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제31차(2021년)� 정기총회� 결과보고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는� 정관� 제4장(총회)� 제20조(구성)에� 의거하여� 제31차� 정기총회를�

02.06(토)~02.18(목)� 13일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비대면)으로�

진행된� 정기총회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서면결의를� 진행해주신� 대의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다� � � 음� -�

1.�총회�개요�

■�기� � � �간� :� 2021.02.06(토)~02.18(목)

■�진행방식� :�온라인을�통한�비대면�서면�결의

■�대�의�원� :� 116명� (단체�86명,�개인� 30명)

2.�성원�보고� :�재적�117명,�참여�82명,�위임�12명

■�구� � �성� :�정관�제4장(총회)�제20조(구성)에�따라�회원으로�구성

■�성� � �원� :�정관�제4장(총회)�제23조(의결정족수)①항에�의거�성원�

3.�경과�보고

■�2020.12.31(목)�회비�납부�마감

■�2021.02.05(금)�정기총회�개최�안내

■�2021.02.06(토)~02.18(목)�서면결의�진행�및�위임장�접수�

■� 2021.02.19(금)�정기총회�결과�보고�

4.�주요안건

■�의결�사항�

� � �※�정관�제4장(총회)�제23조(의결정족수)�①에�따라�출석회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

� � �※� 2021.� 2.� 22�재확인결과,�의결내용�1.2020년�결산�반대표가�없어,�재공지합니다.

�

내용 찬성 반대 결과

1.� 2020년�결산� 81 1 인준

2.� 2021년�사업계획�및�수지예산(안)� 82 - 인준

3.�정관�개정 82 - 인준

5.� 기타�안건�

※�보내주신�내용�그대로�공유해드립니다.�

■� 국가� 지원금� 관련�

� � -� 지원금에서� 체크� 항목이� 너무� 많아요.� 항목을� 간단하게� 하는� 운용을� 해야� 합니다.

우린� 작품을� 파는� 사람(단체)이지� 공산품을� 제작하거나� 건물을�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구살� 때,� 품값과� 재료값을� 물어보는� 소비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같은� 시스템으론� 숙련가� 명품은� 만날� 수� 없습니다.

차기� 작품을� 위한� 준비도� 못해요.

바꿔야합니다!�

■� 여름‧겨울� 축제� 관련
� � -� 아시테지� 내의� 청소년공연에� 대한� 기회를� 넓혀� 주십시요.

아시테지의� 주요� 축제인� 여름,� 겨울� 축제에� 일정� 퍼센트� 이상의� 청소년� 공연을� 선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 축제� 대상� 수상작은� 다음� 해� 여름축제때� 공식� 초청작으로� 선정하여�

청소년공연에� 대한� 아시테지의� 관심을� 적극� 표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 -� 여름,� 겨울� 축제� 진행후� 회원들의� 평가회를� 공식화� 했으면� 합니다.

여름,� 겨울� 축제� 종료� 후� 회원들이� 참여하는� 공식� 평가회를� 개최하여� 축제� 참가작에� 대한� 품평에서� 축제�

진행에� 이르기까지� 회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공식화하고� 여기에서� 제출된� 의견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이후� 피드백� 되었으면� 합니다

■� 응원� 메시지�

� � -� '아시테지'� 올� 한해도� 화이팅!!!!!

� � -� 어려운� 가운데도� 사업� 진행에� 애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 � -�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 � -�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에� 용기있는� 결단과� 사업� 진행에� 박수를� 보냅니다.�

올해도� 어찌� 될지� 모르지만..� 기대하고� 응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수고� 많으셨습니다

� � -� 대면이� 가능한� 날을� 고대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 � -� 1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 � -� 항상� 감사합니다!

� � -� 노고에� 항상� 응원하고�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 � -� 올� 한해� 만사형통되길� 바랍니다.

� � -� 공연의� 기회.� 더� 많아졌음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