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차 전국위원회

- 일시 : 2021년 1월 24일(일) 오후 1시
- 장소 : 온라인(구글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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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평등문화약속문
1. 우리 모두는 녹색당의 주체이며, 나이, 성별, 성지향, 성별정체성, 장애여부,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혼인여부, 가족관계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다.
2. 녹색당 당원은 서로를 존중하며 평등한 관계를 지향한다.
3. 당내 평등문화를 훼손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만이 아니라 공동으로
대처한다.
4. 당 활동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경어를 사용하고, 상호 동의 없이 반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5. 나이, 성별, 성지향, 성별정체성 등에 관한 고정관념이 담긴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6.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은 하지 않는다.
7. 외모와 관련된 발언을 주의한다.
8.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은 하지 않으며, 혐오 발언에 대해서 항의한다.
9. 연애와 결혼은 필수가 아님을 유의한다.
10. 평등문화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거부의사가 있었을 시에 즉각
중단한다.
11. 녹색당의 당내 행사의 주관자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경고하고
제지한다.
12. 녹색당의 당내 행사의 주관자는 모두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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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위원 명단
구분

명단

위원수

전국

성미선

1명

정책

-

0명

청년

김우린 김혜미

2명

청소년

박소민 최혜성

2명

사무처장

-

0명

경기

김혜현 전길선

2명

대구

장윤경 장우석

2명

부산

전미경

1명

서울

현영애 이상현

2명

충남

김은희 이재혁

2명

강원

-

0명

경남

이정옥 송훈상

2명

경북

이선희 백재호

1명

광주

이소영 신수오

1명

인천

명창희

1명

전북

임준연

1명

전남

-

0명

제주

안재홍

1명

충북

최시영

1명

대전

오현화

1명

울산

남교용

1명

시군구 당원모임

김성연 (경기 수원)

1명

시군구 당원모임

정강수 (서울 마포)

1명

당무위

김승렬 김예원 문근영 서형원 오영주 오현화(중복) 이하영

6명

합계

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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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 회의결과
제89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

■ 시간 : 2020-12-20 오후 1시
■ 장소 : 온라인(구글미트)
■ 성원 : 26명
참석 20명(존칭생략, 가나다순) : 김성연(경기 수원), 김우린(청년), 김은희(충남), 김혜미(청년),
김혜현(경기), 명창희(인천), 박제민(서울), 백재호(경북), 성미선(전국), 안재홍(제주),
오현화(대전), 이소영(광주), 이정옥(경남), 이재혁(충남), 임준연(전북), 장우석(대구),
전길선(경기), 정강수(서울마포), 현영애(서울), 최혜성(청소년)
불참 6명 : 남교용(울산), 박소민(청소년), 송훈상(경남), 장윤경(대구), 전미경(부산),
최시영(충북)
참관 11명 : 김기호(후보자), 김서린(조직진단TF), 김유리(은평), 박형준(은평),
양선화(조직진단TF), 이상현(서울중랑), 조이준기(경기), 조준희(전국), 장정희(대구),
정유현(전국), 정화빈(제주), 지현탁(강원)

■ 회의진행 : 성미선 전국운영위원장
■ 기록 : 조준희/정유현 조직팀장
■ 전차 회의록을 만장일치로 승인함
■ 회순 변경
=> 논의안건 2,1, 현장발의안건 순으로 진행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동의함

■ 논의안건2. 조직진단TF 보고서 논의의 건
조직진단TF 원안

1-1) 조직진단 TF 보고서 승인의 건
-전국위원회 의견 별첨 제안을 포함해 조직진단 TF가 제출한 보고서를 승인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 공유시기 및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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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진단 TF가 만들어진 목적은 녹색당 조직 내에서 일어난 갈등을 진단하고 (조직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직진단 TF 보고서에 맞는 공개 원칙 및 공개방식을 결정해
주세요.
예시)
출력 후 지역당 사무실 배치
원안 파일 홈페이지 공개(워터마크 처리)
원안 파일 홈페이지 공개 및 비밀번호 처리
1-3) 조직진단 TF 및 소위원회 해산의 건
-전국위원회 산하 조직진단 TF 및 소위원회 해산을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2 제출 (제안자: 서울 박제민)
=> <조직진단 TF 보고서 승인 및 발행의 건>
1. 아래 수정사항 반영할 것을 결의한다.
- 면담자 선정 및 면담 필요성 기준, 면담내용 삭제 이유를 구체적으로 덧붙인다.
- 특정인 발언으로 시작하는 서론 부분을 수정한다.
- 전국위에서 정리된 의견을 별첨으로 보고서에 첨부한다.
2. 수정된 보고서가 제출되면 임시전국위를 열어 최종 승인한다. 또한 조직진단 TF보고서는 전체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수정안2에 대한 표결(재석 15명)
찬성(13명) : 박제민(서울) 성미선(전국) 현영애(서울) 이정옥(경남) 정강수(서울 마포)
명창희(인천) 백재호(경북) 이재혁(충남) 이소영(광주) 장우석(대구) 김성연(경기 수원)
김은희(충남) 전길선(경기)
반대( 0명)
기권( 2명) : 김우린(청년) 김혜미(청년)
=> 찬성이 과반수가 넘어 수정안이 통과됨.
=> 조직진단TF에서 수정안을 12월 23일 수요일 오후 8시까지 제출하기로 한다.
(*기권의견(청년 김우린): 1번에 찬성하나, 전국위에서 적절한 확인 및 논의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되며 다시 한 번 회의를 열어 승인하는 절차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기권한다.)

■ 논의안건1. 당규개정 의결 및 당규개정안 승인(재석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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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사항1. 당규개정 TF가 공유한 당규개정안을 승인한다. (전원합의)
=> 주문사항2. 당규개정이 필요한 안건지를 확인하였고, 차기 대표단에게 전달하는 것을
승인한다. (전원합의)

■ 현장발의안건1. 제6기 공동대표 선거 연기에 따른 대안 논의의 건
현장안건발의에 대한 표결(재석 14명)
=> 안건 발의에 대한 재석 30%가 넘었으므로 안건이 상정

=> 주문사항1. 수정안 제출(제안자: 서울 현영애)
당무위원이 선출되어 임기 시작 시점에 현 임시운영위원장 임기를 종료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차기 공동대표 선출 전까지 권한을 대행할 임시 공동대표를 선출한다. (전원합의)

=> 주문사항2. 녹색당 제6기 공동대표 선거공고일을 2021년 1월 5일로 확정하고, 이후 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국사무처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위임한다. (전원합의)

■ 현장발의안건2. 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활동중단 승인 요청의 건
원안에 대한 표결
찬성(12명) : 이소영(광주) 박제민(서울) 명창희(인천) 정강수(서울 마포) 전길선(경기)
백재호(경북) 장우석(대구) 현영애(서울) 이정옥(경남) 김혜미(청년) 이재혁(충남) 김은희(충남)
반대(0명)
기권(2명) : 성미선(전국) 오현화(대전)
=> 찬성이 과반수가 넘어 수정안이 통과됨.
(*추가의견(서울 박제민): 불가피하게 찬성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다음 선거부터는 절차를
세워서 후보자를 검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차기 임시전국위원회 일정
=> 1월 4일(월) 오후 7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 차기 전국위원회 일정
=> 1월 24일(일) 오후 1시, 대전에서 개최한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회의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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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안건1

