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차 천안YMCA�정기총회

2020년 4월10일(금)� ~� 14일(화)

천안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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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회 및 회원활동 ]

1. 제27차 정기총회
 1) 일시 : 2019년 3월 19일(화) 오후 7시 
 2) 장소 : 천안YMCA 회관
 3) 인원 : 참석  48명 (총회원 32명)  

▪ 제 1부 개회예배
이동초 기록이사의 사회로 개회명상, 찬송(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성경봉독(누가복음 4
장 18절), 말씀(‘윤치호와 YMCA - 이종만 목사, 봉재감리교회 담임목사), 찬송(210장, 시온
성과 같은 교회), 축도로 개회예배를 드리다.

▪ 제 2부 정기총회 회의록

1. 정혜빈 간사가 총회원을 점명하니 총회원 452명 중 118명(참석 32명, 위임 86명)이 참석
하여 헌장 제12조에 의거 성원됨을 보고하다.

2. 유환성 이사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3. 다같이 일어나서 한국YMCA목적문을 낭독하다.

4. 회순 채택에 있어 원안대로 받자는 이정로 회원의 동의와 다수의 재청이 있고,  이의없이 
원안대로 받다.

5. 신예솔간사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원안대로 받자는 정재덕 회원의 동의와 이동초 회원
의 재청이 있고 이의없이 원안대로 받다.

6. 이사 ․ 감사 선거에 들어가 의장이 투표 진행요령을 설명하고, 선거관리위원으로 유혜정, 
이상순 회원을 선임한 후 투표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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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황명인 감사가 감사보고서를 하였고 송길룡 회원의 동의와 유혜정 회원의 재청이 있고 이
의없이 원안대로 받다. 

8. 정혜빈 간사가 2018년 사업 및 재정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고, 각 사업별 담당 간사가 세
부사업 보고를 하였으며, 김연수 회원의 동의와 송길룡 회원의 재청으로 사업 및 재정보고를 
접수하다.

9. 정혜빈 간사가 유인물에 의거 2019년도 사업 및 예산계획을 보고하니, 김연수 회원의 동
의와 김선영 회원의 재청으로 받다.

10. 천안YMCA 이사로 애써주신 홍윤표, 이윤기 전 이사에게 유환성 이사장이 회원들을 대
표하여 감사패를 전달하다.    

11. 의장이 이사 ․ 감사 당선자를 발표하니 김옥환, 정선용, 정재덕, 박성호 이사와 황명인 
감사가 재임되었으며, 이병희, 고병효 이사가 신임되다. 선임된 이사, 감사에게 청소년Y 임
원들이 축하의 꽃다발을 전달하다. 

12. 유환성 이사장이 폐회를 선언하니 오후 9시가 되다.

2019년 3월 19일
기록이사 이 동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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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활동

1) 이사회

가. 정기이사회

일 시 안 건 장 소 인 원

02.19(화) 총회준비 건 YMCA회관 7명

04.23(화) 활동 및 재정보고, 사무총장 선임 건 YMCA회관 6명

05.21(화) 재임&신임이사 환영회 마실 12명

06.25(화) 사무총장 선임 및 재정확보방안 논의 건 YMCA회관 6명

08.20(화) 활동 및 재정보고 YMCA회관 8명

09.17(화) 활동 및 재정보고 YMCA회관 6명

11.26(화) 활동 및 재정보고 YMCA회관 5명

2) 청소년 조직

가. 동아리 현황
총 4개의 동아리가 활동 중이며 2019년 3월부터 매월 주1~2회씩 정기 모임을 갖고 있다.

동아리명 창립/인준 분과 목적 및 활동내용 인원

한맛비
1994년

/ 인준

영화

토론

청소년회원들이 모여 다앙한 분야의 미디어를 시청

하고 토론을 한다.
7명

리서치
1999년

/ 인준
토론

사회적 이슈나 청소년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거리 

설문조사와 토론을 진행한다.
32명

개봉박두
2000년

 / 인준

영상

미디어

학교축제에 참가하여 사진관을 운영하기도 하고, 공

모전에 제작영상을 출품하는 활동을 한다.
18명

스포트

라이트

2010년

/ 인준
봉사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 지역사회를 주목하자는 의미

를 가지고 천안의 기관들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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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천안YMCA 청소년 동아리 연합회 활동보고

활동명 일시 및 장소 참석 활동내용

LT

(임원교육)

2/7(금)~8(토)

천안살림교회

임원 

20명

YMCA교육, 리더십 교육, 2018년 활동 목표설정, 

1학년 연합회 임원 인수인계 

입회식
3/30(토) 14:00

천안축구센터

회원

100명

YMCA 및 천안 청소년Y 소개, 동아리소개, 동아리 

모임, 세월호 추모식

천안Y

자체하령회

7/24(수)~26(금)

다라미자운영마을

회원

50명

동아리모임, 사람책, 레크리에이션, 농촌봉사활동 

등

수능 D-100

파티

8/17(일) 13:00

천안Y 강당

회원

17명

수능을 앞둔 선배들을 응원하기 위해 선물과 

간식을 준비하고 응원 영상을 제작하여 선물

체육대회
11/16(토)

천안중앙교회

회원 

50명
이름표 떼기, 축구, 피구, 농구 등

2020년 

연합회총회

1/12(일) 14:00

천안YMCA회관

전체

회원

2019년 활동보고, 회칙개정, 신임임원 선출 및 

소개

다. 한국YMCA 청소년 동아리 연합회 활동보고

활동명 일시 및 장소 참석자 활동내용

전국청소년

YMCA동령회

2/20(수)~22(금)

홍익대국제연수원

청소년Y 대표자 

200여명

YMCA 교육, 전국과제 교육, 2019년 

전국과제논의, 권역별 총회, 권역 임원 선출

서부권역Y

하령회

8/5(화)~9(목)

목포청소년수련원

서부권역 청소년Y 

회원 100명

상반기 지역별 전국과제 활동공유, 친교 와 

화합, 명사특강, 주체의식 확립활동 등

3) 성인 조직

모임명

(창립년도)
정기모임 목적 활동내역 인원

거꾸로

사는

엄마모임

(2005)

매월

2주, 4주 

수요일

다양한 체험과 책을 통해 문화적 소양을 

기르고, 어린이와 청소년문화를 이해하고 

보다 건강한 삶을 추구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독서토론, 기행, 

지역아동센터 

역사교육

총 

13명

품아씨

(2007)

매주

월요일

다양한 서적을 읽고 토론하며, 여행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켜 행복한 삶의 주체가 된다.

