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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5:20 2013년 회원 새해 계획 나눔
page 3 15:20-15:50 2012년 사무국 보고

- 2012년 전체활동 보고
- 2012년 재정결산 보고

page 15 15:50-16:20 2012년 팀별 활동 보고
- 상담팀
- 해피로그팀
- 소식지팀
- 회칙개정팀
- 대외협력팀

16:20-16:30 쉬는 시간
page 19 16:30-17:00 2013년 활동 계획 나눔

- 상담팀
- 해피로그팀
- 신입회원세미나팀
- 20주년 기념사업팀(가칭)
- 대외협력팀
- 프로젝트팀

page 24 17:00-17:40 논의 안건: 회칙 개정(안) 검토 및 의결
page 31 17:40-18:00 기타 안건

식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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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레즈비언상담소
2013 정기총회 2012년 전체활동 보고

1월 
상담팀, 교육사업팀, 해피로그팀 활동가 모집
상담팀, 정기상담 및 모니터링 진행
해피로그팀, 2011년 해피로그 운영 ‘시즌 1:두근두근’ 평가 및 정리
<가족구성권연구모임> 회의참석(선의)

2월 
2012년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정기총회
2월 브릿지: 상담소 신년회 진행
상담팀, 정기상담 및 모니터링 진행
상담팀, 신입상담활동가 교육 진행
해피로그팀, 2012년 ‘시즌 2: 의기양양’ 계획
<가족구성권연구모임> 회의참석(선의)
전주여성의전화 제11회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강의 “성적 소수자의 성정체성에 대한 이해”(소
윤)

3월 
상담팀, 정기상담 및 모니터링 진행
상담팀, 신입상담활동가 교육 진행
해피로그팀, 글 기고 및 기금 모금 진행, 필진 모집
<무지개행동: 성소수자활동가전략워크숍> 참여(민정, 은수, 아미고, 선의)
<가족구성권연구모임> 회의참석(선의)
<SOGI법 연구회: 트랜스젠더 상담 워크숍> 참여
한국여성민우회 17기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강의 “유형별 상담: 동성간 성폭력에 대한 이해 - 
레즈비언 여성의 경험 중심으로”(소윤)

4월
상담팀, 정기상담 및 모니터링 진행
해피로그팀, 2012년 해피로그 시즌 2 시작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회의참석(민정, 은수)
<가족구성권연구모임> 회의참석(선의)

5월 
상담팀, 정기상담 및 모니터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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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팀, 2012 상담소 소식지 1호 발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회의참석(민정, 은수)
<무지개행동: 국제 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 맞이 기자회견> 참석
<가족구성권연구모임> 회의참석(선의)
<가족구성권연구모임: 정상가족 관람불가 전> 참석

6월 
상담팀, 정기상담 및 모니터링 진행
해피로그팀, ‘상담소에 문서세단기가 필요한 이유’ 모금함 진행
<퀴어문화축제> 부스 참가 - 동성결혼/파트너십/다인공동체 신고서 발급 및 포토존 운영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회의참석(민정)
<가족구성권연구모임> 회의참석(선의)

7월
상담팀, 정기상담 및 모니터링 진행
신입회원세미나 진행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소수자 운동진영 입법과제를 위한 내부 좌담회> 참여
<가족구성권연구모임> 회의참석(선의)

8월
상근활동 중단 및 임시 사무국 운영
2012 상담소 여름 엠티 진행
상담소 내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비대위 구성
상담팀, 상담팀, 정기상담 및 모니터링 진행, 전화상담 일시 중단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회의참석(민정)
<가족구성권연구모임> 회의참석(선의)
<(가) 교사를 위한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 사례집> 발간팀 회의참석(소윤)

9월
상담팀, 정기상담 및 모니터링 진행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회의참석(민정)
<가족구성권연구모임> 회의참석(선의)
<(가) 교사를 위한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 사례집> 발간팀 회의참석(소윤)

10월
상담소 내 성폭력 사건 가해자 징계 의결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상담팀, 정기상담 및 모니터링 진행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회의참석(민정, 에밀리)
<가족구성권연구모임> 회의참석(선의)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서울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 통과 촉구 기자회견 참석
(선의, 야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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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상담소 내 성폭력 사건 및 가해자 공개
상근활동가 업무 재개(선의, 야릉)
상담팀, 정기상담 및 모니터링 진행
해피로그팀, ‘상담소 보금자리 이사 모금함’ 진행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회의참석(민정, 소윤, 에밀리)
<가족구성권연구모임> 회의참석(선의)
<그루터기 15주년기념 L. 건강포럼> 참여

12월
상담소 사무실 이사
집들이, 크리스마스 번개 송년 회원모임 진행
상담팀, 정기상담 및 모니터링 진행
회칙개정팀, 회칙 개정 논의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회의참석(소윤)
<가족구성권연구모임> 회의참석(선의)
<가족구성권연구모임: 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위한 <의료결정권 워크숍>> 참여
<레주파> 방송 참여(선의, 소윤, 야릉)
‘[항의문] 마포구청은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현수막을 원안대로 게시하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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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레즈비언상담소
2013 정기총회 2012년 재정결산 보고

수입 금액(원)

후원

회원 1,403,260

단체 50,000

해피빈 34,100

싸이월드 1,180

기타 -

자료집 및 물품 판매 -

예금 이자 -

기타 -

총 계 1,488,540

지출 금액(원)

운영비

사무실임대료 400,000

간사 인건비 650,000

공과금 186,780

물품·자료
구입

25,300

CMS수수료 16,740

사업비

장소 대여 150,000

총회 다과 10,690

잡비 4,2100

총 계 1,481,610

수입 금액(원)

후원

회원 1,412,160

단체 50,000

해피빈 42,100

싸이월드 1,000

기타 -

자료집 및 물품 판매 -

예금 이자

기타 -

총 계 1,505,260

지출 금액(원)

운영비

사무실임대료 400,000

간사 인건비 650,000

공과금 198,970 

물품·자료
구입

14,050

CMS수수료 17,840

사업비

장소 대여 -

강의 교통비 35,800

활동비 지원 5,400

잡비    (세탁비) 18,000

총 계 1,340,060

□ 2012년 재정결산 보고

[1월]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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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금액(원)