활동보고

□ 전국사무처
■ 주요활동
2020-12-18 [공지] 녹색당 제1기 당무위원 후보 소개 공지
2020-12-22 [공지] 전국사무처 연말 종무일 및 2021년 시무일 공지
2020-12-24 [공지] 녹색당 제1기 당무위원 후보 영상 공지
2021-01-06 [공지] 제1기 당무위원 선거 방법 안내 공지
2021-01-07 [공지] 제1기 당무위원 후보자 2차 토론회 공지
2021-01-13 [공지] 제1기 당무위원 선거 투표 마감 공지, 뉴스레터 발송 과정에 대한 안내와
사과문 게시
2021-01-19 [공지] 녹색당 제1기 당무위원 소개 공지

■ 논평/보도자료
2020-12-14 [공동논평]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없는 2021년을 준비하라 (차제연)
2020-12-15 [논평] 방역의 대가 누가 지불하는가. 자영업자 임대료 대책 마련하라
2020-12-23 [공동논평]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이주사망 대책위)
2020-12-24 [공동논평] 제주도의회의 처참한 인권의식 규탄한다 (차제연, 무행)
2021-01-08 [공동논평]생명에 차별이 없도록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중대법 제정연대)
2021-01-09 [논평] 민법상 자녀징계권 삭제. 자녀 체벌 사라져라, 역사의 뒤안길로
2021-01-14 [논평] 법원, 박원순 성추행 사실 확인.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 명예를 회복하라

■ 홍보
-뉴스레터
● 2020-12-18 녹색당 제1기 당무위원 후보를 소개합니다
● 2020-12-24 녹색당 제1기 당무위원 후보들의 따끈따끈한 영상 공개!
● 2021-01-07 제1기 당무위원 후보자 2차 토론회가 오늘 저녁에 열립니다
● 2021-01-13 제1기 당무위원 선거 투표가 내일이면 마감됩니다
-인스타그램 광고 (1월 19일 오후 1시 30분 기준)
● [(준)건강사회위원회 논평] 코로나 방역, 개인에게 떠넘기지 말고 기본권을 보장하라
○ 6일간 3만원
■ 하트 : 85
■ 웹사이트 방문 : 20
■ 프로필 방문 : 19
■ 노출 : 5,747
● [논평] 방역의 대가 누가 지불하는가 자영업자 임대료 대책 마련하라
○ 6일간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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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하트 : 87
■ 웹사이트 방문 : 35
■ 프로필 방문 : 18
■ 노출 : 6,377
[논평] 민법상 자녀징계권 삭제, 자녀 체벌 사라져라 역사의 뒤안길로
○ 6일간 3만원
■ 하트 : 146
■ 웹사이트 방문 : 26
■ 프로필 방문 : 23
■ 노출 : 13,701
[활동] 성미선 운영위원장 단식 농성 22일 차 게시글
○ 6일간 3만원
■ 하트: 80
■ 웹사이트 방문 : 73
■ 프로필 방문 : 9
■ 노출 : 9,703

-영상
● 당무위원 후보자 영상 9개 제작 및 업로드
● 당무위원 후보자 1차 토론회 영상 업로드
● 당무위원 후보자 2차 토론회 영상 업로드
-녹색당 소봉투, 대봉투 제작
-논평 썸네일 제작 및 sns 배포
-공지사항 썸네일 제작 및 sns 배포
-녹색당 제1기 당무위원 당선자 소개글 작성 및 sns 배포

■ 조직
- 제6기 공동대표 선거, 제1기 당무위원 선거 실무 지원
- 청소년녹색당, 청년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국제특별위원회, 동물권위원회 실무 지원
- 제90차 전국위원회 실무 지원
- 제8차 전국대의원대회 실무 준비
- 녹색당 당헌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 중앙당후원회 회계보고서 제출

■ 정책
1. 논평 및 성명
- 전국당 논평 작성 및 발행
- 12/15 방역의 대가 누가 지불하는가. 자영업자 임대료 대책 마련하라
- 1/09 민법상 자녀징계권 삭제. 자녀 체벌 사라져라, 역사의 뒤안길로
- 1/14 법원, 박원순 성추행 사실 확인.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 명예를 회복하라
- 공동성명 검토 및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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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2/14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없는 2021년을 준비하라 (차제연)
12/23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이주사망 대책위)
12/24 제주도의회의 처참한 인권의식 규탄한다 (차제연, 무행)
1/08 생명에 차별이 없도록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중대법 제정연대)

주요 연대업무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
김진숙복직을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 제정 운동본부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3.8여성의날 공동행동

3. SNS 업무
- 전국당 논평, 공동성명 게시
- 당내 기구, 당내 활동, 연대 활동 등 게시물 작성 및 게시

■ 기타
- 전국사무처 김혜연 회계팀장 안식년 기간을 대체할 김인순 님을 특별채용함

□ 선거관리위원회
1.
2.
-

제1기 당무위 선거 종료
투표기간: 2021년 1월 11일(월) 09:00 ~ 1월 17일(일) 18:00(1회 연장)
2021년 1월 17일(일) 19시 경, 투표결과 공표
제6기 공동대표 선거
2021년 1월 5일, 제6기 공동대표 선출 선거 재공고
2021년 1월 16일, 선거인명부(5,319명) 확정 공고
후보자 등록기간: 2021년 1월 25일(월) 00:00 ~ 1월 29일(금) 24:00(5일간)

□ 인사위원회
- 2020년 1월 14일, 전국사무처 회계담당 계약직 상근자 채용(김혜연 회계팀장 안식년 대체)

□ 예결산위원회
- 2020년 12월 28일, 2분이 및 3분기 예결산 검토 및 승인 완료(별도 의견 없음)