독서토론, 

여행지 방문

총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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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프로그램 ]

1. 청소년 프로그램

 1) 제8기 청소년마을학교 
  - 일시 : 2019년 7월 19일(금) ~ 9월 6일(금), 8주간
  - 장소 : 천안YMCA 및 협력기관 
  - 대상 : 14~19세 청소년
  - 프로그램 : 총 9강좌

구분 프로그램 대상 기  간 강  사

체험

학교

제과제빵 15명 7/25, 8/1, 1/8(목)
김진영

(쿡요리제과제빵학원 강사)

인성교육 10명 7/24, 7/31, 8/7(수)
권수인

(누구나성장학교 대표)

농구 8명 7/20, 7/27, 8/3(토) 이병희 (고려대 체육학과졸업)

목공 6명 8/10, 8/17(토)

박문균

(Treestory 천안시청목공동아리 회

장)

플로리스트 7명 
7/23, 7/30, 8/6, 8/13, 

8/20(화)

김래인

(꽃집, 새순 대표)

심화

학교

핸드메이드 13명
7/25, 8/1, 8/8, 8/22, 8/29, 

9/5(목)

엄수정

(또르뚜가 대표)

물길

마을학교
10명 

7/19, 7/20, 7/26, 7/27, 

8/2(금, 토)

박혜진

(前천안아산환경연합 간사)

바리스타 5명
7/22, 7/24, 7/29, 7/31, 

8/5, 8/7, 8/12, 8/14(월,수)

이상협

(커피볶는집‘소담’대표)

코딩 10명
7/19, 7/26, 8/2, 8/9, 8/16, 

8/23, 8/30, 9/6(금)

송길룡

(연대 언어정보학과 박사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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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소년문화축제 
  - 일시 : 2019년 8월 31일(토)
  - 장소 : 천안YMCA
  - 대상 : 14~19세 청소년 
  - 내용 : 청소년마을학교 프로그램 중 바리스타, 인성교육, 핸드메이드 등 부스운영 및 활

동사진, 작품전시

 3) 제9기 청소년마을학교 
  - 일시 : 2020년 1월 9일(목) ~ 2월 1일(토), 4주간 
  - 장소 : 천안YMCA 및 협력기관 
  - 대상 : 13~19세 청소년
  - 프로그램 : 총 4강좌

프로그램 대상 기간 강사

제과제빵 16명 1/9, 1/16, 1/30(목) 김선영 (쿡요리제과제빵학원 원장)

플로리스트 5명 1/15, 1/22, 1/29(수) 김래인 (꽃집, 새순 대표)

코딩 14명 1/14, 1/21, 1/28(화) 송길룡 (연대 언어정보학과 박사 수료)

농구  4명 1/11,1/18, 2/1(토) 이병희 (고려대 체육학과  졸업)

 4) 청소년마을여행1 - 청소년, 역사를 걷다! <교육지원청 지원사업>

프로그램명 대상 일시 장소

1차 원도심 시간여행
중학생

35명

5/11(토)

오전 9:00~16:00

천안 중앙시장, 남산공원, 

미나릿길 벽화마을 

2차
고려시대 천안의 

여행문화

중학생

35명

6/15(토)

오전 9:00~16:00
봉선홍경사갈기비, 성환이화시장

3차 원도심 시간여행
중학생

35명

9/21(토)

오전 09:00~16:00

천안 중앙시장, 남산공원, 

미나릿길 벽화마을 

4차
고려시대 천안의 

여행문화

중학생

32명

10/19(토)

오전 09:00~16:00
봉선홍경사갈기비, 성환이화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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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일정)

시간 내용 비고 

~09:00 등록 및 접수

09:00~10:00 오리엔테이션 및 사전교육 사전설명, 안전교육, 자원봉사교육 등

10:00~12:00 오전 문화유적지 탐방 주변정화, 모니터링 활동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오후 문화유적지 탐방 주변정화, 모니터링 활동

15:00~16:00 모니터링 결과 및 조별과제 발표 발표 및 시상

16:00~ 귀가 봉사활동확인서 발급

 2) 청소년마을여행2 - 청소년, 역사를 걷다! <문화재청 지원사업>

프로그램명 대상 일시 장소

1차
장명마을의 별, 

홍대용

중학생

30명

4/6(토)

9:00~16:00

천안YMCA, 홍대용 과학관, 홍대용 

생가지, 장명마을

2차
장명마을의 별, 

홍대용

중학생

30명

4/20(토)

9:00~16:00

천안YMCA, 홍대용 과학관, 

 홍대용 생가지, 장명마을

3차
장명마을의 별, 

홍대용 [다문화편]

다문화 

4가정

5/4(토)

09:00~16:00

천안YMCA, 홍대용 과학관, 

 홍대용 생가지, 장명마을

4차
동학농민혁명 

세성산의 깃발과 함성

중학생

30명

5/18(토)

09:00~16:00

천안YMCA, 세성산, 공달촌 마을, 

보호수, 동학농민운동 위령탑

5차
아우내 만세운동의 

횃불

중학생

30명

9/7(토)

09:00~16:00

천안YMCA, 

유관순 기념관 및 생가지

6차
아우내 만세운동의 

횃불 [장애인편]

장애인 

4가정

9/28(토)

09:00~16:00

천안YMCA, 

유관순 기념관 및 생가지

7차
순교지에서 피어난 

꽃 성거산 교우촌 터

중학생

30명

10/12(토)

09:00~16:00

천안YMCA, 성거산 천주교 성지

(제1줄무덤, 2줄무덤, 성모광장, 성거산교우촌터)

8차
순교지에서 피어난 

꽃 성거산 교우촌 터

중학생

30명

10/26(토)

09:00~16:00

천안YMCA, 성거산 천주교 성지

(제1줄무덤, 2줄무덤, 성모광장, 성거산교우촌터)



- 9 -

  ① 제1차 - 장명마을의 별, 홍대용(1)(2)(3)
   - 주 제 : 장명마을의 별, 홍대용
   - 일 시 : 4월 6일(토), 4월 20일(토), 5월 4일(토) 오전 9:00-16:00
   - 장 소 : 홍대용 과학관 및 생가지
   - 대 상 : 중학생 약 60명 / 다문화 4가정 / 대학생 10명
   - 세 부 일 정

시  간 주  제 내  용 장  소

~09:00 등록 및 접수  출석체크, 명찰, 워크북, 답사용품 배포

천안YMCA 

1층 강당

09:00

~10:00

오리엔테이션

및 사전 교육

 1. 아이스 브레이킹 (게임, 조구성, 조장 

    선정)

 2. 강사 및 지도자 소개

 3. 안전교육, 자원봉사, 성교육

10:00

~10:30
교육

 역사적 배경 바로 알고 가기 

 1. 조선의 과학자 홍대용은 누구인가?