후원

회원 1,089,380

단체 50,000

해피빈 38,400

싸이월드 2,000

기타 -

자료집 및 물품 판매 -

예금 이자 1,963

기타 -

총 계 1,181,743

지출 금액(원)

운영비

사무실임대료 400,000

간사 인건비 650,000

공과금 214,140 

물품·자료
구입

17,800

CMS수수료 16,120

사업비

워크샵 참가 50,000

강정마을 10000

잡비

총 계 1,358,060

수입 금액(원)

후원

회원 1,163,200

단체 50,000

해피빈 33,600

싸이월드 1,000

기타 -

자료집 및 물품 판매 -

예금 이자 -

기타 -

총 계 1,247,800

지출 금액(원)

운영비

사무실임대료 400,000

간사 인건비 650,000

공과금 182,330 

물품·자료
구입

191,300

CMS수수료 16,800

사업비

-

-

잡비

총 계 1,440,430

수입 금액(원)

후원

회원 1,165,500

단체 50,000

해피빈 12,200

싸이월드 -

기타 -

자료집 및 물품 판매 -

예금 이자 261

기타 -

총 계 1,227,960

지출 금액(원)

운영비

사무실임대료 400,000

간사 인건비 650,000

공과금 298,710

물품·자료
구입

150,970

CMS수수료 16,600

사업비

퀴어문화축제 50,000

-

잡비

총 계 1,566,280

[3월]

[4월]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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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금액(원)

후원

회원 1,495,000

단체 50,000

해피빈 16,500

싸이월드 600

기타 -

자료집 및 물품 판매 -

예금 이자 -

기타 -

총 계 1,562,100

지출 금액(원)

운영비

사무실임대료 400,000

간사 인건비 650,000

공과금 32,200

물품·자료
구입

-

CMS수수료 16,880

사업비
-

잡비

총 계 1,099,080

수입 금액(원)

후원

회원 1,030,000

단체 50,000

해피빈 24,000

싸이월드 1,000

기타 -

자료집 및 물품 판매 -

예금 이자 -

기타 -

총 계 1,115,000

지출 금액(원)

운영비

사무실임대료 400,000

간사 인건비 650,000

공과금 107,000

물품·자료
구입

-

CMS수수료 15,820

사업비

강의교통비 146,700

-

잡비

총 계 1,319,520

수입 금액(원)

후원

회원 1,070,000

단체 -

해피빈 112,400

싸이월드 1,000

기타 15,000

자료집 및 물품 판매 -

예금 이자 -

기타 -

총 계 1,198,400

지출 금액(원)

운영비

사무실임대료 400,000

간사 인건비 -

공과금 161,350

물품·자료
구입

-

CMS수수료 15,480

사업비

면접상담/
쉼터 방문

23,500

-

잡비(비대위 회의비 포함) 143,900

총 계 744,230

[6월]

    

    

    

    

    

    

    

      

[7월]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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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금액(원)

후원

회원 1,135,000

단체 -

해피빈 15,400

싸이월드 -

기타 -

자료집 및 물품 판매 -

예금 이자 2,372

기타 -

총 계 1,152,772

지출 금액(원)

운영비

사무실임대료 400,000

간사 인건비 -

공과금 79,820

물품·자료
구입

-

CMS수수료 15,680

사업비

면접상담(외부) 4,500

잡비(비대위 회의비 포함) 275,500

총 계 775,500

수입 금액(원)

후원

회원 1,075,000

단체 -

해피빈 14,600

싸이월드 1,000

기타 -

자료집 및 물품 판매 -

예금 이자 -

기타 150,000

총 계 1,240,600

지출 금액(원)

운영비

사무실임대료 400,000

간사 인건비 -

공과금 98,880

물품·자료
구입

-

CMS수수료 15,960

사업비

쉼터 방문 12,000

임시총회 40,800

심리상담지원 40,000

잡비(비대위 회의비 포함) 114,800

총 계 722,440

수입 금액(원)

후원

회원 1,155,000

단체 350,000

해피빈 363,700

싸이월드 1,000

기타 -

자료집 및 물품 판매 -

예금 이자 -

기타 250,000

총 계 2,119,700

지출 금액(원)

운영비

사무실임대료 400,000

간사 인건비 -

공과금 179,310

물품·자료구입 187,220

CMS수수료 15,620

사무실 계약금 2,500,000

사업비

심리상담지원 60,000

잡비 151,600

총 계 3,493,750

[9월]
       

       

       

       

       

       

       

       

       

   

[10월]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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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금액(원)

후원

회원 995,000

단체 50,000

해피빈 45,600

싸이월드 1,000

기타 -

자료집 및 물품 판매 -

예금 이자 2,133

기타 33,800

총 계 1,127,533

지출 금액(원)

운영비

사무실임대료 400,000

간사 인건비 650,000

공과금 126,800

물품·자료구입 771,700

CMS수수료 15,660

사무실 보증금 2,500,000

사업비

송년회 117,950

잡비 636,100

총 계 5,218,210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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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월 3월

가나지아 원영 결이 열공 가루 원영
가루 윈느 고미 예머 결이 윈느
결이 유리 고미 오유나 고미 유리
공명 은비 공명 원영 공명 은비

그림자 은수 그림자 윈느 그림자 은수
김김도깡 이바나 김김도깡 유리 김김도깡 이바나

나루 이삵 KS 은비 나루 이삵
나무 자몽 나루 은수 나무 자몽

냐니뉴 저녁 나무 이바나 냐니뉴 저녁
당당 적분 냐니뉴 이삵 다자인 적분

데조로 준희 당당 자몽 당당 준희
래피 지나 데조로 저녁 래피 지나
레고 지훤 래피 적분 레고 지훤
레나 초롱 레고 준희 레나 케이
리버 케이 레나 지나 로마 토리
마고 토리 리버 지훤 리버 파랑

