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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록전문가협회 온라인 임시총회 결과 보고

2021. 7. 22. (목) 작성자 : 김진선(한국기록전문가협회)

일시 2021. 7. 15. (목) - 21. (수)

장소 온라인 서면 심의

참여자 정회원 130명 참여  * 참여자 명단은 비공개

확 인

직 위 이 름 날 인
의장

운영위원
운영위원

Ⅰ. 성원보고
▪ 정관 제19조제2호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함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에 동참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함
▪ 진행보고

- 2021년 7월 15일 (목) ~ 21일 (수) : 서면 및 온라인 심의․의결서 수합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정관 제16조, 17조, 19조, 20조에 따라 임시총회 심의․의결 안건 등에 대한

정회원의 의견을 서면 및 온라인 의견서로 수합함

▪ 성원보고
- 성원현황은 총 130명으로 정족수가 충족되어 총회 개회 성립됨

- 온라인 심의․의결서 122건, 서면 심의․의결서 8건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정관 제20조에 따라 정족수는 전체 재적정회원 377명 중 1/5인 76명임

1)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정관」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협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정회원 수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운영위원회 재적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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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심의․의결 안건

1.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정관 개정(안) (자료집 5~19P 참조)

□ 심의․의결 결과

▪ 통과 (찬성 127건, 반대 1건, 수정 조건 찬성 2건)

□ 검토의견

▪ 지부 또는 분과 설치 관련 의견 제시 
현재 지부 설치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광역시도 별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최대한 많은 지부가 
설치되어야 지부별로 선출된 대의원을 통해 각 지역 기관들의 현황과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함. 즉, 일부 지역에서만 지부가 설치되어 있다면 다수의 회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
을지에 대한 의문점 발생함. 여전히 일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은 부적절함. 지부 
설치 관련 조항은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으나 
좀더 다양하고 폭넓은 회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는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부 설치 지원 
활동이 필요함.

2.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창립 예산 지원 변경(안) (자료집 20P 참조)

□ 심의․의결 결과

▪ 통과 (찬성 128건, 반대 0건, 수정 조건 찬성 2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