 2. 오늘의 만나볼 문화재와 장명마을 소개

10:30

~11:00
탐방지로 이동  버스로 이동

11:00

~11:30
홍대용 선생은?  홍대용 과학관 탐방

홍대용 

과학관

11:30

~12:30
점심식사  점심식사

홍대용 

과학관

12:30

~14:30
장명마을 탐방

 홍대용이 살았던 장명마을 탐방

 - 석불입상(O,X퀴즈), 수신멜론 맛보기,

   홍대용 생가지(홍대용 생가지 복원미션),

 - 주변정화 및 문화재 모니터링 활동

 - 홍대용 후손분의 이야기 들어보기

장명마을

14:30

~15:00
회관으로 이동 

15:00

~16:00
마무리

 1. 문화재 모니터링 전체 나눔활동

 2. 만족도 조사지 작성

 3. 팀 시상 및 조별 MVP 시상

천안YMCA

1층 강당

   16:00~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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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 2차 - 동학농민혁명, 세성산의 깃발과 함성(1)
   - 주 제 : 동학농민혁명, 세성산의 깃발과 함성
   - 일 시 : 5월 18일(토) 오전 9:00-16:00
   - 장 소 : 세성산, 공달촌 마을, 보호수, 동학농민운동 위령탑
   - 대 상 : 중학생 약 30명 / 대학생 약 10명
   - 세 부 일 정

시  간 주  제 내  용 장  소

~09:00 등록 및 접수  출석체크, 명찰, 워크북, 답사용품 배포

천안 YMCA

1층 강당

09:00

~10:00

오리엔테이션

및 사전 교육

 1. 아이스브레이킹 (조구성, 조장 선정)

 2. 강사 및 지도자 소개

 3. 안전교육, 자원봉사, 성교육

10:00

~10:30
교육

 역사적 배경 바로 알고 가기

 -동학농민운동 세성산 전투

10::30

~11:00
탐방지로 이동  버스로 이동

11:00

~12:00
 점심식사 마을회관

13:00

~14:30

세성산 전투의 

현장

 세성산 전투의 현장 - 공달촌 마을 미션(전쟁바 

간식 만들기, 마을보물 찾기) - 세성산 

등반(정상에서 사발통문 깃발 흔들기, 장군바위 

주변지형 학습) - 위령탑(창의문 낭독) 집결지 : 

마을회관/  4팀이 뽑은 순서대로 나뉘어 당시 

동학농민혁명 운동을 재현하며 마을과 위령탑, 

세성산 정상에서의 미션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공달촌 마을,

위령탑,

세성산 정상

14:30

~15:00
회관으로 이동 

15:00

~16:00
마무리

 문화재 모니터링 전체 나눔활동/ 만족도 조사지 

작성/ 팀 및 조별 MVP 시상

천안 YMCA

1층 강당

16:00~ 귀가

  ③ 제 3차 - 아우내 만세운동의 횃불(1)(2)
   - 주 제 : 아우내 만세운동의 횃불
   - 일 시 : 9월 7일(토), 9월 28일(토) 오전 9:00-16:00
   - 장 소 : 유관순 기념관 및 생가지 
   - 대 상 : 중학생 약 60명 / 대학생 약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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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부 일 정

시  간 주  제 내  용 장  소

~09:00 등록 및 접수  출석체크, 명찰, 워크북, 답사용품 배포

천안 YMCA

1층 강당

09:00

~10:00

오리엔테이션

및 사전 교육

 아이스브레이킹 (조구성, 조장 선정)/ 강사 및 

지도자 소개/ 안전교육, 자원봉사, 성교육

10:00

~10:30
교육

 역사적 배경 바로 알고 가기/ 3.1 운동 그 날의 

영상관람/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10::30

~11:00
탐방지로 이동  버스로 이동

11:00

~12:20

유관순 열사를 

따라

매봉교회 목사님의 유관순 이야기 듣기/ 생가지에서 

산길로 넘어와 초횬묘와 봉화탑 탐방/ 봉화탑에서 

3.1 만세운동의 횃불 현장 재현

마을회관

12:30

~13:30
점심식사  점심식사

공달촌 마을, 위령탑, 

세성산 정상

13:00

~14:30

3.1 운동의

현장을 따라

순국자 추모각, 유관순 추모각(3.1운동에 참여해 

목숨을 잃었던 수많은 분들을 기억하기)/ 소녀의 

기도 써보기(당시 유관순 열사를 생각하며)

14:30

~15:00
회관으로 이동  

천안 YMCA

1층 강당

15:00

~16:00
마무리

문화재 모니터링 전체 나눔활동/ 만족도 조사지 

작성/ 팀 및 조별 MVP 시상

16:00~ 귀가

  „ 제 4차 - 순교지에서 피어난 꽃, 성거산 교우촌터(1)(2)
    - 주 제 : 순교지에서 피어난 꽃, 성거산 교우촌터
    - 일 시 : 10월 12일(토), 10월 26일(토) 오전 9:00-16:00
    - 장 소 : 성거산 천주교 성지, 교우촌터
    - 대 상 : 중학생 약 60명 / 대학생 약 10명
    - 세 부 일 정

시  간 주  제 내  용 장  소

~09:00 등록 및 접수  출석체크, 명찰, 워크북, 탐방용품 배포
천안 YMCA

1층 강당09:00~10:00
오리엔테이션

및 사전교육

 아이스브레이킹 (조구성, 조장 선정)/ 

자원봉사, 안전, 성교육/ 강사 및 지도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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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 및 시민강좌

 1) 월요시네마 영화로 보는 세계의 독립이야기
  - 일시 : 2019년 4월 22일(월) ~ 5월 20일(월) 오후 7시
  - 장소 : 천안YMCA 2층 강당
  - 참석 : 13명
  - 강사 : 송길룡(영화칼럼니스트)

일시 제목

4/22  <적과백> (미클로시 안초, 1967, 90분)