마리나 파랑 마고 케이 마고 하영
마리아 한결 마리나 토리 마리아 한결
망토 히로 마리아 파랑 망토 히로

모글리 BHS 망토 한결 모글리 BHJ
물통 chara 모글리 히로 물통 BHS
미타 CHI 물통 BHJ 미타 chara
민경 CSM 미타 BHS 민경 CHI
민정 Grace 민경 BSJ 민정 cozy

바나나 JHY 민정 chara 민초 CSM
바다고양이 JJE 민초 CHI 바나나 Grace

박봉 JMA 바나나 cozy 바다고양이 HIG
반사 JMJ 바다고양이 CSM 박봉 JHY

백곰돌이 JSM 박봉 Grace 반사 JJE
백두 JSY 반사 JHY 백두 JMA
선의 Karldor 백두 JJE 브로켄클럽 JMJ
소윤 KD 브로켄클럽 JMA 빈 JSM

송아지 KHG 빈 JMJ 뽐므 KD
숨 KMJ 뽐므 JSM 선의 KHG

신기루 KS 선의 Karldor 소윤 KMJ
아미고 KSG 소윤 KD 송아지 KS
아원 KTG 송아지 KHG 숨 KSG
아자 LEJ 숨 KSG 신기루 KTG
애플 LSH 심플 KTG 아미고 KYM

야몽실 saha 아미고 KYM 아원 LEJ
어지 SJS 아원 LEJ 아자 LSH
여은 spinningtop 아자 LSH 어지 saha
열공 will 야몽실 saha 여은 SJS
예머 YIS 어지 SJS 열공 will

YMH 여은 spinningtop 예머 YIS
will

단체 단체 단체

그루터기 그루터기

□ 2012년 후원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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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월 6월

가루 예머 가루 예머 결이 은비
결이 오유나 결이 오유나 공명 은수
고미 원영 고미 원영 그림자 이로운
공명 윈느 공명 윈느 김김도깡 이바나

그림자 유리 그림자 유리 나루 이삵
김김도깡 은비 김김도깡 은비 나무 자몽

나루 은수 김솔 은수 다자인 저녁
나무 이바나 나루 이로운 당당 적분

냐니뉴 이삵 나무 이바나 래피 주희수원
다자인 자몽 다자인 이삵 레고 준희
당당 저녁 당당 이상 레나 지나
래피 적분 래피 자몽 로마 지훤
레고 준희 레고 저녁 리버 케이
레나 지나 레나 적분 마고 토리
로마 지훤 로마 준희 마리나 파랑
리버 케이 리버 지나 마리아 한결
마고 토리 마고 지훤 망토 히로

마리나 파랑 마리아 케이 모글리 BHJ
마리아 하영 망토 토리 물통 BHS
망토 한결 모글리 파랑 미타 chara

모글리 히로 물통 하영 민경 CHI
물통 BHJ 미타 한결 민초 cozy
미타 BHS 민경 히로 바나나 CSM
민경 chara 민정 BHJ 바다고양이 HMS
민정 CHI 민초 BHS 박봉 JHY
민초 cozy 바나나 chara 반사 JJE

바나나 CSM 바다고양이 CHI 백두 JMJ
바다고양이 Grace 박봉 cozy 브로켄클럽 JSM

박봉 JHY 반사 CSM 뽐므 JSY
반사 JJE 뽐므 HMS 소윤 KD
백두 JMA 백두 JHY 송아지 KHG

브로켄클럽 JMJ 선의 JJE 숨 kloset
선의 JSM 소윤 JMA 아미고 KS
소윤 KHG 송아지 JSM 아원 KSG

송아지 KS 숨 JSY 아자 KTG
숨 KSG 심플 KHG 애플 KYM

아미고 LEJ 아미고 kloset 어지 LEJ
아원 LSH 아원 KMJ 에밀리 LJH
아자 saha 아자 KSG 여은 LSH
애플 SJS 애플 LEJ 열공 saha

야몽실 will 야몽실 LSH 예머 SJS
어지 YIS 어지 saha 원영 will
여은 YMH 에밀리 SJS 윈느 YJE

여은 will 유리 　
열공 YIS

YJE

단체 단체 단체

그루터기 그루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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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월 9월

가루 유리 가루 열공 가루 윈느
결이 은비 결이 예머 결이 유리
고미 이로운 고미 원영 고미 은비
공명 이바나 고미 윈느 공명 은수

그림자 이상 공명 유리 그림자 이드
김김도깡 이상 그림자 은비 김김도깡 이로운

나루 자몽 김김도깡 이로운 나루 이바나
나무 저녁 나루 이바나 나무 이삵
당당 적분 나무 이삵 당당 자몽
래피 준희 당당 자몽 래피 저녁
레고 지나 래피 저녁 레나 적분
레나 지훤 레고 적분 로마 준희
로마 케이 레나 준희 리버 지나
리버 토리 로마 지나 마고 지훤
마고 파랑 리버 지훤 마리아 케이

마리나 한결 마고 케이 망토 토리
마리아 히로 마리나 토리 모글리 파랑
망토 BHJ 마리아 파랑 물통 한결

모글리 BHS 망토 한결 미타 히로
물통 chara 모글리 히로 민경 BSJ
미타 CHI 물통 BSJ 민정 chara
민경 cozy 미타 chara 민초 CHI
민정 CSM 민경 CHI 바나나 cozy

바나나 HMS 민초 cozy 바다고양이 CSM
바다고양이 JHY 민초 CSM 박봉 HMS

박봉 JJE 바나나 HMS 반사 JHY
반사 JMJ 바다고양이 JHY 백곰돌이 JMA
백두 JSM 박봉 JMA 백두 JMJ
뽐므 KHG 반사 JMJ 브로켄클럽 JSM
소윤 kloset 백곰돌이 JSM 뽐므 KHG

송아지 KMJ 백두 KD 소윤 kloset
숨 KSG 브로켄클럽 KHG 송아지 KS

심플 KTG 뽐므 kloset 심플 KSG
아미고 KYM 셔틀폰 KS 아미고 KYM
아원 LEJ 소윤 KSG 아원 KYM
아자 LJH 송아지 LEJ 아자 LEJ

