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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자리
제8차 이사회 회의록

문서분류 법인사무국

작 성 자 오현주

작성일자 2018. 12. 20

회의일자 2018. 12. 20 회의장소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회의시간 18:00 ~ 20:00 구    분 임시이사회
임원총수 이사 : 8명, 감사 :2명 참 석 수 이사 : 6명, 감사 : 1명

참석임원 이사 : 신명자, 최정은, 조진배, 신명호, 유혜란, 최종덕
감사 : 황경상

의 제
   제1호 :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
           -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사무국
           - 어깨동무지역아동센터
           - 작은자리은빛사랑채
           -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 정왕종합사회복지관
           - 좋은세상지역아동센터
           - 시흥시니어클럽
           -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2호 :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건
           -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사무국
           -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 어깨동무지역아동센터
           - 작은자리은빛사랑채
           -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 정왕종합사회복지관
           - 좋은세상지역아동센터
           - 시흥시니어클럽
           -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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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의장이 정관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재적 이사의 과반수 
이상 참석)에 달하는 이사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이사회가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
회를 선언한 후 다음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다.

의장 :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Ⅱ. 의제 

제1호 :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

◉ 의장 : 법인 및 산하기관의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입니다. 

◉ 상임이사 :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세입예산은 비지정후원금(기업후원)이 증가하
여 당초예산 1,147,260천원에서 69,500천원이 증가된 1,216,760천원으로 추경하고
자 합니다. 세출예산의 사무비는 인건비에서 949천원이 감액되었고, 업무추진비와 
운영비 각 800천원과 990천원이 증가되었고 사업비는 공동모금회 20,000천원이 
2019년 예산으로 편성되는 등 18,900천원 감액되어 자료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어깨동무지역아동센터는 당초예산에서 10,103천원이 증가되어 148,851천원으로  
세입예산을 추경하고자 합니다. 실무자 추가급여 지급으로 인건비가 950천원이 증
액되어 48,410천원, 사업비는 특기적성수업 및 가족지원프로그램 진행으로 77,900
천원에서 8,223천원이 증가하여 86,123천원으로 증액되는 세출예산을 추경 편성하
고자 합니다.  

작은자리은빛사랑채는 입소자부담금 및 사업수입이 증가하여 당초예산에서 36,097
천원이 증가되어 464,264천원으로 세입예산을 추경하고자 합니다. 사무비중 인건
비가 234,934천원에서 243,948천원으로 증액되었고 사업비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
요한 물품구입으로 3,558천원이 증가하여 75,776천원 등으로 세출예산을 추경 편
성하고자 합니다.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는 당초예산에서 21,132천원이 감소하여 2,232,257천원으로  
세입예산을 추경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에서 퇴사자 발생으로 6,526
천원이 감액되었고 시설비에서 냉난방기 구입 등 7,506천원 증액되었고 사업비에
서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인원 감소 등으로 4,042천원이 감액되는 세출예산을 추
경 편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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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왕종합사회복지관은 사업수입 1,276천원, 보조금수입 12,943천원, 후원금수입에
서 10,026천원 감액되어 당초예산 1,431,930천원에서 1,407,826천원으로 세입예산
을 추경하고자 하며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에서 인력변동에 따라 19,126천원이 감
액되었고 사업비에서 지정후원금 미확보로 인한 지출감소 등으로 31,284천원 감액
되어 추경 편성하고자 합니다.

좋은세상지역아동센터는 당초예산에서 4,132천원이 감액되어 147,344천원으로 세
입예산을 추경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에서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
당 개별 입금으로 인해 1,925천원이 감액되었고 시설비에서 후원처 아동교육용 물
품구입 지원으로 6,836천원 감액되는 세출예산을 추경 편성하고자 합니다.

시흥시니어클럽은 사업수익에서 81,237천원, 보조금에서 1,300천원, 후원금에서 
590천원 증액되어 당초예산 8,196,233천원에서 8,279,360천원으로 세입예산을 추
경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사업비에서 아삭맛드림 20,000천원, 여러분통장 
20,000천원, 갯골인형극단 3,494천원 등이 감액되었고 행복나눔 사업비 134,000천
원등이 증액되어 사업비 총 82,537천원이 증액되는 세출예산을 추경 편성하고자 
합니다.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에서 131,280천원이 증
액되어 3,806,686천원으로 추경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은 사무비가 8,051천원이 
감액, 재산조성비가 8,749천원, 사업비가 130,182천원이 증액되는 세출예산을 추경 
편성하고자 합니다.

◉ 결의 : 신명호 이사가 승인에 동의하고 조진배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
이 찬성하여 의장이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음을 선언하다.
 
제2호 :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건

◉ 법인 및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설명하다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의 2019년 사업 및 교육사업 설명과 예산은 2018년 예산 
대비 638,850천원이 감액 되어 577,910천원 편성되었으며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사업설명과 2019년 예산은 2018년 예산 대비 146,646천원이 감액된 1,339,742천
원으로 편성, 어깨동무지역아동센터 사업설명과 2019년 예산은 2,353천원이 증액
된 151,204천원으로 편성, 작은자리은빛사랑채 2019년 사업설명과 예산은 63,488
천원이 증액된 527,752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사업 설명과 예산은 
2018년 예산대비 62,952천원이 감액된 2,169,30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정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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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2019년 사업설명과 2018년 예산 대비 37,579천원이 감액된 1,370,247
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좋은세상지역아동센터 2019년 사업설명과 예산은 2018년 
대비 12,660천원이 증액된 160,004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시흥시니어클럽 2019년 사업설명과 예산은 1,107,645천원이 증액된 9,387,005천원 
으로 편성되었으며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9년 사업설명과 예
산은 1,120,344천원이 증액된 4,780,18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안산시글로벌청소
년센터 2019년 사업설명과 예산은61,962천원이 감액된 970,314천원이 편성되었습
니다. 
이상 법인 및 산하기관의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설명을 마칩니다.

◉ 결의 : 유혜란 이사가 승인에 동의하고 최종덕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 
이 찬성하여 의장이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음을 선언하다.

Ⅲ. 폐회  
의장은 다른 논의사항이나 질문이 없음을 확인하고 오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
음을 선포하고 폐회를 선언하다. 
위의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한 의장과 이사가 기명날
인하다.

2018년  12월  20일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이   사   장     신 명 자  (인)                 상 임 이 사     최 정 은  (인)

이       사     신 명 호  (인)                 이       사     조 진 배  (인)

이       사     유 혜 란 (인)                  이       사     최 종 덕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