4/29  <리버레이터 : 자유를 위해> (알베르토 아베로, 2013, 118분)  

5/13  <알제리 전투> (질로 폰테코르보, 1966, 120분)

5/20  <개벽> (임권택, 1991, 146분)

 2) 비폭력 대화
  - 일시 : 2019년 4월 24일(수) ~ 5월 29일(수) 오전 10시
  - 장소 및 인원 : 천안YMCA 1층 강당 / 17명
  - 강사 : 양승례(비폭력대화 강사)

10:00~10:40 탐방지로 이동 버스

11:40~12:30 유적지 탐방
 제1줄무덤(순교자들의 무덤)에서 묵념/ 

순례자의 길(침묵의 구간) 따라걷기

성거산

천주교 성지

12:30~13:30 점심식사  점심식사

13:30~13:50 마을 소개  신부님의 천주교성지에 대한 소개 

소학촌 마을
13:50~14:50 유적지 탐방

 성거산 교우촌터로 이동/ 당시 서양문물 알아보기/ 

평등게임(남-여 성별, 양반-농민 신분)

14:50~15:20 회관으로 이동  버스

15:20~16:00 마무리

 1. 문화재 모니터링 전체 나눔활동

 2. 만족도 조사지 작성

 3. 팀 시상 및 조별 MVP 시상

천안 YMCA

1층 강당

   16:00~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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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 : 비폭력대화를 기반으로 한 공감대화 

일시 제목

4/24 비폭력대화 소개

5/1 관찰 평가와 구별하기

5/8 몸과 마음의 느낌

5/15 우리 삶의 필요, 욕구

5/22 공감에 대하여

3. 연대활동

 1) 한국YMCA전국연맹

 2) 충청지역YMCA협의회

 3) 청소년YMCA 실무협의회

4. 홍보-천안YMCA 소식지

발행일 페이지 부수

1호 2019. 5 8면 700부

2호 2019. 10 8면 700부

5. 깨비지역아동센터

 성정동에 위치한 깨비지역아동센터는 2008년 7월 개소하여 인근의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
에게 보호와 교육, 문화, 지역 연계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몸과 맘이 
건강하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할 줄 알며,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강점을 발견하여 개발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길러 사회에서 자신의 몫을 다하는 민주시민의 기초를 세워가도록 돕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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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동현황(2019년 12월 기준)

학년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총계

인원 2명 4명 4명 9명 3명 1명 23명   

 2) 프로그램
 < 학기중 : 13:00~19:00 >

학기중 월 화 수 목 금 토

13:00~15:00 자유놀이시간

월1회 

문화체험

및

영어,

과학멘토

15:00~15:30 간식시간

15:30~16:00 “스스로 학습‘ 학교숙제지도 및 학습지도

16:00~17:00 연극
흙이랑놀자/교

육
독서 체육놀이 미술심리

17:00~18:00 저녁식사 후 양치하기/ 자유놀이시간

18:00 ~19:00 종례(안전,위생 및 공지사항전달)/ 1:1 학습멘토 활동 (해당아동)

 

  * 일정은 센터 내부 사정 및 연중 외부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변동
 
 < 방학중 : 09:30~18:00 >

방학중 월 화 수 목 금

09:30~11:00 등원 및 자유활동

깨비활동

및

외부활동

11:00~12:00 일기쓰기/사자성어/수학공식알기

12:00~13:00 점심식사 및 휴식 (자유놀이)

13:00~14:00 독서시간

14:00~15:00 EBS방학생활 시청

15:00~15:30 스스로 학습

15:30~16:00 간식 및 휴식시간

16:00~17:00 연극 흙이랑 놀자 교육 영어 스포츠

17:00~17:30 종례 (안전,위생 및 공지사항전달)

17:30~18:00 귀가지도

   *일정은 센터 내부 사정 및 연중 외부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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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특별활동

활동명 일시 및 장소 참석자 활동내용

가자!롯데월드
2019.01.07(월)

롯데월드
28명 

롯데복지재단의 후원으로 모둠별 놀이공원 

기구이용과 퍼래이드관람

영화관람
2019.08.28(토)

천안터미널 CGV
25명

대한민국독립100주년을 맞이해 아동들과 조국의 

독립을 기리며 영화관람

놀이동산
2019.06.15(토)

상록리조트
21명

아동의 욕구 중 놀이동산에 대한 의견을 수렴, 

놀이기구와 짧은 구간 산책로 탐방

경찰직업체험
2019.08.05(월)

쌍용경찰서
20명

경찰서의 초대로 아동들이 경찰직업체험과 뺏지등 

만들기 체험

환경캠프
2019.08.07(수)

아산그랜드호텔
15명

삼성SDI에서 주관하는  지구를 보호하는 캠프에 

참여

알프스캠프
2019.08.13.(화)~1

4(수)
25명

청양에 알프스마을 조롱박축제에 캠프로 

다녀옴(조롱박 만들기, 물놀이외)

보안체험
2019.08.22(목)

임진각
12명

천안보훈협회에서 주관 임진각을 방문함으로 

분단국가의 현실과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을 기원

물놀이
2019.08.24(토)

오션월드
24명

여름의 뜨거운날을 물놀이로 식히고 시설을 

이용하며 즐거운 경험을 함

가족나들이
2019.09.21(토)

화담숲
36명

아동과 보호자의 나들이로 인공숲을 걸으며 

가족간 소통 할 수 있는 나들이

자연체험
2019.11.16(토)

숲들내글램핑장
21명

폐교된 글램핑장에서 짚라인타기, 압화손수건, 

다육이심기와 바비큐 구워먹기

겨울캠프
2016.12.26~27

영인산자연휴양림
23명

영인산자연휴양림에서 레크레이션과 

치킨과라면파티를 즐김

 4) 연대활동

 - 아동건강네트워크 ( 회의참석)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실무자 역량을 강화하여 아동의 건강 
불평등을 해소 (방학프로그램 마음놀이터 여름: 원예,컬러테라피 , 겨울: 놀이,요리)

- 서북구사례회의네트워크 (회의참석)
서북구 초등학교 교육복지사 및 지역아동센터 실무자들이 모여 다양한 사례공유 및 슈퍼
비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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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감사 및 결산보고 ]

1. 감사보고서

  ◾ 일시 : 2020년 2월 12일(수) 오후 4시
  ◾ 장소 : 천안YMCA 회관 1층 

천안YMCA총회에서 위촉된 본 감사는 천안YMCA의 재정회계 및 업무처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의견과 함께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아         래  -

1. 천안YMCA 2019년 회계연도의 재정집행상황을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살펴본 결과, 회
계처리규정에 의해서 적정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2. 2019년도에 회원감소에 따른 운용수입이 소폭 줄어들어 재정자립성이 다소 약화되었습니
다. 2020년도에는 회원교류를 통해 새로운 회원발굴에 더욱 노력해야겠습니다.