□ 정책위원회
- 보고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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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무위원회
1. 녹색당 제 1기 당무위원 당선 (1/17)
1) 투표 집계
- 선거권자 : 5,350명(선거인명부 확정 시 5,481명에서 투표시작 전까지 탈당한
131명 제외)
- 최종 투표율(%) : 52.58% (2,813명/5,350명)
2) 최종 당선자 : 김예원, 오현화, 서형원, 이하영, 문근영, 오영주, 김승렬
2. 활동보고
1) 임시 회의 (1/17, 온라인)
- 다음 회의 안건 제안 및 공유
2) 1차 당무위 회의 (1/18, 온라인)
- 당대표 대행 추천 : 당무위위원회 추천 공동대표로 김예원 1인을 추천 (공동안)
- 대의원 대회 준비 : 사무처와 함께 TF 결정하여 진행하는 것을 제안 예정
- 당내 조직 인선 : 전국 정책위와 상벌위, 선관위 인선의 시급함을 인지, 당무위원
보궐선거를 현실적으로 바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추후 논의
하는 것으로 함
- 공직선거 준비 논의
● 보궐선거에 지역 한 군데 이상의 참여를 제안하는 방향으로 논의
● 보궐선거 일정, 선거단위 등 관련 자료 준비
● 서울, 부산, 기타 해당지역에 지방선거 검토 회의 요청 예정
● 선거대응 TF : 서형원, 오영주, 오현화
- 각 지역과 부문별 위원회 인사/간담회 일정 : 당대표 대행이 정해지면 간담회
일정 논의 예정
- 대의원 대회 준비 : 사무처와 함께 TF 결정하여 진행하는 것을 제안 예정
- 온라인 공론장 TF 결성 : 문근영 위원을 중심으로 논의 이어갈 예정
- 성평등 교육 : 성평등위에서 준비한 관련 자료 발행에 필요한 자금 마련 대책
논의, 당대표가 선출되는 즉시 당무위에서 성평등 교육 실시하기로 의결
- 보고 안건 : LG 파업 노동자 연대, 회계담당 사무처 당직자 대체 인력 필요, 당
적자 상황에 대한 회계 보고
3) 성미선 위원장 단식 농성장 방문 : 1/22(금) 문근영, 김예원, 오영주
3. 연대활동 계획
- 후쿠시마 10주년을 맞아 국제특위와의 연대를 통해 일본 녹색당과 연계하여 한일 공동
대응 계획 논의함
- 각 부문별 위원회와 특위에 속한 당무위원들이 있음 (ICT당원모임(문근영) ,
청년녹색당(김예원), 여성특위(오영주, 오현화), 성평등위(오현화), 초록항체모임(김승렬,
이하영), 동물권위(오영주)) : 각자 분야에 적극적 활동 이어가며 위원회별 소통과 연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논의 예정
4. 기타
- 사무처 내 당무위 담당자 : 조직팀 정유현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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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녹색당
■ 청년녹색당
1. 당원 및 조직 현황
1) 당원 현황
- 2021년 1월 20일 기준 213명
2) 조직 현황
- 지역별 보고
● 경북(안동): 특이사항 없음. 청년녹색당 전국운영위원회가 시행하는
사업(녹색정치공부모임)에 맞춰 주로 활동.
● 제주: 운영위원회를 총회준비위원회로 전환했고, 총준위에서 청녹당 당원
2인(신현정/당연직 TO, 김주영/자원)이 활동
● 부산: 총회 이후 활동 마무리 예정.

2. 주요사업과 연대활동
1)
-

지난 주요사업
12/17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청년단체 기자회견 온라인 참석
12/27 녹색당 부문별위원회/특별위원회 연석회의 참여
1/5 청년녹색당 운영위원회 회의
1/7 김진숙 복직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청와대 앞 단식농성장 연대방문
1/8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농성장 연대방문
1/13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규탄 청년학생 기자회견 참여

2) 예정 사업
- 1/20 운영위원회 평가회의
- 2/7 제10회 청년녹색당 총회(온라인)
3)
-

기타 활동
국제특별위원회 총회준비위원회 참여
GYG(Global Young Greens) 총회 준비단 참여
청년녹색당 제10회 총회 준비 전화작업

□ 청소년녹색당
1. 당원 및 조직 현황
1) 당원 현황
- 2020/12/31 기준 71명 입탈당 현황
구분

입당수

탈당수

12월 01일~12월 31일

1

1

2. 주요사업 및 연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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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입탈당 사유 등)

1) 지난 주요사업
- 1월 16일 1월 운영위원회
- 1월 18일 박소민 운영위원 녹색정치강연 후기글 게시
2)
-

연대활동
1월 8일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농성장 방문 (최혜성)
1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김진숙 복직 청와대 앞 농성장 방문 (최혜성)
1월 15일 김진숙 희망뚜벅이 도보 (최혜성)

3. 논의 및 결정사항
1.
(1)
-

1월 운영위원회
당규개정TF
당규개정TF에서 제출한 안을 전원합의로 의결함
당규개정 원포인트 총회를 진행
총회를 통해 차기 지도부 참여 독려
총준위: 최혜성, 원세연, 인해

(2) 신규당원 모집
- 능동적으로 당원 만나기 : 개인 당원과 운영위원이 꾸준히 만나 논의할 수 있도록 함
2. 기획 중인 사업
- 당규개정 총회
- 서울녹색당과 녹색정치학교 기획

□ 부문위원회/특별위원회
■ 국제특별위원회
1. 당원 및 조직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 2022 세계·아태녹색당 동시총회 준비
● JCSC 격주회의 참여 (1월 14일)
● 총회준비위원회 11차 회의 진행 (1월 17일, 일요일)
- COP26 Global Greens Working Group 참여 예정
- 홍콩 하인리히 뵐 재단 지원 번역 프로젝트
● 번역 출판물: The World Nuclear Waste Report (WNWR)
“세계핵폐기물보고서” 일부
● 번역 완료: 12월 28일
● 2021년에도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논의 중
2) 정례회의 및 연대활동
- 국제특위 월례회의
- 총회준비위원회 11차 회의 진행 (1월 1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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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GF 월례회의 참여 (1월 10일)
- GGC 월례회의
- JCSC 격주회의 참여 (1월 14일)
3)
-

차기 회의 일정
총회준비위원회 월례회의: 2/21(일)
APGF 월례회의: 2/14(일)
GGC 월례회의: 1/28(목)
JCSC 격주회의: 1/29(금), 2/11(목)

4) 논평/보도자료
- (없음)
3. 논의 및 결정사항
- 하인리히 뵐 재단과 2021년 공동사업 진행에 대해 논의 중
- GG/APGF 총회 재연기 논의: COVID19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3년으로 총회를 재연기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국제조직위원회(JCSC) 측에서 한국
녹색당과 4개 대륙 녹색당 연맹에 제안함; 한국의 선거 스케줄 등을 감안하여 2023년 6월
또는 7월로 연기하여 대면 총회를 진행하는 안과 기존 계획대로 2022년 1월에 전면적인
비대면/디지털 행사로 진행하는 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기로 함; 1월 17일
총회준비위원회를 열어 의논한 결과 한국 녹색당은 2023년으로 총회를 연기하는 안에
찬성하고 2022년 1월에 간략한 비대면 온라인 행사를 진행하는 안을 제시하기로 결정함.
- 제출된 GG/APGF 총회 로고 디자인 시안 4가지에 대해 JCSC와 총회준비위원회에서
논의함.
- 총회를 위한 다국적통화 계좌 개설 예정
- 총회 세션 주제 발굴, 총회 조직위원회(한국) 구성, 한국 측 총회 기여금 4천만원(약 3만
유로) 모금 계획, 총회 홍보 및 준비를 위한 당원간담회 등에 대해서는 차기
총회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함.

■ 기후정의위원회
1. 당원 및 조직 현황
1) 당원 현황
- 20인
2) 조직 현황
● 2021년 신년워크샵을 겸한 1월 정기회의 준비 중
● 지역별 기후위기, 기후정의 활동단위 및 당원분들과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고민
2. 주요사업 및 연대활동
1) 주요사업
- 2021년 신년워크샵(예정)
- 2021년 기후행동에서 녹색당의 역할 및 전략 논의 예정
2) 연대활동
- 12.30~ 캄보디아 외국인노동자 속헹 비닐하우스 기숙사 동사 관련 기자회견 참석
- 1.6 LG 트윈타워 청소노동자 해고 사건 항의집회 참석
- 1.9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발전소 반대 ‘탄소오적’ 규탄기행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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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권위원회
- 1월 21일(목). 동물권리장전 선고재판 기자회견 연대발언 참여, 수원지방법원 앞