에밀리 LSH 숨 LSH 애플 LSH
여은 saha 아미고 saha 에림 saha
열공 SJS 아원 SJS 여은 SJS
예머 will 애플 SUDB 열공 will
원영 YIS 어지 will 예머
윈느 여은 YIS 원영

에밀리
　
　
　

단체 단체 단체

그루터기 그루터기 그루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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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1월 12월

가루 원영 가루 윈느 가루 오유나
결이 윈느 결이 유리 결이 우야
공명 유리 공명 은비 고미 원영

그림자 은비 그림자 이로운 공명 윈느
김김도깡 이드 김김도깡 이바나 그림자 유리

나루 이로운 나루 이삵 김김도깡 은비
나무 이리우 나무 자몽 나루 이로운

다자인 이바나 냐니뉴 저녁 나무 이바나
당당 이삵 다자인 적분 냐니뉴 이삵
래피 자몽 당당 준희 다자인 자몽
레나 저녁 래피 지나 당당 저녁
로마 적분 레고 지훤 래피 적분
리버 준희 레나 케이 랭이 준희
마고 지나 로마 토리 레고 지나

마리나 케이 리버 파랑 레나 지훤
마리아 토리 마고 한결 로마 케이
망토 파랑 마리나 히로 리버 토리

모글리 한결 마리아 BAR 마고 파랑
물통 히로 망토 BHJ 마리나 한결
미타 BAR 물통 BJY 마리아 히로
민경 BHJ 미타 BSJ 망토 BAR
민초 BSJ 민경 chara 물통 BHJ

바나나 chara 바나나 cozy 미타 BSJ
바다고양이 cozy 바다고양이 CSM 민경 cozy

박봉 CSM 박봉 HMS 바나나 HMS
반사 HMS 반사 JHY 바다고양이 JHY

백곰돌이 JHY 백곰돌이 JMJ 박봉 JMJ
백두 JMJ 백두 JSM 반사 JSM

브로켄클럽 JSM 뽐므 KS 백곰돌이 KHG
뽐므 KHG 소윤 KHG 백두 kloset
소윤 kloset 송아지 kloset 뽐므 KSG

송아지 KS 숨 KYM 소윤 KYM
숨 KSG 심플 KYM 송아지 KYM
숨 KYM 아미고 LEJ 숨 LJH

아미고 KYM 아원 LJH 아미고 LJY
아원 LEJ 아자 LJY 아원 LSH
아자 LJY 애플 LSH 아자 saha
애플 LSH 에림 saha 애플 SJS

야몽실 saha 여은 SJS 에림 will
에림 SJS 예머 will 여은
여은 will 원영 　 예머
열공 　
예머 　

단체 단체 단체

그루터기 그루터기 큐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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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레즈비언상담소
2013 정기총회 2012년 팀별 활동 보고

□ 상담팀
작성: 야릉

* 함께한 사람들 : 꼬마, 나루, 소윤, 아미고, 야릉, 에밀리, 은수, 케이

1. 게시판, 전화, 면접 상담 
 - 게시판, 면접상담은 연중 운영하였습니다. 
 - 전화상담은 2012년 8월 1일부터 2013년 1월 8일까지 중단하였습니다. 

2. 신입상담활동가 교육
 - 꼬마: 2011년 하반기~2012년 상반기
 - 에밀리: 2012년 상반기 

3. 2009-2011 상담 코딩 및 상담통계자료집 제작
 -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한 게시판 상담 자료를 통계내었습니다.
 - 2012년 하반기에 상담통계자료집 발간을 계획하였으나, 2013년 상반기로 연기하였으
며, 현재 작업 진행 중입니다. 

4. (가)교사를 위한 청소년성소수자상담사례집 발간팀에 참여하였습니다.(한국레즈비언상담
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연대 
사업) 

□ 해피로그팀
작성: 빈

* 함께한 사람들 : 빈, 소윤, 히로

1. 모금함 운영

1) 정기모금함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후원금 (2012.01.01 ~ 2012.12.31): 모금액 294,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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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테마모금함
- 상담소에 문서세단기가 필요한 이유 
(2012.06.21 ~ 2012.07.09)
: 모금액 100,200원

- 상담소 보금자리 이사 모금함 
(2012.11.09 ~ 2012.11.28)
: 모금액 300,000원

2. 해피로그 시즌2 연재(~ing)
1) 마고의 '몸§아줌마§포르노' (6회 연재)
2) 개굴의 ‘레즈비언개구리의문화생활’ (4회 연재)
3) 샤오화의 ‘샤오화의 한국생활기록’ (3회 연재)
4) 트리플의 ‘交換日記(교환일기)’ (5회 연재)

□ 소식지팀
작성: 로마

□ 사업 목적인 "상담소의 활동 소식을 회원들에게 전하자"였는데 목표로 했던 사람들에게 제대
로 접했는지 알 수 없어 평가할 수 없음. 의외의 소득이라면 소식지를 보고 당시 준비하고 있었
던 사무실 이사 공간을 제안 받은 일이 있었음.
 
□ 진행 과정 평가
- 사업을 기획할 때 현재 활동가들에게 최소한으로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소식지를 펴내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상담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집중을 요구하는지를 깨닫게 됨. 
- 애초에 두 번을 발행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1회만 발행됨.
- 이 사업을 기획 했을 때 단순히 글로 상담소의 활동을 알리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소식지를 
펴내는 과정에서 내용을 무엇으로 채우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부
족했음.
- 소식지를 펴내려면 그래픽 툴이나 편집 기술도 필요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음 .
- 기획자로서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다른 사람들과 잘 소통하지 못함.
 