3. 충청남도 또는 천안시 보조사업 등을 새롭게 발굴하여 천안YMCA에 대해 알리고 형성된 
인적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길 바랍니다.

4. 2019년도 회원회비 감소로 재정 자립도 및 건전성이 약화 되어 관리인력 강화 및 중·장
기 모금 전략 개발 등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5. 외부기관과 함께하는 ‘청소년마을여행’이 천안YMCA의 교육역량 강화 및 지역기관 네트
워크 확장 등의 성과를 올리며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6. 천안YMCA의 대표 프로그램인 ‘청소년마을학교’ 연속성을 가지고 내실을 다지는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7. 천안YMCA와 기존회원의 연계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회원교류행사 등을 통한 소
통과 공감을 높이고 회원 자부심을 높이도록 권유 드립니다.

           
                                                감 사  이 정 만     
                                     
                                                감 사  황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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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안YMCA 2019년 결산보고

단위 : 원
계정과목 수 입 지 출

2019년 예산 2019년 결산 증감 2019년 예산 2019년 결산 증감
회비

회비 회원회비 93,000,000 85,611,160 92% 1,500,000 1,680,910 112%
회비 후원금 13,000,000 3,112,200 24% - 

회비 총계 106,000,000 88,723,360 84% 1,500,000 1,680,910 112%

사업비

청소년사업

청소년Y 7,500,000 4,362,000 58% 6,500,000     6,279,580 97%
마을여행 68,350,000 85,947,473 126% 66,500,000    68,396,388 103%
마을학교 9,000,000 9,929,959 110% 8,000,000 7,224,970 90%
프로그램 2,000,000 - 0% 1,000,000 - 0%

소계 86,850,000 100,239,432 　 82,000,000 81,900,938 100%

회원및시민사업

회원사업 0 150,000 　 5,500,000 2,401,860 44%
시민사업 5,000,000 1,356,016 　 3,000,000 1,259,332 42%

지역아동센터 - 　 3,500,000 500,000 14%
연대활동 　 - 　 2,000,000 1,269,700 63%
지도력계발 　 - 　 1,500,000 1,125,400 75%

소계 5,000,000 1,506,016 30% 15,500,000 6,556,292 42%
사업비 총계 91,850,000 101,745,448 111% 97,500,000 88,457,230 91%

사무비

인건비
급여 　 　 74,000,000 80,555,993 109%

퇴직급여 　 　 1,500,000 13,904,519 927%
사회보장보험 　 　 5,500,000 6,729,250 122%
직원복지비 　 　 1,500,000 889,800 59%

소계 　 82,500,000 102,079,562 124%

운영비

사무비/수수료 　 1,500,000 633,000 42%
공공요금 　 7,000,000 7,294,840 104%

제세공과금 　 4,000,000 4,801,880 120%
차량유지비 　 1,500,000 1,007,070 67%
여비교통비 　 500,000 15,400 3%
기타운영비 　 1,000,000 272,640 27%
시설관리비 　 1,000,000 117,000 12%

소계 　 16,500,000 14,141,830 86%
사무비총계 　 99,000,000 116,221,392 117%

자
산
관
리
비

재산조성비 집기비품비 1,500,000 0%
사업외수입 임대료등 13000000 15,675,602 121%

국고보조금 7,000,000 6,162,710 88%
상환금 원금상환금 7,000,000 2,500,500 36%

이자지급금 13,200,000 13,793,946 104%
차입금 차입금 　 17,000,000 　 　
예비비 예비비 　 　

자산관리총계 20,000,000 38,838,312 194% 21,700,000 16,294,446 75%
이월금 이월금 전기이월금 2,103,380 2,103,380 100%

차기이월금 　 253,380 8,756,522 3456%
합계 219,953,380 231,410,500 105% 219,953,380 231,410,500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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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 2020년 사업 및 예산(안)� ]

  천안YMCA는 지역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1990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1993년 3
월 정식 창립하였다. 초기 20여 년 동안 다양한 시민사회운동을 전개해 가면서 필요한 영역
의 운동과제를 만들고 지도력들을 키우고 성장시키는 역할을 했었다. 지난 5여 년 동안은 청
(소)년 기독교 회원 운동단체로써의 YMCA의 정체성과 비전을 재확인하고, 새롭게 천안
YMCA가 활동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올 해는 YMCA의 정체성
을 잘 지켜나가면서 다양하고 필요한 활동과 사업을 통해 천안YMCA 활동기반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한 해가 되도록 한다.

■ 목표 : YMCA 정체성 구축과 활동의 내실화 및 확장

■ 추진방향  
 - 회원운동체로서의 자리매김과 내부 지도력 계발
 - 청소년 운동단체로서의 위상 정립
 - 기독교단체 및 사회운동단체로서의 정체성 확립 및 활동과제 모색

1. 사업계획

 1) 회원운동체로서의 자리매김과 내부 지도력 개발

  (1) 이사회
    - 월별 이사회, 이사회 워크샵

  (2) 청소년, 대학생, 청년 동아리 활동의 내실화 및 확대
    - 기존 청소년 동아리 및 연합회 활동의 내실화
    - 대학 및 청소년YMCA 졸업생 출신의 청년동아리 모색
    - YMCA 성인 동아리 확대 및 정체성 확립

  (3) 제반 사업 수행을 위한 기반 구축
    - 신규회원 및 후원자 개발 및 관리
    -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강좌 기획
    - YMCA활동의 홍보 (홈페이지, 소식지, SNS)  
    - 실무자 스터디 등 지도력 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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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소년 운동단체로서의 위상 정립