■ 탈핵특별위원회
1.
-

2020년 활동 보고
후쿠시마 311 10주년 1월 20일 한일공동선언 대응 논의
현안 보고 및 논의: 월성 삼중수소 누출과 영광 한빛발전소 문제
논평 발행
- ‘예견된 삼중수소 누출이 확인됐다. 당장 월성핵발전소를 폐로하라’
http://www.kgreens.org/?p=27475.
- ‘원안위를 비롯한 핵마피아는 월성핵발전소 조사에서 손을 떼라’
http://www.kgreens.org/?p=27561

■ 농업먹거리특별위원회
1. 활동보고
- 1월 22일 (금) 오후 2시~5시30분, 2021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심포지움, ‘신 자유주의
세계화와 농민층 분화, 그 양상과 과제’ 랜선행사에 참관 예정

■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

1월 성소수자 당원 모임 ‘무지개같당’, 1/21(목) 저녁 8시, zoom

■ 여성특별위원회
-

1월 여성 당원 모임 ‘당블레스유 2.0’, 1/19(화) 저녁 7시 30분, zoom

■ 성평등위원회
- 2021.1.3 2021년 1차 회의
활동 보고 및 연간 활동 계획 논의

■ 온라인관리위원회
1. 1월 4일 오후 5시 임시 회의
2. 2. 페이스북 게시글 삭제 기준 공지
(1) 녹색당 외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홍보/비방하는 글
(2) 특정 종교를 홍보하는 글
(3) 음식 레시피 홍보
3. 당무위원회 토론회 질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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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다양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공론의
장임과 동시에 혐오와 차별의 발언들이 제어없이 발화될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녹색당의 온라인 공간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지속적으로 온라인 공론장에서의 평등문화
침해에 대한 신고 및 고통 호소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페이스북 녹색당
그룹의 경우 폐쇄부터 비공개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현재 당원들의
온라인 소통의 장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당원게시판의 시스템적 미비 및 비활성화로
인해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녹색당 온라인 관리 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에 대한 당무위원 후보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페이스북 녹색당 그룹의 폐쇄,
또는 비공개 제안에 대한 의견과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4. 당원게시판 관리 알림 및 게시물 삭제 조치
http://www.kgreens.org/member/?pageid=2&mod=document&uid=1364
5. 향후 활동 계획
- 당무위원회에 페이스북 그룹의 현행 유지/비공개/폐쇄와 페이스북 그룹의 지향에
대해서도 온라인 관리 위원회와 함께 논의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온라인 관리 위원회의
페이스북 및 당원 게시판 관련 1월 활동 내역은 아래 링크와 같습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0aEp5_NNu1WVBW0BhvUtSXl0PzYrwqBUj
VmoujXy9-E/edit?usp=sharing)

■ 건강사회위원회(준)
1. 당원 및 조직 현황
1) 당원 현황
- 2020/11/16 기준 4개 지역당, 15명
2. 주요사업 및 연대활동
1) 지난 주요사업
- 2020/12/23 연석회의 준비회의
- 2020/12/27 녹색당 부문별위원회/특별위원회 연석회의
- 2021/1/23 월례모임: 신년회 및 위원회 발족을 위한 계획 수립
2) 논평/보도자료
- 2020/12/22 논평 “코로나 치료자원 확보 대책 마련하라. 공공병원 이용자 피해 대책
마련하라.”
3. 논의 및 결정사항
- 2021년 1-2월 중 위원 모집 및 2021년 사업계획 수립 예정
- 2021년 2-3월 중 위원회 발족을 목표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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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안건2

당원 및 당비현황

1. 당원 및 조직현황
지역

총당원(명)

전월
입당(명)

전월
탈당(명)

전월당비
납부(명)

전국

253

2

4

152

강원

240

0

2

162

경기

2,500

4

21

1,453

경남

459

0

5

319

경북

287

0

2

173

광주

236

0

4

153

대구

310

1

3

161

대전

157

1

0

100

부산

461

1

3

227

서울

2,764

6

45

1,747

울산

117

1

2

85

인천

305

0

1

165

전남

290

0

4

190

전북

372

0

0

214

제주

431

0

1

280

충남

458

1

2

263

충북

231

0

1

147

합계

9,871
71
(만19세미만)

17

100

5,991

1

1

청소년
(만 19세 미만)

※ 2020년 12월 1일~12월 31일 통계(전월당비 납부 2020년 11월 1일~11월 30일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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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계현황 <기간:12/1~12/31>
수입
목
이월금
[2]

정기당비

지출
금액

목

37,690,993

0

하급당부지원금

0

후원회기부금

[1]

인건비

급여

75,645,819

특별당비

그밖의수입

세목

복리후생비
소계
사무소
설치ㆍ운영비

240,577
1,100,000

2,323,133

공공요금

233,788

비품및소모품비

326,190
0
1,000,000

소계

1,000,000

[4]

895,060

회의비

247,200

출장비

51,500

위원회등

120,084

[5]

14,165,920

[6]

업무추진비

1,000,000

당원참여예산

0

지역조직활동
비

소계

16,479,764

[7]

20,454,732

지역당비

적립금(퇴직적립금)
그밖의지출
114,677,389

6,104,762

[3]

홍보및선전비

수입 총계

13,112,854

관리유지비

연대사업

지원금

1,535,950

3,221,651

정책위원회

조직활동비

11,576,904

임차료

소계
정책개발비

금액

500,000
25,000

지출 총계
잔액

57,677,112
57,000,277

[1]

상근자 6명 급여
cms 집금(11/28, 12/10, 12/20, 12/28) 및 계좌이체 입금
[3]
헌법소원 관련 연대사업 비용
[4]
국제특위, 청년녹색당, 청소년녹색당, 성평등위, 탈핵특위 등의 사업비
[5]
창준위지역 당비배분액과 CMS수수료 등
[6]
공동운영위원장의 업무지도비
[7]
창당지역 당비배분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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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당비 배분 내역 (11월 귀속)
구분
경기
서울
부산
대구
충남
경남
경북
광주
인천
제주
충북
강원
전북
전남
대전
울산
합계

총액

당비배분

13,422,062

7,247,913

17,362,999

9,376,019

2,220,000

1,332,000

1,492,000

1,000,000

2,498,000

1,498,800

3,030,100

1,818,060

1,588,000

1,000,000

1,354,000

1,000,000

1,470,000

1,000,000

2,543,000

1,525,800

1,330,000

1,000,000

1,487,000

1,000,000

1,949,000

1,169,400

1,712,000

1,027,200

947,000

1,000,000

785,000

1,000,000

55,19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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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95,192

보고안건3

지역별 활동 공유

■ 강원
1. 당원 및 조직 현황
1) 당원 현황
- 2020/01/18 기준 237명 입탈당 현황
구분

입당수

탈당수

12월 1일~12월 31일

-

2

특이사항(입탈당 사유 등)
민주당 및 현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부족하다

2) 조직현황
- 지역별 보고
● 춘천
- 지역연대
- 12월 10일(목) 15:00 춘천시내버스 문제해결과 완전공영제를 위한 시민대책위 회의
- 12월 17일(목) 10:30 춘천시내버스 문제해결과 완전공영제를 위한 시민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 경기
1. 당원 및 조직 현황
1) 당원 현황
- 2020/12/31 기준 2,537명 입탈당 현황
구분

입당수

탈당수

12월 1일~12월 31일

4

21

특이사항(입탈당 사유 등)
탈당사유
- 당내 지지하는 후보가 없어서
. - 녹색당과 정치적 방향성이 맞지
않아서.
- 정당활동이 아닌 시민단체 활동으로
녹색시민의 삶을 이어가고자.
- 장기적인 불황으로.
- 수입이 줄고 다른 후원하고픈 단체가
생겨서.