□ 2013년 소식지 발행은 잠정적으로 보류합니다. 좀더 역량을 키워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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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칙개정팀
작성: 선의

* 함께한 사람들 : 냐니뉴, 로마, 선의, 야릉

1. 회칙개정팀이 만들어진 이유: 상담소의 회칙은 1995년 제정된 이후, 2005년까지 8차 개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러던 중 ‘어지(차라) 성폭력 사건’에 회칙을 적용하려고 보니, 회칙에 담긴 상담
소의 모습과 현재 상담소의 모습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실제 적용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상담소는 회칙개정팀을 꾸려서 현재 상담소의 운영 모습을 충실히 담고, 위와 같은 일이 재발하
였을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회칙 개정(안)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2. 회칙개정팀 논의 사항: 2012년 12월에서 2013년 1월까지 5차의 회의를 거쳤고, 상담팀 등 
전체 활동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9차 회칙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뒤의 <논의 안건>
에서 회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대외협력팀
작성: 민정, 선의

* 함께한 사람들 : 민정, 선의, 소윤, 에밀리, 은수

1.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담당: 민정)
- 2012년 3월 24-25일. “성소수자 활동가 전략 워크샵” 다녀왔습니다.^^ 다른 단체 활동가분
들, 개인 활동가 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두 번의 토론을 했는데요. 첫 날에는 지난 활동을 평가
하고 무지개행동의 목표와 역할을 분명히 하는 자리를 가졌구요, 다음 날에는 무지개행동의 체계
와 운영원칙을 정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지난해 성취한 학생인권조례를 정착화하고 모니
터링하는 문제, 다양한 동성애 혐오 사안들에의 대응, 타인권진영과의 연대, 성소수자 인권 운동
진영의 전반적 역량 강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요하게 논의 되었습니다.
- 2012년 4월 24일. 무지개 행동의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워크샵에 참가하지 않았던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워크샵에서 결정 되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공유하는 자리 먼저 가졌어
요. 혐오 세력에 대한 분석과 전략의 필요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있었고, 총선 때 진보신당 그
리고 녹색당과 정치연대를 맺은 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 대선 때 취해야할 액션
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왔구요.
- 2012년 5월 12일. “걸어 다니는 커밍아웃”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망원과 이태원에서 종로로 
걸으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 2012년 5월 17일. 무지개행동이 생일을 맞이해 기자 회견 및 전체 발족 행사를 열었습니다.
- 2012년 7월. “성소수자 운동진영 입법과제를 위한 내부 좌담회” 2007년 대선 때부터 제기 되
었던 성소수자들의 요구안을 살펴보고 성취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가지 영역(군형법 92조,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 차별금지법, 혐오 관련 입법,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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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구성권)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발표와 토론이 있었고요.
- 2012년 8월. 내부 좌담회를 평가하며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하반기의 활동을 고민하는 시
간을 가졌습니다.
- 2012년 9월.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던 혐오와 대선 대응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보는 방책을 마
련하기 위해 소모임을 두 팀 구성했어요. 캠페인팀과 기획진정팀 두 팀으로, 캠페인팀은 “커밍아
웃 좋아요”라는 기획을 진행하고 대선 대응 기획을 짜기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기획진정팀은 여
의도 순복음 교회 사건을 계기로 성소수자가 종교인으로서 겪는 어려움을 명백한 “차별”로 이름 
지을 수 있도록 논리를 구성하고 인권위에 사건을 진정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구요. 또한 이 날 
있었던 “트랜스 로드맵 간담회”에서는 새롭게 정리한 로드맵을 함께 보면서 트랜스젠더 운동이 
어떻게 진행 되어왔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갈 것인지에 대하여 공유했습니다.
- 2012년 10월. ‘레인보우 팩토리’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레인보우 팩토리’는 퀴어 영화를 수입
해 배급하는 곳입니다. LGBT운동진영에 홍보를 부탁하고, 답례로 무지개행동 측에 순수익의 
5%를 기부하겠다는 취지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캠페인팀의 “커밍아웃 좋아요” 기획이 정식으로 
시작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에서 성소수자 부분이 삭제 된 것에 대한 대
응이 있었고, ‘XY 그녀’ 방송불가 사태에 대한 토론회 준비도 언급 되었습니다.
- 2012년 11월. 서울시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화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기획진정팀이 반차별팀으
로 이름을 바꾸고 성소수자 혐오적인 선교/포교 자료에 대한 기획진정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
았구요. 종교 교육 안에서의 종교의 자유에 대해 “LGBT인권포럼”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포럼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서, 이름과 시기 및 기간, 장소, 
내용, 홍보와 같은 아웃라인을 잡았습니다. 이번 포럼은 단체들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와 참가자
들이 보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더욱 확보하는 것을 중요지점으로 삼도록 이야기 되었
습니다.

2.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담당: 선의)
- 매월 정기회의.
- 가족구성권네트워크 사업: 비범하지 아니한가 - 찬란한 유언장(4월), 정상가족관람불가전(5월), 
다양한 100인의 가족 사례 모집 준비 위한 블로그 오픈
- 동거계약서, 의료위임장, 성년후견제 등 검토: 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위한 <의료결정권 워크
숍>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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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레즈비언상담소
2013 정기총회 2013년 활동 계획 나눔

□ 상담팀
작성: 야릉

* 함께할 사람들 : 꼬마, 소윤, 야릉, 에밀리, 케이

1. 2013년에도 상담은 계속됩니다!
 1) 홈페이지 게시판 상담은 현재 5명의 활동가가 7일을 나누어 분담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상담팀에 합류할 적절한 기회를 찾고 계시다면,,, 바로 지금!!
 2) 2013년 3월부터 전화상담은 상근활동가(에밀리)가, 면접상담은 상근활동가와 상담팀 
활동가가 함께 운영합니다. 

2. 2007~2012 상담통계 및 에세이 연재
 1) 수정/보완한 2007~2008년 상담통계자료와 2009~2011년 상담통계 및 상담사례, 그리
고 2013년 상반기에 작업할 2012년 상담통계까지 순차적으로 홈페이지 게시판에 연재합니
다. 상담활동의 기록을 축적함으로써 상담이 필요하거나 성소수자 상담에 관심이 있는 사람
들이 최근의 상담 관련 자료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2) 통계자료 뿐 아니라, 그간 여러 사정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글들과 현재 활동가들
이 상담을 하며 마주한 고민들이 담긴 에세이도 연재합니다. 10대이반, 레즈비언의 가족/지
인, 트랜스젠더 상담, 위기상담, 종교, 교제 관계 내 금전문제 등 다양한 주제들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3) 연재기간: 2013년 2월 말~4월 말.

3. 2009-2012 상담통계자료집 발간
 1) 위의 연재물을 묶어 상반기 중 자료집으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2) 자료집 발간 예산 마련을 위해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에 지원할 예
정입니다.

