원금을 계획적으로 잘 운영하겠
다고 답하고, 추가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다고 선언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