  (1) 지역 청소년에게 필요한 활동과제의 모색 및 실행
    - 청소년마을학교의 탄력적 운영
    - 청소년마을여행의 내실화 및 확대

  (2) 청소년 활동 지도력 계발 및 네트워크 구축  
    - 청소년 활동가 및 전문, 자원 지도력 발굴 및 연계

  (3) 건강한 청소년문화 형성을 위한 활동  
    - 길거리농구대회, 청소년축제 등

3) 기독교단체 및 사회운동단체로서의 정체성 확립 및 활동과제 모색

  (1) 전국YMCA와의 연대 및 참여를 통해 기독교 운동 이념의 공유와 지역적 과제 모색  

  (2) 지역교회와의 만남 및 연계, 대화 모색

  (3) 정기적 교육 및 강좌를 통한 기독교 역사와 운동에 대한 이해 및 시대적 과제 모색 
    - 성서강좌 등

  (4) 시민들과의 접촉점 확대 
    - 다양한 시민문화 강좌 및 모임 참여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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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안YMCA 2020년 예산(안)

단위 : 원
계정과목

수 입 지 출 

 2020년   2020년  

회비
회비

회원회비 78,000,000 1,500,000

후원금 2,700,000 -

회비 총계 80,700,000        1,500,000 

사업 및

프로그램

청소년 및

청년사업

청소년Y 2,500,000 3,500,000

마을여행 107,500,000 107,500,000

마을학교 700,000 1,000,000

청년사업 3,000,000 3,000,000

소계 113,700,000     115,000,000 

회원 및

시민사업

회원사업 - 1,000,000

시민사업 3,000,000 3,000,000

연대활동 500,000 1,500,000

지도력계발 - 800,000

소계 3,500,000        6,300,000 

사업비 총계 117,200,000     121,300,000 

사무

운영비

인건비

급 여 - 52,600,000

퇴직급여 - 16,152,430

사회보장보험 - 6,487,500

직원복지비 - 1,000,000

소계 -       76,239,930 

운영비

사무비/수수료 - 600,000

공공요금 - 7,000,000

제세공과금 - 4,000,000

차량유지비 - 1,000,000

출장비 - 1,500,000

시설관리비 - 2,000,000

소계 -       16,100,000 

사무비 총계 -       92,339,930 

자산관리

　

재산조성

비
집기비품비 - 2,000,000

사업외수

입

임대료등 22,900,000 -

국고보조금 1,320,000 -

상환금
원금상환금 - -

이자지급금 -       13,680,000 

차입금 차입금 - -

자산관리 총계 24,220,000       15,680,000 

이월금 이월금
전기이월금 8,756,522 -

차기이월금 -            56,592 

합계 230,876,522 230,87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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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이사/감사 선출(안)� ]

구 분 이 름 성 별 소 속 비 고

이사(3년)

유환성 남 북일여자고등학교 교사 연임

복미정 여 천안아이쿱생협 이사 연임

이동초 남 천안오페라단 단장 연임

송길룡 남
천안역사문화연구회 연구실장

본회 청소년사업 및 시민사업 강사
신임

감사(2년) 이정만 남 단국대학교 링크플러스사업단 교수 연임

[ 헌장 관련 조항 ]

제4장 총회

제15조 (감사) 본회에 2인의 감사를 둔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매년 총회에서 1인씩 개선하되 중

임할 수 있다.

제5장 이사회

제18조 (이사의 선거) 이사의 선거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이사 후보자 전형위원회가 공천한 이사후보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결정한다. 총회원이 아니라도 전체이사의 5분의 1에 한하여 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 

이사후보자 전형위원회는 전년도 총회에서 선임한 위원 3인과 이사회에서 호선한 위원 3인으로 조직

한다. 

이사의 궐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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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 2021년 정기총회 전형위원 선출(안)� ]

천안YMCA 헌장 제18조에 의거 이사/감사 후보자 전형위원회는 전년도 총회에서 선임한 위
원 3인과 이사회에서 호선한 위원 3인으로 조직하도록 되어있으나 금번(2020년 제28차) 총
회가 온라인 서면총회로 개최되는 만큼 총회에서 선임하는 이사 3인 역시 이사회에 위임하
는 방안에 대한 승인을 요청 드립니다.
위 내용은 총회준비 이사회의 논의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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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함께하는 사람들 ]

회원 
강계숙  강미희  강상희  강숙연  강승혁  강승희  강종규  경효진  고경호  고미영  
고우성  고응남  고재길  곽영욱  구본영  구혜정  권  혁  권미화  권민영  권성필  
권순미  권용호  권은정  권진숙  김경남  김경민  김경숙  김관태  김규표  김근하  
김금숙  김기성  김기연  김기호  김대호  김대희  김덕민  김동선  김동주  김동준  
김동진  김라헬  김맹순  김명심  김문기  김미순  김미연  김미정  김미희  김민정  
김바올  김병준  김상수  김상주  김석호  김선교  김선영  김선이  김선주  김성주  
김성훈  김소현  김수희  김숙희  김승옥  김시래  김신숙  김신옥  김애란  김양원  
김여진  김연수  김영목  김영민  김영숙  김영옥  김영웅  김영자  김영춘  김옥환  
김용진  김우수  김은영  김은주  김응일  김응희  김일영  김재숙  김재현  김정선  
김정아  김정아2 김정운  김종수  김종욱  김종하  김지윤  김지현  김지훈  김진영  
김진영2 김창수  김태응  김학순  김한기  김해영  김현경  김현숙  김희정  남의남  
남준현  남효숙  노선철  노숙영  류정곤  맹영희  문영옥  민경호  민병광  민병헌  
박누리  박동희  박명애  박민근  박민화  박상현  박석건  박석순  박성준  박성호  
박소산  박소영  박수현  박승빈  박영희  박용식  박윤억  박윤정  박으뜸  박은미  
박인근  박종성  박진용  박찬무  박찬영  박현석  박현석2 박현숙  박형준  박혜진  
박희봉  방은영  배경수  배우섭  배정희  백옥희  백해은  변선옥  복미정  서명원  
서미정  서예경  서정만  서행민  서현진  선미옥  성덕경  성중원  소삼영  손기정  
손영주  손용진  손희매  송길룡  송영선  송홍구  신규철  신남준  신미혜  신성수  
신성철  신수정  신영순  신태자  심명석  심상운  심선옥  심선희  심재복  안상희  
안종숙  양경모  양기모  양미정  양민화  양병찬  양승례  양윤정  오귀복  오동진  
우다정  우현주  원유석  원창수  유  용  유경숙  유삼형  유승진  유요상  유인숙  
유재순  유종은  유진수  유진희  유창순  유혜정  유환성  유황규  윤경희  윤미경  
윤미란  윤석원  윤선희  윤영환  윤재원  윤정환  윤종환  윤주명  윤평호  윤현철  
윤혜경  윤혜란  윤호섭  윤호중  은혜경  이  슬  이경란  이경희  이교철  이귀식  
이근호  이난영  이동초  이득선  이득우  이명도  이명재  이명화  이문호  이미혜  
이병우  이병희  이상래  이상순  이상순2 이상원  이상인  이상협  이샛별  이선영  
이선영2 이성덕  이수연  이숙이  이애자  이연경  이연화  이영동  이영숙  이영애  
이영우  이영인  이원근  이원영  이원일  이유미  이윤기  이윤이  이윤익  이윤정  
이윤정2 이은옥  이재근  이정남  이정로  이정만  이정숙  이종헌  이준희  이지웅  
이지향  이천용  이학노  이한근  이현미  이현식  이현우  이혜연  이호섭  이홍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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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섭  인미영  임가혜  임대균  임수진  임수진2 임오순  임윤경  임은경  임재신  
임정아  장경순  장경환  장동일  장미자  장예송  장은선  장인영  장재순  장춘근  
장한빛  장혜진  전경아  전나영  전소희  전일유  전종한  정강옥  정경록  정단비  
정대운  정대회  정만섭  정문자  정민숙  정민옥  정선용  정성욱  정양호  정옥점  
정윤숙  정재덕  정주련  정지숙  정철호  정학기  정현인  정혜빈  조경순  조경애  
조대진  조대철  조대호  조명림  조미옥  조원창  조중기  조현석  조현재  주종한  
진경아  진성범  차기일  차상원  채은주  최경영  최문환  최성수  최시내  최애숙  
최영미  최영순  최영희  최예진  최용인  최윤순  최재석  최한별  최형묵  하종률  
한기범  한달해  한미현  한상성  한서희  한승오  한유리  한은영  한인숙  한정호  
한지선  한철규  한태선  허경아  허은설  허정만  홍경의  홍문숙  홍윤표  홍은주  
홍인의  홍재현  황숙자  황신영  황인성  황임란  황재성  황해상