4. 하반기 사업은 현재 기획 중입니다. 

 ※ <(가)교사를 위한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 사례집> 발간에 관한 일정은 현재 미정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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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로그팀
작성: 빈

‘차근차근 하나씩, 할 만큼만 하자’

1. 모금함 운영

1) 정기 모금함

 - 1년 테마 모금함으로 변경 계획

 예) 상담소 20주년 자료집 발간을 위한 모금함

2) 단기 테마 모금함

 - 상담소 상황에 따라 모금함 진행 

  예) 상담소 책장, 알차게 만들기

2. 연재 

- 필진/내용에 대한 자세한 계획은 없음.

- 연재시 ‘네이버 해피로그‘가 아닌 다른 인터넷 매체를 통한 연재 계획 중.

 (이름 변경 가능! (예) 망설이다. )

- 2011~2012년 연재물 활용 계획. 

3. 홍보 

1) 정기적인 웹진 발간

2) 블로그 활동

 - 상담소 소식

 - 어제, 오늘, 내일 소식. (LGBT 관련)

 - 즐길거리/볼거리/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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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회원세미나팀
작성: 민정

* 함께할 사람들 : 민정, 시로 + 

* 신입회원 세미나란?
상담소를 처음 찾아 오신 회원들을 위한 자리로, 상담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한
국레즈비언상담소와 레즈비언 인권운동의 역사를 공부하고, 지켜주시면 모두 기분 좋은 에티켓에 
대해 이야기하고, 회원분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편하게 듣고 나눕니다.
(교육사업팀 원영님의 글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보통 토요일과 일요일, 총 이틀에 걸쳐서 진행 됩니다.
 
토요일에 진행 될 1차 세미나에서는, 
- 레즈비언에 관한 영상물을 함께 관람하고, 
- 레즈비언 인권운동과 한국레즈비언상담소의 역사를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
다.
 
일요일에 진행 될 2차 세미나에서는, 
- 반(反)성폭력 세미나와 함께 레즈비언 커뮤니티에서 활동시에 어떤 에티켓을 지녀야 하는지 살
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 또한 참가 회원들이 L이라는 화두로 함께 개인사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시간과 내용은 아직 미정이나, 봄이 오기 전에 스케치하여 준비해나가는 것이 목표입니
다. 기획이 정해지는 대로 메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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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주요사건 및 
쟁점 분석 개인사 발굴 및 역사화 작업 홍보 및 재

정
2013/2-3 팀원 모집 및 사업기획 예산안 작성

2013/3-5
1994년-1998년 
자료 정리 및 주
요사건 쟁점 분석

-커뮤니티 홍보를 통한 개인 참여 
유도

-개인사 발굴 대상 탐색 및 확정

홍보물 제작 
및 커뮤니티 
배포
(월 1회 이
상, 온라인, 
오프라인업
소)

2013/6-8 1999년-2003년 -개인에게 글, 인터뷰 및 기타 참여 
요청 
- 글, 인터뷰 완료2013/9-11 2004년-2008년

2013/12-2014/2 2009년-2013년 -인터뷰 및 글 자료 검토, 교정

2014/3-4
자료집 편집 및 교정, 완료
-출판, 독립출판 등 가능여부 탐색
직접탐색, 후원금 모금을 위한 일일호프(?) 기타.

□ 20주년 기념사업팀(가칭)
작성: 시로

* 함께할 사람들 : 민정, 시로 + 

1. 활동기간: 2013, 2월부터 2014, 4월까지 (최소 14개월, 최대 21개월 간)

2. 활동목적: 한국레즈비언상담소(구 끼리끼리) 20주년을 맞아 그간 단체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 
현재의 관점으로 재의미화하는 작업이다. 이를 통해 현재의 활동을 다시금 되짚고 성찰할 수 있
는 계기를 만들고, 나아가 미래의 단체의 모습을 발전적으로 그려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그간의 상담소 활동을 쟁점이 되었던 사건 중심으로 정리하고, 상담소를 거쳐간 활
동가 개인의 역사를 발굴하여 책으로 출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활동내용: (1) 그간의 활동을 시기별로 분류, 주요한 활동과 사건을 분석하고 현재의 관점으
로 재의미화하는 작업
(2) 구 끼리끼리부터 상담소를 거쳐오는 동안 활동했던 개인들의 발굴. 역사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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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협력팀
작성: 선의

1.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담당: 아직 정하지 않음)
- 현재 2013 LGBT 인권포럼 “일단 진정하고 오세요” 기획 중(선의, 야릉)
- 매월 정기회의

2.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담당: 선의)
- 매월 정기회의
- 2월 말 2013년 활동 계획 워크샵 예정

□ 프로젝트팀: <여성이반을 위한 건강생활백서> 발간
작성: 시로

1. 사업명: 여성이반을 위한 건강생활백서

2. 사업의 배경 및 목적: 한국사회에서 여성이반들은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에 시달리고 있
지만 스스로의 성정체성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의료기관의 도움을 쉽게 청하지 못하는 경
우가 많다. 게다가 성소수자로 살아가면서 겪는 극심한 사회적 스트레스는 알콜·약물 중독 및 우
울증 등의 심각한 정신적 문제들을 유발하기도 한다. 실제 미국의 연구결과는 성소수자 청소년들
의 자살률이 일반인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여성이반들이 겪는 정신
적 문제들이 사회적 원인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에서는 그간의 건강
관련 내담사례를 종합하여,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기초 지식과 최소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가이드북을 제작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여성 이반들이 겪는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질환들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고, 적절한 대처 방법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한국인권재단 <인권홀씨기금>을 활용할 예정.