2) 조직현황
- 지역별 보고
● 부천녹색당 : 새롬가정지원센터은빛날개 외 6단체(총 7단체)에 10만원씩 모두
70만원 후원함
● 안양녹색당 : 12월 27일(일) 운영위원회의
● 파주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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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2일, 제13차 운영위원회의
- 파주녹색당 줌 수다
12월 1일(화) : 오후 9시, 줌 수다(천호균의 ‘기후위기대응 식물 대마’, 5명 참여)
12월 8일(화) : 오후 9시, 줌 수다(김영금의 ‘슬로우푸드운동’ 6명 참여)
12월 15일(화) : 오후 9시, 줌 수다(이종민 신부님의 ‘이주노동자와 고용허가제’
7명 참여)
12월 22일(화) : 오후 9시, 줌 수다(김영수의 ‘마을 공동체 이야기’)
12월 29일(화) : 오후 9시, 파주녹색당 온라인 송년회
- 당원 인터뷰; 김영금(12월 10일), 김영수(12월 17일)
● 양평녹색당 : 12월 4일(금) 4.16 진실버스2 양평행사 지원 및 참여
● 화성오산녹색당
- 12월 23일(수) : 녹평모임, 줌 온라인 회의, 4명 참석
- 12월 23일(수) : 총회 준비모임, 줌 온라인 회의, 6명 참석.
● 의왕녹색당 :
- 12월 10일(목) : 샐러드비빔북클럽 [장 지글러의 인간섬]
- 12월 20일(일) : 보리밟기
- 12월 29일(화) : 운영위원회의
- 지역별 계획
● 고양녹색당 : 1월 23일(토), 오후 4시, 당원 만남의 날(제 8회 정기 당원 총회)
● 군포녹색당 : 1월 8일(금), 줌 온라인 운영위원회
● 화성오산녹색당:
- 1월 13일(수) / 27일(수) : 10시 30분, 녹평모임
- 1월 27일(수) : 오후 7시, 총회(코로나 상상황에 따라 연기 가능) 대면/비대면
진행 예정
● 파주녹색당:
- 1월 23일(토) : 제14차 운영위원회의
- 파주녹색당 줌 수다
1월 12일(화) : 오후 9시, ‘먹거리 주권’(김상기 님)
1월 19일(화) : 오후 9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 어떻게 볼 것인가?
(노현기 )
1월 26일(화) : 파주 기후위기 비상행동(조영권 님)
2월 2일(화) : 파주녹색당 2021년 무엇을 할까요?
- 당원 인터뷰 3호 발행.
● 의왕녹색당:
- 1월 8일(금) : 의왕녹색당 뉴스레터 발송
- 1월 13일(수) : 오후 7시 30분, 운영위회의
- 1월 26일(화) : 오후 8시, 의왕녹색당 신년모임 온라인
● 용인녹색당 : 1월 10일(일) : 오후 3시 30분, 용인녹색당 총회 개최 (온라인)
● 양평녹색당: 금곡리 개사육장 설치반대 프랑카드 게시
운영위원회 개최 (2021년 사업계획 및 당원총회 개최 논의)
● 안양녹색당
1월 3일(일) : 오후 7시, 2021년 사업구상을 위한 당원 모임, 온라인
1월 10일(일) : 오후 7시, 2021년 사업구상을 위한 당원 모임, 온라인
1월 24일(일) : 오후 5시, 책모임[대학은 누구의 것인가], 온라인

2. 주요사업 및 연대활동
1) 지난 주요사업
- 12월 14일 : 12월 31일까지 재택근무 체계 전환 공지-녹색당 홈페이지 및 SNS
- 12월 19일 : 6기 경기녹색당 운영위원 카톡방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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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4일 : 김진숙 복직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240 드라이브스루 희망행진 참여 링크
공유
- 12월 24일 : 녹색당 제 1기 당무위원 후보자 토론회 참여 신청 링크 공유
- 1월 1일 : 경기녹색당 소식지 이메일 전당원 발송 - 경기녹색당 당원 설문조사 링크 첨부

3. 논의 및 결정사항
1) 2021년 경기녹색당 제 8회 대의원대회 일정 논의 승인 및 표결 여부 : 전원 일치 승인
안건 의결사항 : 경기녹색당 제 8회 정기 대의원대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함을 승인한다.
◈ 경기녹색당 제 8회 정기 대의원대회 일정
- 개최 일시 : 2021년 3월 28일(일)
- 2021년 2월 1일(월) : 소집공지, 대의원 선출 공고
2) 지역당 하반기 회계보고와 2021년 경기녹색당 사업지원 논의
3) “경기녹색당과 평등문화약속문을 지키기 위한 매뉴얼” 논의 승인 및 표결 여부 : 전원
일치 승인 안건 의결사항 : 제안된 안으로 승인하되, 추후 매뉴얼의 단점 발견시 추가
보완한다.

■ 경기 수원
1. 당원 및 조직 현황
1) 당원 현황
- 2020/12/31 기준 215명
- 입탈당 현황
구분

입당수

탈당수

12월 1일~12월31일

0

3

특이사항(입탈당 사유 등)
경제적 이유, 개인사유, 쉬었다 다시..

2. 주요사업 및 연대활동
1) 지난 주요사업
-운영위원회 1/8(금) 오후 7시, 가치가게+줌
-12월 뉴스레터 발행
-김진숙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전국 산업은행 1인시위 1/18~ 매일 12시
-희망뚜버기 후원물품 발송 / 청와대 앞 단식노숙장 지지방문 1/16
2) 연대활동
-수원기후행동네크워크+희망샘도서관 <인문학산책> 기후위기집담회 12/17(목), 줌
집담회+페이스북라이브
3) 논평/보도자료
- 없음

3. 논의 및 결정사항
- 1.29 19시 당원총회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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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1. 당원 및 조직 현황
1) 당원 현황
- 2020/12/31 기준 459명 입탈당 현황
구분

입당수

탈당수

특이사항(입탈당 사유 등)

12월 1일~12월31일

0

5

정책불만, 활동미참여

2) 조직현황지역별 보고
● 1월 7일 19시-진주녹색당 정기모임(줌),새대표단 인사,20년 사업 돌아보기
● 1월 14일 19시-거제녹색당 모임
2. 주요사업 및 연대활동
1) 지난 주요사업
- 1월 5일 10시 30분: 위원장단 회의(대면)
- 1월 8일 15시: 위원장단 회의(비대면)
- 1월 10일 10시~2시 30분: 2차 총준위
- 1월 15일 10시 30분: 위원장단 회의(대면)
- 1월 17일 10시~13시: 3차 총준위
2) 연대활동
3) 12월 23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경남시민사회단체 릴레이 단식
기자회견-이정옥
- 12월 24일8시~9시: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 하동군청 앞 피켓팅-이정옥, 송훈상
- 12월 2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김진숙 복직기원 연대 일일단식 -이경옥,
김경희, 권혜반, 김지순, 조경애, 이정옥
- 1월 7일 12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시민사회, 정당 기자회견-권혜반
,민주노총 경남본부 주최
- 1월 14일: 통영 광도면 LNG 화력발전소 신규건설 저지 시청앞 피켓팅,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부당해고 저지 농성장 지지방문-이정옥
- 1월 18일: 태양광 가짜뉴스 유포하는 양산 윤영석 국회의원 규탄 시청앞 기자회견 및
차량시위-이정옥 , 권혜반
3. 논의 및 결정사항
- 1월 24일
; 4차 총준위
1월 31일-감사
2월 21일-총회(온라인 예정)