단체회원
(주)갤러리아투어  (주)금강엔지니어링  (주)서강에스엘피어학원  ㈜코리이앤엘  
(주)한성티앤아이  (주)화이버옵틱코리아  몬스타미디어  부흥교회  아이디미술학원  
조아건설  천안살림교회  천안성결교회  파리바게뜨성성레이크타운  포메인청주지웰시티점  
하늘중앙교회

이사
유환성(이사장), 정재덕(부이사장), 복미정(재무이사), 이동초(기록이사), 
고병효, 김선영, 김옥환, 박성호, 배우섭, 이병희, 이수연, 정선용, 최문환

감사
이정만, 황명인

청소년YMCA

▶ 연합회임원
박민주(회장,월봉고2), 장영환(부회장,중앙고2), 최예빈(총무,월봉고2), 김민(서기,중앙고2) 

▶ 한맛비
박상현(기장,중앙고2), 이지효(부기장, 북일여고), 권도현(서기,총무,중앙고2), 정우현(연락부장,
중앙고2), 박주찬(중앙고2), 배병욱(중앙고2), 박상흠(중앙고1)(총 7명)

▶ 리서치
이승재(기장,중앙고2), 서은율(부기장,천안여고2), 이채연(총무,중앙고2), 조하은(서기,복자여고
2), 송민영(연락부장,천안여고2), 김준규(중앙고2), 문재정(중앙고2), 유장석(중앙고2), 이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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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고2), 최수나(복자여고2), 최효정(복자여고2), 한수민(복자여고2), 이해인(천안여고2), 이
지언(천안여고2), 신소연(천안여고2), 신서영(천안여고2), 박시은(천안여고2), 김가영(천안여고
2), 심경열(중앙고1), 김신후(중앙고1), 유혁준(중앙고1), 윤권영(중앙고1), 조경은(중앙고1), 허
진원(중앙고1), 타마요(복자여고1), 남서은(복자여고1), 김연지(천안여고1), 한다현(천안여고1), 
이민지(천안여고1), 홍승희(천안여고1), 김시연(천안여고1), 김다연(천안여고1), (총 32명)

▶ 개봉박두
장영환(기장,중앙고2), 김민(부기장,중앙고2), 허장(서기,중앙고2), 민지선(연락부장,천안여고), 
오민규(중앙고2), 조한철(중앙고2), 박상현(중앙고2), 배병욱(중앙고2), 송민석(중앙고2), 정주
영(중앙고2), 김진석(중앙고1), 박시환(중앙고1), 서정민(중앙고1), 이상권(중앙고1), 장명환(중
앙고1), 온서연(월봉고1), 이소민(월봉고1), 이지민(월봉고1) (총18명)

▶ 스포트라이트
박민주(기장,중앙고2), 최예빈(부기장,월봉고2), 김광석(중앙고2), 김현일(중앙고2), 유영재(중
앙고2), 유은수(중앙고2), 임준호(중앙고2), 김송훈(월봉고2), 김준식(월봉고2), 박소정(월봉고
2), 송민권(월봉고2), 신재희(월봉고2), 이범석(월봉고2), 이승민(월봉고2), 이주희(월봉고2), 장
우진(월봉고2), 최재혁(월봉고2), 김민섭(중앙고1), 문현웅(중앙고1), 양석재(중앙고1), 김경아
(월봉고1), 강하은(월봉고1), 온서연(월봉고1) (총24명)

거꾸로 사는 엄마모임
전소희(회장), 유인숙(총무), 최인미, 최영순, 한은영, 박진현, 복미정, 김연수, 이상미, 송영
선, 조명림, 최영순, 원형숙

품아씨
김미연(회장), 손영주(총무), 윤선희, 권민영, 남지영, 장인영, 장재순, 신영주, 김경아

청소년마을여행 청년활동가 1기
▶ 강사 : 송길룡
▶ 멘토팀 : 강모현(남, 국제대학교), 고예희(여, 백석문화대학교), 김경열(남, 나사렛대학교), 
김예지(여, 단국대학교), 김태림(여, 단국대학교), 노현호(남, 나사렛대학교), 박진홍(남, 한국
영상대학교), 방현지(여, 상명대학교), 서주연(여, 상명대학교), 송명섭(세한대학교), 신나영(여, 
나사렛대학교), 안다영(여, 단국대학교), 윤승민(남, 공주대학교), 이고은(여, 백석대학교), 이
동경(남, 호서대학교), 이세나(여, 나사렛대학교), 이수현(여, 단국대학교), 이주영(여, 경북보
건대학교), 이하경(여, 단국대학교), 장유림(여, 나사렛대학교), 정준호(남, 호서대학교), 조은
정(여, 상명대학교), 지유미(여, 국제대학교), 최지우(여, 단국대학교), 추민정(여, 순천향대학
교), 황혜정(여, 호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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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비지역아동센터