한국레즈비언상담소
2013 정기총회 논의 안건: 회칙 개정(안)

 

□ 개정 이유

1. 개정 이유

  상담소의 회칙은 1995년 제정된 이후, 2005년 8차 개정을 끝으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상담소 활동가들은 지난해 ‘어지(차라) 성폭력 사건’을 조사/해결하는 과정에서 회칙을 검토
하면서, 대대적인 개정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사건 해결 절차나 사건의 가해자 징계에 대
한 조항이 미비한 것도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이유 중 하나였지만, 그간 상담소가 의
사 결정 방식이나 회원의 모집과 활동가의 구성에 있어 변화해 온 모습들을 을 회칙이 충분
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종결된 이후, 뜻 있
는 활동가들이 모여 회칙개정팀을 꾸렸고 개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약 6주간의 논의 끝에  
초안을 세웠고, 전체 활동가들의 의견을 모아 9차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9차 개정(안)은 기존 회칙의 기본적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변화된 현재 상담소의 운
영 체계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특히 위와 같은 사건
이 재발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제3장 총회 및 제5장 징계의 부분을 구체화했습니다.

2. 주요 내용

(1) 제1장 총칙
* 상담소의 목적을 쉬운 말로 풀어씀(안 제2조)
* 사업 내용에서 ‘레즈비언’이라는 용어를 ‘여성 이반’으로 대체(안 제3조)

(2) 제2장 회원
* 회원의 구분 간소화(안 제4조)
* 회원의 권리 및 의무의 내용 수정(안 제5조, 제6조)
* 회원의 탈퇴 규정 신설(안 제7조)

(3) 제3장 총회
* 총회의 소집 시기와 의장에 대한 규정을 현실화(안 제9조)
* 총회 소집의 통지를 총회 개최 7일 전에서 14일 전으로 변경(안 제10조)
* 기존의 의결정족수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회원 2분의 1의 출석을 
요구(안 제11조)
* 의결권의 위임행사 규정 신설(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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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개정 9차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단체는 레즈비언에 대한 모든 
차별과 폭력에 맞서기 위해 노력해 온 <한국
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를 전
신으로 한다. 본 단체는 레즈비언을 대상으로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단체는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이하, ‘상담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상담소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 총회 의사록에 대한 규정 구체화(안 제14조)

(4) 제4장 활동기구
* 제4장의 제목을 '사업팀장 회의'에서 '활동기구'로 변경
* 활동기구를 사무국 및 전체활동회의로 구분하여 그 기능과 구성에 대해 규정(안 제15조 내지 
제18조)

(5) 제5장 징계
* 제5장의 제목을 '징계․제명사항'에서 '징계'로 변경
* 징계의 사유를 다양화하여 구체적으로 나열함(안 제19조)
*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과 하는 일, 활동 기간, 전체활동가회의와의 관계 등을 명시함(안 제20
조)
* 징계 결정의 단위를 총회에서 전체활동가회의로 변경. 단, 사안에 따라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
도록 함(안 제21조)
* 징계의 종류를 다양화함. 징계의 구체적인 수위와 집행에 대해서 전체활동가회의에서 사안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22조)
* 반성폭력 내규를 제정할 것을 염두에 두어 징계에 대해서 내규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함
(안 제23조)

□ 9차 회칙 개정(안)
회칙제정 : 1995년 7월 1일

1차 개정 : 1995년 10월 7일
2차 개정 : 1997년 2월 3일

3차 개정 : 1997년 2월 15일
4차 개정 : 1997년 3월 1일

5차 개정 : 1998년 1월 10일
6차 개정 : 1999년 1월

7차 개정 : 2001년 1월 6일
8차 개정 : 2005년 3월 26일

* 9차 개정 : 2013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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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상담 서비스 제공은 물론 레즈비언을 
억압해온 가부장제와 이성애주의 및 이성애
주의에 근간한 제도에 대항하는 실천적 인권 
운동을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단체는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이하 상담소)”라 칭한다.
 
제3조(사업) 제1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
성하기 위하여 상담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레즈비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사업
2. 레즈비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의 
예방 및 사건 지원
3. 레즈비언의 자긍심 증진과 권리 향상을 
위한 교육
4. 타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한 레즈비
언 권리 운동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자격) 
① 상담소의 일반회원은 상담소의 설립 목적
에 찬성하고, 상담소가 제시한 일정한 구비요
건을 충족하며, 상담소의 사무소를 직접 방문
하여 가입서를 작성한 뒤, 매월 월 10,000원 
이상의 자동이체 후원을 해야 한다.
② 정회원은 제4조 ①의 항목을 충족시키는 
회원 중 소정의 신입회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로 한다.
③ 준회원은 ①에 따라 가입을 완료한 회원 
중 신입회원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자로 
한다.
④ 일반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을 일컫는다.
⑤ 활동회원은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각 사업
팀의 팀원과 팀장, 사무국장, 대표를 일컫는
다. 활동회원은 총회에서 회원들로부터 신임
을 받는 자로 한다.
⑥ 후원회원은 특별한 가입 절차 없이 정기

레즈비언들의 다채로운 삶과 고민으로부터 
구체적인 실천들을 만들어 나가는 여성 이반 
권리 운동 단체이다. 상담소는 레즈비언에 대
한 모든 차별과 폭력에 맞서기 위해 노력해
온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
리’를 전신으로 한다.

제3조(사업)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상담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여성 이반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및 각종 
범죄의 예방과 사건 지원
2. 여성 이반의 자긍심 증진과 권리 향상을 
위한 교육‧연구‧출판
3. 타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여성 
이반의 권리 운동
4. 기타 상담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회원) 회원은 상담소의 목적에 동의하
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마친 사람이
다. 각 활동기구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자를 
‘활동가’라 칭하며, 회원들 중에서 활동의 성
격을 잘 이해하고 전체활동가회의에 상시적 
결합이 가능한 자들로 구성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
리를 가진다.
1. 상담소의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있
다.
2. 상담소의 활동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3. 총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4. 친목, 취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모임을 
조직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5. 상담소의 보유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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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후원을 하는 회원을 일컫는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상담소의 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보장 받는다.
1. 도서 대출
2. 영상물 대출
3. 소모임 조직
4. 임시총회 제안
5. 총회 의결권
② 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
행하여야 한다.
1. 신입회원 세미나 이수
2. 월 10,000원 이상 자동이체 회비의 납부
2.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3.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참석
4.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성실한 이행
 

제3장 총회
 
제6조(총회의 기능)
① 총회는 상담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
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승인
3. 규약 및 제규정에서 총회의 의결을 요구
하는 사항
4. 기타 정회원이 상정하는 주요안건
② 총회는 그 기능의 일부를 총회 의결을 통
하여 사업팀장 회의에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1회 매년 12월중에 대표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에 대표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사업팀장 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6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
무를 가진다.
1. 상담소의 회칙과 내규를 지킨다.
2. 상담소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
3. 매월 회비를 납부한다. 회비 납부의 방법
은 사무국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총회

제8조(총회의 지위) 총회는 상담소의 최고의
결기관이다.
 
