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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2016년 정기대의원총회 회의록 

 

○ 일시 : 2016년 3월 11일 (금) 오후2시 

○ 장소 : 서울 양곡도매시장 3층 강당  

○ 성원보고 : 의결권이 있는 정회원 총72명 중 21명 위임 포함 53명 참석으로 성원 

○ 의안 상정 및 토의 

제1호 2015년도 감사보고 및 승인의 건 

제2호 2015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승인의 건 

제3호 정관 개정의 건 

제4호 임원 선임의 건 

제5호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제6호 기타안건 

○ 의장 : 김종덕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회장 

○ 안건의결 : 

제1호 2015년도 감사보고 및 승인의 건 

안건내용 2015년도 감사보고 및 승인의 건 

의결결과 가결 

설명 고정우 감사가 2015년도 사업과 회계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하였고 

의장은 그 승인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물은 바 참석한 회원 전원의 만장일치

로 이의 없이 승인 가결하다. 

 

제2호 2015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승인의 건 

안건내용 2015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승인의 건 

의결결과 가결 

설명 사무총장이 2015년 사업과 결산내역을 상세히 설명하고 의장은 그 승인여부

에 관하여 의견을 물은 바 참석한 회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이의 없이 승인 

가결하다. 

 

제3호 정관 개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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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내용 제3호 정관 개정의 건 

의결결과 가결 

설명 사무총장이 정관 변경 이유와 그 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의장은 그 승인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물은 바 회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되다. 

 

제4호 임원 선임의 건 

안건내용 제4호 임원 선임의 건 

의결결과 가결 

설명 아래 2기 임원 후보에 대해 회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2기 임원을 선출하다. 

 

회장 

김종덕 경남대학교 석좌교수 

부회장 

문성희 평화가 깃든 밥상 대표, 푸드살림연구가 

민형기 청미래 대표 

이병호 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사)통일농수산사업단 상임이사 

이사 

강순아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교수 

고재섭 슬로푸드아카데미 교장. GMO반대 생명운동연대 공동대표 

김규태 김포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민수 한라산청정촌 대표, 제주지부 대표 

김병수 농부(한솔농장), 정책위원장 

김원일 슬로푸드사업단 단장, 사무총장, 서울약선지부 대표 

김 준 전남발전연구원 박사, 슬로피시위원장, 바다맛 기행 저자 

김혜란 우프코리아 상임이사, 서울종로지부 대표 

남은주 한국티인스트럭터협회 사무처장, 차 마시는 사회 문화운동가 

박성자 슬로푸드문화원 초대 사무총장 

박일두 슬로푸드 전북연합회 준비위 사무처장 

성용호 스마트미 대표, 서울강남지부 대표 

안완식 토종 씨드림 대표, 맛의방주위원장, 한국토종작물자원도감 저자 

유억근 마하탑 대표, 우프코리아 이사장, 신안지부 대표 

유정길 지혜공유협동조합 이사장 

이빈파 성북구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이수연 요리연구가, 모임 대표 

장시내 슬로푸드청년네트워크(SFYN KOREA) 대표 

최홍규 EBS 교육방송연구소 연구위원, 푸드 커뮤니케이션 전략 저자 

감사 

고정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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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숙 전 팔당생명살림생협 이사장, 팔당지부 대표 

 

제5호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안건내용 제5호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의결결과 가결 

설명 이사회 심의를 거친 2016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사무총장이 설명하고 의

장이 그 승인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물은 바 참석한 회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이의 없이 승인 가결하다. 

 

제6호 기타안건 

없음 

 

○ 폐회 : 2016년 3월 11일 17시 20분 (사)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2016년 정기대의원총회를 

폐회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