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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회 회의록 
2021년 제4차(77차) 루시모자원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일    시 2021년 12월 6일(월)11:30~12:30 장  소 사리원

참 석 자   장연식, 조항입, 정지인, 이지선, 이규성, 박정애

회의내용 

  

  

1.성원보고 및 개회

  운영위원 6명 중 출석 6명으로 장연식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를 개회함.

2.2021년 4/4분기 사업운영 보고

  2021년 4/4분기 사업운영 보고를 임은국 국장이 운영위원들에게 보고함.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여 10월, 11월에 하계수련회, 

나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과 각 가정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밀키트, 프로그램키트를 제공하여 진행한 것을 보고함. 12월에는 문화체험

으로 천문대 방문과 가족송년회가 진행됨을 보고함. 세입, 세출 부분에서

는 운영비, 인건비가 12월에 들어올 것과 앞으로 지출될 운영비에 대한 설

명을 하였음. 조항입 위원이 코로나로 인해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워 보였는

데 적절하게 잘 진행되었고 평가함. 운영위원들의 다른의견이 없어 장연식

위원이 원안대로 받기로 제안하자 조항입 위원이 동의하고 정지인 위원이 

제청함.   

3. 2021년 3차 세입. 세출 추경예산 심의

  2차 추경예산 세입.세출 613,000,000원에서 3차 추경예산 세입. 세출   

로 611,700,000원으로 변경되었음을 보고 하였음. 운영비 10천원 증가, 

시설비 1,500천원 증가, 사업비 2,800천원 감소, 잡지출 10천원 감소를 

보고하였음. 시설비는 시설장비수리비로 계량기 교체로 증가하였으며, 사

업비는 난방비, 급식비 등이 감소하였음을 보고하였음. 3차 세입.세출에 

대해 이지선 위원이 원안대로 받기로 제안하였고 정지인 위원이 동의하고 

이규성 위원이 제청함.

4. 2022년 사업운영계획안 보고

 2022년 신규프로그램으로 함께하는 설맞이, 엄마사랑해요, 가을운동회, 

아동 오감발달놀이 등이 신설되었음을 보고함. 거주자 욕구조사를 통해 

어머니들의 취미활동을 할 계획이며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날 행사도 진행

될 예정임을 보고함. 어머니들의 변화를 위해 상담과 모 생일파티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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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행사를 진행할 것을 보고함. 계속 코로나가 진행됨에 따라 안전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야외활동 및 집단프로그램

을 진행 될 것을 보고함. 그 외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들의 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받기로 함.

 

5. 2022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

   2022년 세입.세출로 607,200,000원임을 보고 하였고 세입으로는 정부  

보조금 462,890천원, 후원금 39,200천원, 법인전입금 4,200천원, 이월금 

100,110천원, 잡수입 800천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305,867천원, 업무추진

비 1,100천원, 운영비 26,900천원, 재산조성비 89,900천원, 사업비 175,123천

원, 예비비 3,000천원, 잡지출 5,310천원임을 보고 하였음. 2021년에 있

었던 차량 후원금이 빠져 후원금 세입이 줄었으며 재산조성비는 프로그램실 

증축을 위하여 이월되었음을 보고함. 2022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장연

식 위원이 원안대로 받기로 제안하였고 정지인 위원이 동의하고 이지선 위

원이 제청함. 

7.폐회

 박정애 위원의 기타의견에 대한 질의에 위원들의 의견이 없어 회의를 마침.

정책건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