■ 경북
1. 당원 및 조직 현황
1) 당원 현황
- 2021/01/20 기준 294명. 입탈당 현황
구분

입당수

탈당수

특이사항(입탈당 사유 등)

12월 17일~1월 20일

0

2

개인적, 경제적 이유

2) 조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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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보고 없음
2. 주요사업 및 연대활동
1) 지난 주요사업
- 2020년 12/22(화) 오후 8시~10시 온라인 운영위원회의
3. 논의 및 결정사항
1) 2020 녹색당 경북도당 창당준비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 선출 공고
2) 2021년 정기 총회 개최 공고
■ 일시: 2021년 1월 23일(토) 오후 2시
■ 장소: ZOOM 온라인
*참고 2022년 경북녹색당 지방선거 준비 기획(총회 제출 및 승인 예정)
1. 목표
-한국녹색당 최초 당선자를 만든다. (기초의회 전략 지역)
-경북녹색당 최초 광역비례후보 완주하고 1% 지지율을 돌파한다.
2. 향후 실천 계획
-2021년 경북녹색당 총회에서 2022년 지방선거 목표 승인 및 의견 수렴
-2021년 상반기 운영위원회에서 전략 지원 계획 및 광역비례후보 발굴 계획 수립

■ 광주
1. 당원 및 조직 현황
1) 당원 현황
- 2021/1/20 기준 235명 입탈당 현황
구분

입당수

탈당수

12월 18일~1월 20일

0

4

특이사항(입탈당 사유 등)

2) 조직현황
- 지역별 보고
● 에코페미니즘 책읽기 모임 진행 : 12/18 에코페미니즘 12~14장 읽고 이야기
나누기
● 에코페미니즘 책읽기 모임 진행 : 1/8 에코페미니즘 15~17장 읽고 이야기 나누기
- 지역별 계획
● 에코페미니즘 책읽기 모임 진행 : 1/22, 에코페미니즘 18~20장 읽고 이야기
나누기
2. 주요사업 및 연대활동
1) 지난 주요사업
- 1월 정기운영위원회 : 1/7(목) 19:00 @온라인(구글미트)
- 광주녹색당 당원에게 신년 엽서 보내기 : 수기 작성 엽서 등 송부
2) 연대활동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단식농성 광주 동조 단식장 지지방문 : 12.23(수) @풍금사거리
농성장
- 기후위기비상행동 참여단체 대표자회의 : 1.7(목) @줌화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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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평/보도자료
3. 논의 및 결정사항
- 1월 임시 운영위원회 : 1월26일(화) 19:00 @온라인 줌
- 2021년 정기당원총회 : 1월 30일(토) 14:00 @광주마당 3층 사랑방

■ 대구
1. 당원 및 조직 현황
1) 당원 현황
- 2020/12/31 기준 309명 입탈당 현황
구분

입당수

탈당수

12월 1일~12월 31일

1

3

특이사항(입탈당 사유 등)
입당 : 기후위기에 녹색당을 지지하기위해
탈당: 사망, 정책불만, 개인사유

2) 조직현황
- 지역별 보고
● 12월 15일 녹색평론 읽기모임 - 온라인(당원2명, 비당원1명)
● 12월 25일 뉴스레터 발송 (280여명)
● 12월 29일 동구지역 단톡방 개설(20인)
- 지역별 계획
● 1월 19일 녹색평론 읽기모임 - 코로나로 취소
2. 주요사업 및 연대활동
1) 지난 주요사업
- 12월 3일 임시운영위원회 - 사무처장 선임 (7명)
- 12월 3일~28일 총회준비위원회 2차~6차 - 사업정리, 당규개정, 사업계획 분담(6인)
- 12월 16일 운영위원회 10차 (6명)
- 당원필수교육 개근자 시상(7명)
2) 연대활동
- 12월 10일 대구경북인권뉴스 발표 기자회견 참석 (3명)
- 대구퀴어축제,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대경이주연대 분담금 납부
3. 논의 및 결정사항
- 21년 1월 20일 정기운영위원회 (온라인)
- 21년 1월 20일 총회준비위원회 8차 (온라인)
- 21년 2월 6일 정기 총회

■ 대전
1. 당원 및 조직 현황
1) 당원 현황
- 2021/1/120 기준 158명 입탈당 현황
구분

입당수

탈당수

특이사항(입탈당 사유 등)

12월 15일~1월 20일

1

2

공동운영위원장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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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현황
- 지역별 보고
● 2021.01.08 운영위원회
● 2021.01.15 페미니스트 의제모임 ‘길 하나 건너면 벼랑 끝’ 책 읽기모임
● 12.12 대전녹색당 운영위원회
- 지역별 계획
● 2021.02.05 페미니스트 의제모임 ‘길 하나 건너면 벼랑 끝’ 책 읽기모임
● 2021.03 대전녹색당 2021년 총회
2. 주요사업 및 연대활동
1) 지난 주요사업
- 2020.12.21 기후위기 피켓팅
- 2020.12.21 페미니스트 의제모임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연극 상영
- 2020.12.31 연간 활동 동영상 보고
2) 연대활동
- 2020.12.17 대전 스쿨미투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사과 및 성폭력예방 전수조사 촉구
결의대회
- 2020.12.2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대전연대 집중행동
- 2020.12.25 제주 제2공항 반대 세종 환경부 앞 거리미사 참석
- 2020.12.3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원안 제정과 김진숙 지도위원 복직을 위한 촛불시위
(더불어민주당 대전 당사 앞)
- 2021.01.01 제주 제2공항 반대 세종 환경부 앞 거리미사 참석
- 2021.01.13 78차 나아리 프로젝트 (핵폐기를위한전국네트워크)
- 2021.01.20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탈핵 세상을 향한 한일 공동행동” 선포식
- 2021.01.20 79차 나아리 프로젝트 (핵폐기를위한전국네트워크)
3)
-

사업/연대활동 계획
2021.01 기후위기 피켓팅
2021.01.23(토) 김진숙 희망뚜벅이 (군북면사무소-대전역)
2021.01.24(일) 김진숙 희망뚜벅이 (대전역-신탄진휴게소)
2021.01.27 80차 나아리 프로젝트 (핵폐기를위한전국네트워크)

3. 논의 및 결정사항
- 2021년 3월로 정기총회 연기

■ 부산
1. 당원 및 조직 현황
1) 당원 현황
- 2021/1/19 기준 461명 입탈당 현황
구분

입당수

탈당수

1월 1일~1월 19일

2

0

2) 조직현황 지역별 보고
● 기후위기 공부 모임(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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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입탈당 사유 등)

- 지역별 계획
● 2021 사업계획를 2월 26일까지 완성하고 최종점검할 예정

2. 주요사업 및 연대활동
1) 지난 주요사업
- 1,2차 총회 준비 위원회 회의
- 운영위원회 회의
2) 연대활동
- 신공항 건설 반대 기자회견 (1월 12일)

