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차 활동지원사업 운영위원회 회의록
기장장애인복지관 활동지원사업 운영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
회의 일시

2021. 03. 24(수). 16:00~16:40

회의 장소

본 복지관 4층 회의실

□ 운영위원 총수 : 7명
□ 출석위원수 : 6명
참석자

- 지역주민대표 진O규, 학계교수 배O식, 활동지원사 대표 장O순, 이용자 대표
유O택, 기관장 김O관, 직원 대표 구O만)
□ 간사 : 2명(부장 민수진, 팀장 윤태환)
□ 심의개요
○ 심의보고안건
- 2020년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평가결과 안내
- 2020년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결산보고

□ 회의 진행
1. 인사 및 소개
- 민수진 간사 : 위원님 소개 및 인사로 진행하다. 진O규 위원부터 시계방향으로
소개하며 정O정 위원의 불참이유를 설명하다.

2. 위원장 호선
- 김O관 위원 : 앞서 복지관과 같이 위원장 호선과 관련해서 논의가 필요함을
설명하다.
회의내용

- 배O식 위원 : 진O규 위원을 추천하다.
- 위원 전원 : 동의하다
모든 위원의 동의를 받아 진O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다.

3. 개회 및 성원보고
- 진O규 위원장 : 개회사로 개회선언 후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2021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제 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다.

4. 심의보고사항
- 민수진 간사 : 심의보고에 앞서 작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
으로 선정되었음을 설명하다.
- 진O규 위원장 : 축하 인사를 건네다.

- 민수진 간사 : 회의자료에 근거하여 2020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결산을 보고

하다.
- 진O규 위원장 : 결산 관련 세입과 세출의 증감관련 내용을 설명을 요청하다.
- 민수진 간사 : 관 내 사업 외 활동지원사업에만 사용하다보니 누적금액이 크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가 새롭게 나오게 되면 휴일 급여부분이 추가 책정될 것
이다. 또한 활동지원사 인원 증가에 따라 차액이 발생하다.(교통비 등)
- 진O규 위원장 : 20년 활동지원사업 결산에 대한 이의나 질문을 요청하며 이상
없으면 원안대로 동의하도록 하다.
- 장O순 위원 : 동의하다
- 위원 전원 : 재청하다.

4. 질의 및 논의
- 진O규 위원장 : 활동지원사 대표 및 이용자 대표에 본 기관에 대해 요청사항에
대해 질문하다.
- 장O순 위원 : 본 기관에 오래 근무하였으며 오래 일하다 보니 타 기관 활동지원
사와도 교류를 한다. 여기만큼 엄격하게 관리되는 곳이 없으며 엄격하게 관리되
어 더욱 좋다.
- 민수진 간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있어 지침 준수에 따르고 있으며 엄격하게
관리될 수 밖에 없음을 설명하다. 힘들 수도 있는 사업에 긍정적으로 임해주셔
서 감사하다.

5. 마무리
- 진O규 위원장 :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으며, 1차 운영위원 폐회 동의를 묻고
만장일치로 폐회하다.

□ 향후계획
○ 이사회 보고 후 결산 및 회의록 등 군청 보고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