제9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연1회 매년 1~2월 내에 전체
활동가회의가 소집하고 활동가 중 1인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
는 때에 전체활동가회의가 소집하고 활동가 
중 1인이 그 의장이 된다.
1. 회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
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전체활동가회의 구성원 중 3분의 2 이상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소집의 통지) 전체활동가회의는 총회 
개최 14일 전까지 회의 목적과 일시 및 장소
를 정하여 회원에게 통지하고 홈페이지에 공
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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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④ 대표는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까지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대표는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3분의 2의 찬성
으로 한다.
② 회원은 서면위임장으로 출석을 대리할 수 
있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활동회원 또는 회
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활동회원의 취임 및 해임, 회원의 회원자
격 박탈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제5장 제12조에 해당하는 자와 진상조사
위원회에 회부된 자
 

 
제11조(권한과 의결사항)
① 총회는 상담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
요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②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출석회원 3분
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칙의 변경
2. 기본 활동 방침의 결정
3. 사업계획 확정
4. 내규에서 총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5. 기타 회원이 상정하는 안건
③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1. 상담소의 분할, 해소 또는 타 단체와의 합
병
2. 기본재산의 처분
 
제12조(의결권의 위임행사)
① 회원은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할 경우 
다른 회원을 통해 서면위임장을 제출하거나 
총회에 서면결의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의결
에 참여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대리인을 통해 서면위임장을 제출
할 수 있다. 대리인은 1인의 의결권을 위임
받을 수 있다. 
③ 서면결의통지서는 총회 개최 12시간 전까
지 상담소에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제1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은 본인의 
징계에 관한 사항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4조(총회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경과와 결과를 기
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사무국에 비치하여
야 한다.
② 총회 개최 후 7일 내에 총회의사록 요지
를 회원과 공유한다.
③ 총회 개최 후 7일 내에 의결사항을 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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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사업팀장 회의
 
제10조(사업팀장 회의의 기능) 사업팀장 회
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총회에 제출할 안건
5. 이 회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1조(사업팀장 회의의 구성) 사업팀장 회의
는 각 사업팀 담당자와 대표 및 사무국장으
로 구성한다.
 

제5장 징계․제명사항
 
제12조(징계․제명사항)
1. 징계․제명의 대상은 회원간의 불신을 조장
하거나 상담소의 이미지를 실추하거나 단체
의 중요한 정보를 유출하는 자이다.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여 상담소
의 이미지를 실추하거나 단체에 해를 입힌 
자이다.

제13조(징계․제명 절차)
1.회원들의 제소가 접수되었을 경우에 사업팀
장 회의-사건 관련자 제외-는 ‘진상조사위원
회’를 구성한다.
2.‘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와 정도는 총회(임시총회)에 참석자 3분
의 2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지에 공지한다.

제4장 활동기구

제15조(사무국의 기능) 사무국은 상담소의 
회계를 포함한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제16조(사무국의 구성) 사무국 활동가는 전
체활동가회의에서 정한다.
 
제17조(전체활동가회의의 기능) 전체활동가
회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각 사업의 계획 및 진행
2. 회원의 징계
3. 총회의 소집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18조(전체활동가회의의 구성) 전체활동가
회의는 사무국을 포함한 모든 활동가로 구성
된다.

제5장 징계

제19조(징계의 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전체활동가회의를 통해 
징계할 수 있다.
1. 회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2. 상담소의 재산을 횡령한 경우
3. 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회원에 대해 정신적‧물리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한 경우
5. 회원에 대해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
6. 기타 상담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20조(진상조사위원회) 전체활동가회의는 
제19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신고 받거나 
그 발생을 인지한 즉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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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징계의 종류는 경고와 제명으로 구분하고 
경고를 3번 이상 받았을 때에는 제명처리가 
내 려진다.
 

제6장 기타 사항

1.회칙에 게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내규와 
관례에 따른다.
2.회칙은 공표되는 날로부터 그 효력이 있다.

성하여 사건의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① 진상조사위원회는 전체활동가회의의 동의
를 얻어 3인 이상의 활동가로 구성하여야 하
며, 사실관계 및 사건의 성격과 의미를 규명
하기 위한 조사를 즉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최대 4주
를 넘지 아니한다. 단, 전체활동가회의의 동
의를 얻어 조사 기간을 최대 2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진상조사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하는 모든 
과정을 기록하여야 하며, 전체활동가회의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이 과정에서 필요
할 시 사건 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공개의 
범위와 내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제21조(징계의 절차)
① 전체활동가회의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단, 
사안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여부
를 결정한다.
② 회원을 징계할 때에는 해당 회원에게 징
계 사유를 통지하고 해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2조(징계의 종류) 전체활동가회의는 징계
의 수위를 결정하고 집행한다. 징계의 종류에
는 경고, 상담소 내외의 노동봉사, 회원 자격 
정지, 활동가의 경우 활동 정지, 제명이 있
다. 

제23조(내규의 적용) 징계에 관하여 내규에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내규의 규정에 의한다.

제6장 기타 사항

1. 회칙에 게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내규
와 관례에 따른다.
2. 회칙은 공표되는 날로부터 그 효력이 있
다.



31

한국레즈비언상담소
2013 정기총회 기타 안건

32

한국레즈비언상담소
Lesbian Counseling Center in South Korea

연락처
02-703-3542 (월~금 13:00~18:00)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1816호 (110-110)

후원계좌
국민은행 498101-01-114263 (예금주: 이진화) 
우리은행 1002-329-844347 (예금주: 이진화) 

외환은행 630-004684-742 (예금주: 한국레즈비언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