3. 논의 및 결정사항
- 부산 녹색당 당규에 관한 전체적인 개정을 할 예정

■ 서울
1. 당원 및 조직 현황
1) 당원 현황
- 2020/12/31 기준 2,764명 입탈당 현황
구분

입당수

탈당수

12월 1일~12월 31일

6

45

특이사항(입탈당 사유 등)

2) 조직현황
● 지역별 보고
● 노원
○ 총회 : 12월 15일(화) 오후 7:30, 온라인
● 도봉
○ 창당준비위원회 모임 : 2차 12월 7일(월), 온라인
● 서대문
○ 운영위원회 : 12/9(수), 온라인
○ 독수리 프로젝트 참여 모집
● 은평
○ 총회 준비위원회 회의 : 2차 12/21(월), 3차 12/27(일)
● 종로중구
○ 녹색평론 읽기 모임 : 12월 22일(화) 저녁 7:00
● 중랑
○ 연대 : 12월 25일(금) 오전 11:00, 중랑구청 앞 - 중랑구 시민사회/ 정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서명 및 기자회견
○ 송년회 : 12월 28일(월) 오후 7:00, 온라인
● 지역별 계획
● 노원
○ 연대 : 정의당 구의원 및 지역시민사회와 함께 지역 현안 공동대응
모색(태릉골프장 그린벨트 해제 재개발 문제 등)
○ 당원모임 : 동북 4구(성북, 도봉, 강북, 노원) 권역별 활동 및당원 교류
모색
● 은평
○ 총회 준비위원회 회의 : 4차 1월 5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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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랑
○

1월 당원 모임 : 1월 16일(토) ‘등잔 밑이 어둡당’ - 은평녹색당 새해맞이
당원모임
은평녹색당 정기총회 : 2월 19일(금)
당원모임 : 1월 25일(월) 오후 7:30, 온라인

2. 주요사업 및 연대활동
1) 지난 주요사업
● 운영위원회 : 12월 14일(월) 오후 7:30, 온라인
● 특강 : 12월 19일(토) 오후 4:00 기획특강 “서울은 도넛에 들어가나요?” (강사 : 홍기빈)
● 송년회 : 12월 19일(토) 오후 9:00, 온라인
● 당원기본교육 : 12월 30일(수) 오전 10:30, 오후 7:30, 온라인
● 제 6기 공동운영위원장 선출
- 당선 공고 : 12월 21일(월)
2) 연대활동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연대 : 12월 29일(화) 공동운영위원장, 국회 앞 동조단식 참여
및 서울당원 연대 행사 진행
● 김진숙 복직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연대 : 12월 29일(화) 공동운영위원장, 청와대
앞 분수대 농성장 연대 방문
3) 논평/보도자료
● [입장문] 해고노동자 김진숙은 일터로 돌아가야 합니다 (2020. 12. 24)
● [공동운영위원장 입장문] 국회는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고 이 죽음의 사슬을
끊으라 (2020. 12. 30)
3. 논의 및 결정사항
● 2021년 1/4분기에 성폭력 사건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기로 함.
● 김진숙 희망버스 연대사업비를 지출하기로 결의하고 구체적인 액수는 사무처에서
알아보고 공유하기로 함. 서울녹색당에서 논평을 발행하기로 함.
●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응
○ 서울녹색당 선거기획팀에서 재보궐선거 기획안 작성
○ 2021. 1. 11 서울녹색당 운영위원회, 1.18 임시운영위원회 2차에 걸쳐서 논의
○ 결정사항 : 2.6(토) 서울녹색당 대의원대회에 안건상정
(다수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고 보궐선거 대응 - 현재 당력을
고려, 우선 조직정비 및 강화에 힘쓰며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함. 보궐선거
정국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녹색당의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전략 고안.
(소수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독자 후보 출마 - 현재 정치구도에서 후보를 내지
않을 경우 녹색당이 발언권을 갖기 어려우며, 선거를 통해 당의 조직과 정책
역량을 강화해야 함.

■ 서울 마포
1. 당원 및 조직 현황
1) 당원 현황
- 2021/01/11 기준 288명 입탈당 현황
구분

입당수

탈당수

1월 11일

0

4

2) 조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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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입탈당 사유 등)

- 지역별 보고
● 1월 10일 마포녹색당 운영위원 회의
● 1월 1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논의를 위한 임시 회의
- 지역별 계획
● 2월 21일 총회 개최 예정
● 1월 31일 총회 준비를 위한 회의
2. 주요사업 및 연대활동
1) 지난 주요사업
2) 연대활동
- 마포 구의회 시민감시를 위한 연대 활동(정보공개청구)

■ 울산
1. 당원 및 조직 현황
1) 당원 현황
- 2020/12/31 기준 117명 입탈당 현황
구분

입당수

탈당수

12월 1일~12월 31일

1

2

특이사항(입탈당 사유 등)

2) 조직현황
- 지역별 계획
● 코로나19로 모임 당분간 연기함
2. 주요사업 및 연대활동
1) 연대활동
- 울산기후위기 비행행동 매주 금요선전전 당원참가
- 월성 방사성물질 누출 관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방문 진상조사 항의시위 참여
1월 18일 오전 9~12시 월성원전 앞

■ 인천
1. 당원 및 조직 현황
1) 당원 현황
- 2021/01/19 기준 307명 입탈당 현황
구분

입당수

탈당수

특이사항(입탈당 사유 등)

12월 16일~1월 19일

0

2

활동/정책불만

2) 조직현황
- 지역별 보고
● 없음
- 지역별 계획
● 총회 (코로나 상황에 맞춰 온라인 총회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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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및 연대활동
1) 지난 주요사업
- 12월 26일 인천녹색당 운영위원회의 (당원 4명 참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신문광고 비용후원
2) 연대활동
- 12월 24일 인천여성민우회 정책위원회 송년회 (당원 2명 참가)
- 1월 15일 인천지역연대 인권정치자치위원회 회의
3) 논평/보도자료
- 없음
3. 논의 및 결정사항
- 없음

■ 전남
1. 당원 및 조직 현황
1) 당원 현황
- 2021/01/21 기준 271명 입탈당 현황
구분

입당수

탈당수

특이사항(입탈당 사유 등)

12월 17일~1월 21일

0

4

개인사정3명, 없음 1명

2) 조직현황
- 지역별 보고
● 전남녹색당운영위원회 9명+참관2명
● 전남녹색당총회준비위원회 6명 (운영위원 3명 + 당원 3명)
● 지역모임 1개 (여수)
● 지역당사 1개 (장흥)
● 미세먼지기후변화대책위원회 (고흥)
● 소모임 4곳 (고농서, 의역학, 소식지, 태극권)
- 지역별 계획
● 전남녹색당총회 2021. 02. 06 장흥
2. 주요사업 및 연대활동
1) 지난 주요사업
- 전남녹색당 카카오톡 온라인위원회
2)
-

연대활동
고흥비행성능시험장저지대책위(에 전남녹색당 미세먼지기후변화대책위원회가 연대)
기후위기전남비상행동(에 전남녹색당 연대)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에 전남녹색당 연대)
차별금지법제정전남운동본부(에 전남녹색당 연대)

3) 논평/보도자료
- 없음
3. 논의 및 결정사항
- 2020. 02. 06 전남녹색당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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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곳의 소모임이 모임은 유지하되 전남녹색당 소모임(지원)은 그만두기로 하였음