▶ 깨비운영위원 : 김재민, 김선영, 정영자, 서승춘, 윤희정, 정옥점, 우영란

▶ 후원자 : 배종희, 김동현, 김가영, 정옥점, 삼성 디지털솔루션, 김기중, 김재민, 이소정, 백
인성, 민한기

▶ 물품후원 : 이성당, 푸드뱅크   

▶ 자원봉사자
  가) 1:1 학습 멘토 : 김유진
  나) 단체 자원봉사 : 설화고, 불당중 과학동아리 (1:1 과학 학습 멘토)
                     천안여고 영어동아리 (1:1 영어 학습 멘토)

▶ 프로그램강사
김재민(토장도예), 차유림(연극), 이지희(체육), 유종순(미술심리), 김정실(영어/아동복지교사), 
김호선(독서/아동복지교사)

▶ 실무자 
정옥점(시설장), 우영란(생활복지사), 김호선, 김정실(아동복지교사), 한진화(급식), 김관호(사회
복무요원)

사무국
박진용(사무총장), 정단비(간사), 임대균(간사)

▶ 인턴
프로그램 : 청소년마을학교
박성지(여,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단국대 산학협력단 LINC사업 지원)  

▶ 사무국 실습 
추민정 (여, 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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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안 기 독 교 청 년 회 헌 장

제1장  총   칙

제  1 조  본회는 천안기독교청년회라 부른다.

제  2 조  본회의 사무소는 천안시에 둔다.

제  3 조  본회는 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에 가맹한다.

제  4 조  본회의 자산은 사단법인 천안기독청년회가 이를 관리한다.

제2장  목적과 사업

제  5 조  본회는 회원들이 예수그리스도를 본받아 신앙과 생활에서 완숙한 인간이 되며 건
전한 시민이 되게 하고, 나아가 회원들의 단체적 노력과 활동으로써 사회문제에 
대응하며 향리, 지역사회, 국가 및 세계에서 평화와 균형된 번영을 이룩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6 조  본회는 교파, 정당, 신앙, 인종에 구애없이 종교, 사회, 체육, 문예, 교육, 농촌, 
청소년, 유아, 복지, 관광 기타 필요한 사업을 계획 추진한다.

제3장  회원과 회비

제  7 조   제 5조의 목적에 찬동 서약하는 자는 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8 조  본 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양식에 의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해야한다. 회비의 구분과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9 조  본 회는 본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를 이사회의 결의로써 명예회원에 추대할 수 
있다. 

제 10 조  본회의 회원으로서 회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는 이사회
의 결의로써 견책 또는 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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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총   회

제 11 조  총회는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로 구성하되 이사회가 심사 결정한
다. 총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총회원은 만 15세 이상의 회원으로
ㄱ) 본회의 목적의식에 투철하고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봉사하는 자
ㄴ) 2년 이상의 계속회원으로 소정의 회원교육을 마친 자

제 12 조  개회는 총회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하고, 의결은 출석원의 과반수로 한다.
           총회원은 총회일 1개월전일 현재의 자격자로 한다.

제 13 조  정기총회는 매년 1차 2월 이내에,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총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다만 임시총회의 의안은 통고한 사항에 
한한다.

제 14 조  총회의 시일 및 안건은 총회개최 7일전에 총회원들에게 서면으로 통고해야한다.

제 15 조  본회에 2인의 감사를 둔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매년 총회에서 1인씩 개선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 16 조  정기총회가 처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 및 재정에 관한보고
          2) 이사 및 감사의 선거
          3) 헌장개정
          4) 이사회가 제출한 의안

제5장  이 사 회

제 17 조  이사회는 이사 21인 이상 27인으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다음의 임원을 호선한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 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1) 이 사 장 1인          2) 부이사장 2인
  3) 기록이사 1인          4) 재무이사 1인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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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사는 이사회의 기록을 정리하며 총회의 서기가 된다.
재무이사는 본회의 재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재정위원회의 장이 된다.
사무총장은 직무상 이사가 된다.

제 18 조  이사의 선거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이사 후보자 전형위원회가 공천한 이사후보 중
에서 무기명투표로 결정한다. 총회원이 아니라도 전체이사의 5분의 1에 한하여 
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 이사후보자 전형위원회는 전년도 총회에서 선임한 위원 
3인과 이사회에서 호선한 위원 3인으로 조직한다. 이사의 궐원이 있을 때에는 이
사회에서 이를 보선한다.

제 19 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사는 중임할 수 있다. 청년Y시연맹 회장, 대학Y
시연맹회장은 재임기간 중 이사가 된다. 추천이사 3인을 두되 매년 첫 이사회
에서 1인씩 선임한다.

제 20 조  이사회는 격월 1차 정기로 모이고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사업추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실행이사회를 구성한다. 실행이사회의 직무와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이사회가 처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2)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3) 사무총장 및 간사의 임면, 다만 사무총장의 임면은 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
맹과의 협의를 요한다.
 4) 세칙과 제규정의 제정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장  위 원 회

제 21 조  이사회는 사업추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의 직무와 수는 이사회가 정한다.

제7장  간사 및 직원

제 22 조  본회는 사무총장 1명과 간사를 둔다.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무 부총장을 둘 수 있다. 사무총장,간사의 자격은 
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이 제정하는 간사자격기준에 준한다.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무를 처리하며 회무집행의 책임을 진다. 간
사는 사무총장의 지시에 따라 회무를 분담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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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필요한 직원은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매3년마다 이사회에서 신임을 물을 수 있다.

제8장  부 칙

제 23 조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24 조  본 헌장의 개정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써 한다. 다만 동 헌장 개정안
은 총회에서 선임한 특별위원회가 초안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차기총회 1개
월 전에 그 전문을 회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 25 조  헌장 제1조, 제5조, 제6조 및 제11조의 변경은 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 이사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6 조  본 헌장은 총회 통과 시부터 발효한다.
  

1993년   3월   27일   제정
1996년   2월   22일   개정
2002년   2월   21일   개정
2003년   2월   19일   개정
2004년   2월   20일   개정
2010년   2월   19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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