■ 전북
- 보고내용 없음

■ 제주
1. 당원 및 조직 현황
1) 당원 현황
- 2020/12/31 기준 431명 입탈당 현황
구분

입당수

탈당수

12월 1일~12월 31일

0

1

특이사항(입탈당 사유 등)
개인적 사정으로 당 활동에 적극적 참여
어려워서

2) 조직현황
- 지역별 보고
● 12/1 조직팀 회의
● 12/1 미래리포트TF 회의
● 12/2 선거고민TF 회의
● 12/3 청년녹색당 비건만두 빚기 모임
● 12/8 조직팀 회의
● 12/13 ‘녹녹한 책읽기’ 의제 모임 진행
● 12/13 정책위원회 회의
● 12/16 미래리포트TF회의
● 12/16 2021 제주녹색당 총회 준비위 1차 회의
● 12/22 조직팀회의
● 12/27 정책위회의
● 12.29 총회준비위원회 사업평가소위 회의
2. 주요사업 및 연대활동
1) 지난 주요사업
2)
-

연대활동
12/2 제2공항 강행저지 골목골목 선전전(제2공항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12/3 제2공항 저지 집중 선전전(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12/4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연대 회의
12/8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12/9 제2공항 강행저지 골목골목 선전전(제2공항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12/10 제2공항 저지 집중 선전전(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12/14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대표자 회의
12/18 도청 캐노피재판
12/22 중대대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3) 논평/보도자료
- 12/18 드림타워 관련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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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의 및 결정사항
1) 2021 총회준비위위원장 선출: 안재홍
2) 사업평가안 구성(총선평가 포함)
- 규약 개정 및 조직 개편 소위: 공동 운영위원장 등 임기, 선출 방법, 권한, 운영위원회
역할, 조직구조 개편(조직팀->조직위원회) 등 검토
- 담당: 영경 주영 현정 재홍 선 (한보스: 지난 운영위 때 한보스와 영경이 사전 작업
했었기에 한보스도 같이 참여)
- 사업평가 소위: 총선 과정 중의 선거연합에 대한 평가 - 2022 지선 연동해서, 2020사업
평가 및 의제모임 평가
- 담당: 화빈 순애 그린씨 순정
- 소위별로 기록과 진행 담당자 정하기, 당원 의견 수렴 방법(총준위 토론회 3회 정도) 계획
- 일상 사업에 대한 평가
- 내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 2월 설 전에 토론회 3차 진행
3) 토론회 등을 바탕으로 이후 총준위에서 2021년 사업 계획안 제녹당 규약개정안 검토
4) 총회 날짜 정하기: 3월6일 혹은 7일 (민주노총)
5) 토론회 일정 1.16(사업평가)/ 1. 30(조직개편토론회)/ 2.6(사업평가)
6) 다음 총준위 회의 일정 1.8(금) 저녁 6시
7) 총준위위원장이 총회 전까지 전운위 참여/12월은 정화빈 참관

■ 충남
1. 당원 및 조직 현황
1) 당원 현황
- 2020/12/31 기준 458명 입탈당 현황
구분

입당수

탈당수

12월 1일~12월 31일

1

2

특이사항(입탈당 사유 등)

2) 조직현황
- 지역별 보고
● 홍성녹색당 총회 1월말 서면으로 대신 진행
2. 주요사업 및 연대활동
1)
-

연대활동
12/28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 집행위 회의
1월4일 김진숙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청와대앞 희망단식단 지지방문
1월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국회앞 단식농성장 지지방문
김진숙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청와대앞 희망단식단 지지방문
- 1월12일 홍성녹색당 확대운영위원회
홍성오두리 산폐장 대책회의
- 1월12일 홍성녹색당 확대운영위원회
홍성오두리 산폐장 대책회의
- 1월19일 홍성오두리 산폐장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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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1. 당원 및 조직 현황
1) 당원 현황
- 2020/12/31 기준 231명 입탈당 현황
구분

입당수

탈당수

12월 1일~12월 31일

0

1

특이사항(입탈당 사유 등)

2. 주요사업 및 연대활동
1) 지난 주요사업
2) 연대활동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청주, 음성 하루 단식농성장 참여(정ㅇ선, 박ㅇ준)
- 제주 제2공항 반대 성탄카드 보내기 참여(당원 10여명)
3. 논의 및 결정사항
- 1월 23일(토) ~24일(일) 김진숙 희망뚜벅이 참가
- 1월 31일(일) 2021년 총회 준비위원회 회의

■ 유럽
1. 당원 및 조직 현황
1) 당원 현황
- 2021/01/20 기준 49명 입탈당 현황
구분

입당수

탈당수

특이사항(입탈당 사유 등)

~ 1월 20일

0

0

(유럽당원모임으로 접수된
입당/탈당계는 없음)

2) 조직현황
- 지역별 보고
● 페미니즘 모임 그페미 온라인 모임 진행
2. 주요사업 및 연대활동
1) 지난 주요사업
- 홈페이지 개편 및 녹유 아카이브 작업을 위한 회의 진행
- 당무위원 투표 관련 질문지 작업
- 서울녹색당 과 유럽과 한국의 사회보장정책 관련 연대 준비
3. 논의 및 결정사항
1) 온라인 녹유 신년회 개최 (1월 23일 토요일)
2) 홈페이지 개편안 회의

- 33 -

논의안건1

임시공동대표 선출의 건

■ 주문사항1.
- 제90차 전국위원회에서 임시공동대표를 선출해 주십시오.

■ 설명
지난 89차 전국위원회에서 현장발의안건으로 제6기 공동대표 선거 연기에 따른 대안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새로운 당 지도부인 당무위원이 선출되면서 새롭게 활동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현
임시운영위원장 임기를 종료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차기 공동대표 선출 전까지 권한을 대행할
임시 공동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전원합의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현 전국위원중 1인과
당무위원 1인으로 총 2인의 임시공동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 주문사항2.
- 임시공동대표의 임기를 제6기 공동대표 선출 직후 개최되는 차기 전국위원회까지로 승인하여
주십시오.

■ 설명
현재 제6기 공동대표 선출 공고가 나간 시점이고 당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시공동대표의
임기는 제6기 공동대표 선출 직후 개최되는 차기 전국위원회까지로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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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안건2

대의원대회 준비 관련
논의의 건

■ 주문사항1.
- 대의원 대회 안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여 주십시오.
●

대의원대회 안건자료

안건1. 2019년, 2020년 사업보고 및 평가
안건2. 2019년, 2020년 결산
안건3. 2021년 사업계획(안)
안건4. 2021년 예산(안)
안건5. 정책위원장, 상벌위원, 예결산위원, 선거관리위원 선출

■ 주문사항2.
- 대의원대회 안건자료 준비 등을 위해 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안건자료 작성을
당무위원회 및 전국사무처에 위임하여 주십시오(안건자료 초안은 사전에 전국위원회에 회람).

■ 주문사항3.
- 탈당 및 대의원 사임으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대의원에 대해 논의하여 주십시오.
●

전국대의원 탈당자 명단(210121 기준)
서울 6명 / 경기 3명 / 충남 2명(+대의원사임 1명) 총 3명 / 광주 1명 / 제주 1명 / 부산
1명 / 강원 1명 / 대구 1명 / 전북 1명 / 전국 1명 / 충북 1명(대의원 사임 1명) 총 135명
중 20명

- 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