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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정기총회

�� �� 말
��하�� 조합�� 여러분!

일�� �� 2022�� 2�� 24일
2021��� 2020��� ��� 코로나19로� 전� ���� ���� 받았습니다.� 가�한� 분들�� 자영
업자들�� ���� ���� 컸습니다.

-� � �� � � �� � -

��� 조합�� 2020��� ��� 2021��도� �기��� 발전�� 한� 해였습니다.�
��� ���� �다�� 발전�� 있었습니다.� 조합�들�� ���� 노력� �분��� 생각합니다.�
���� ���들�� 노력� �한� ��� ��하였�� 컸습니다.

1�� 안건� 상정
2018�� ��� �하� IPCC(기����� �한� ��� �� 패널)�� 20�0� ������ ��해�� 한

- �� 1�� �안� 2021�� ������ 건
- �� 2�� �안� 2021�� ��� ��� �� ����� ���� 건

다�� 발표하였다가� 2021���� 2040���� ������ ����� 한다�� 발표하였습니다.�
�만�� ����� ��한� �생���로�� 전��� ����� 한다�� 것입니다.�

- �� 3�� �안� ���� ���� 건

340여� ��� ����� 기업들도� ������ ��하�� ��하�� 있습니다.� ��나�� 기업들

- �� 4�� �안� ������ ���� 건

도� ������ 하�� ���� ���� �� �� ��� 되었습니다.� �러한� ���� ��� ��� 조합

- �� 5�� �안� ���� ��� ���� 건

들���� 기��기도� 합니다.�

- �� 6�� �안� 2022�� ����� �� ��안� ���� 건
- �� 7�� �안� ���� ��� ��� ���� 건
- �� 8�� �안� 2022�� ��� �선�� ��� ������� 건

��� 2022��� �로�� 도��� 해로� 만들겠습니다.� ��� ��들�� 조합��로� 들���도��
하겠습니다.� ��� 100�� ���� 도전하겠습니다.� 자�발전�� ������ ��000��� ���
���� 만들겠습니다.� �� ��� 분들�� ��하도�� 노력하겠습니다.
조합�들�� ��� ����� ��� ��하�� 한� 해가� 되도�� 하겠습니다.

2�� ��� 안건

전��� 100여� �� ��� �여�� �����조합�� ���� 되�� ����� 되도�� 노력하겠습
니다.

3�� ��� 선언

�� ��� 사업�� 조합�들�� ��� ��� ����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발전��조합� �사��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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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목적

기후 위기로부터 인류를 구한다!

������ 보급� �� 확대��

MISSION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한다!

������ ��� ��� ��� 대����� ���
������������� 설립

� � � � � � � � � ��� ����� ���� ��� ������� 확대� 보급

모든 시민이 RE100에 참여토록 한다!

VISION
2025년까지의
비전

� � � ��� ������ 대���� ����� 공�� 확대
� � � ��� ���� ������ 대�� ��� �� ��적� 공헌
� � � ��� ��적� ����� ��� ��� ���� 창출

1 시민참여형 발전소를 20,000kWp 건설하자!
2 1만명의 시민을 조합원으로 모시자!
3 에너지전환의 사회적 가치를 증대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자!
4 협동조합의 사회적 기여를 통한 모범적인 기업모델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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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보 고 서

�� 1�� 의안
2021�� ����의� 건

의����
��� 제28��� 제45��� ����� 시���
2021�� ������� 제����
����� 주십시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조합원 및 이사회 귀중

2022년 2월 4일

내부감사인은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하 ‘조합’)의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등을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
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조합의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내부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내부감사인은 회계에 관한 사항은 일¹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감사기½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고, 일¹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은 회의Ã·의사Ã 및 질문을 통하여 운영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또한 중요한 업무행에 대하여는 법인의 정관 및 관계법
령에 의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조합의 경영자에게 있으므로 본 내부감사인은 제된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내부감사인 의견으로는 별첨된 조합의 재무제표는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2021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 등을
일¹적인 조합의 회계기½에 따라 중요성 관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부감사정에서 발견된 사항으로 검토 및 수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1. 2020년 발 한 화성공장에 대한 ㈜우진테크의 임대료등 미수금 46,500,000원은
2021년 12월 31일 현재 미수된 상태이므로 비유동자산으로 계정재분류하고, 회수
에 대한 법적45의 진행 등 미수67에 대한 회수전8 진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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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년 4월 4일 발생한 지동성당 발전허가 등록면허세 67,500원과 201:년 이전
발생한 21건축사사무소 관련 500,000원이 선급공사금으로 회계처리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으로 계정재분류하고, 실질적인 자산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조합은 건K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 소유 건K에 대하¬는 일반
적인 회계처리기½에 의한 감가상각을 하¬N 합니다.
4. 손익계산서의 매출과 매출원가에서 수익과 비용이 대R되록 손익계산서 재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이나 상품이 필요 없는 임직원 인적용역 제공을 통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매출로 인Y하기 위해서는 용역원가에 대한 구분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이]한
구분에 어려움이 있다면 영업외수익으로 인Y하¬N 합니다.
5. 조합은 퇴직연금(DC형) 불입액을 퇴직급¬로 회계처리하고 있는k, 2020년 12
월 퇴직연금의 경우 실제 지출 2021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6. 보통예금과 정기예·적금으로 5억원 있는 상n에서 저리의 정자금으로 장기
차입금이 2021년에 6억원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합 안전자금에 대한 검토 통한 자금관리가 필요합니다.

2021년 회계자료 감사보고서에 대한 소명

1. 2020년 발생한 화성공장에 대한 ㈜우진테크의 임대료등 미수금 46,500,000원은 2021년 12월
31일 현재 미수 상태이므로 비유동자산으로 계정재분류하고, 회수에 대한 법적 절차의
진행 등 미수67에 대한 회수전8 진행이 필요합니다.
당년에는 비유동자산으로 계정 재분류하고 회수에 대한 절차 진행 등 미수 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201:년 4월 4일 발생한 지동성당 발전=가 등Ã?=@ 67,500원과 201:년 이전 발생한
21건축사사무소 관련 500,000원이 선급공사금으로 회계처리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으로
계정재분류하고, 실질적인 자산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정을 재분류하겠습니다.

3. 조합은 건K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 소유 건K에 대하¬는 일반
적인 회계처리기½에 의한 감가상각을 하¬N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후 감가상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손익계산서의 매출과 매출원가에서 수익과 비용이 대RÃ 손익계산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이나 상품이 필요 없는 임직원 인적용역 제공을 통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매출로 인Y하기 위해서는 용역원가에 대한 구분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이]한 구분에
어려움이 있다? 영업외수익으로 인Y하¬N 합니다.
각 계정항목에 대해 재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내부감사 조 동 근 (인)

(인)

5. 조합은 퇴직연금(DC형) 불입액을 퇴직급¬로 회계처리하고 있는k, 2020년 12월 퇴직연금
의 경우 실제 지출 2021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회계누락으로 2021년 1월에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6. 보통예금과 정기예·적금으로 5억원 있는 상n에서 저리의 정자금으로 장기차입금이
2021년에 6억원 증가하고 있습니다.조합 안전자금에 대한 검토 통한 자금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조합의 사업특성장 공사수주시 원재료와 외주가공비가 선지출되고 또한 조합원의 감좌 요청,시
민펀드반환 등으로 인해 일정수준 이상의 현금보유는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현금을 관리하겠습니다.

2022년 2월 10일
경영관리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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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평가]
�
��� ���� 2021��� 다�한� 사업� ���� �증하고� 건�한� ���� 발��� ��한� 한해였습니다.

�� 2�� 의안
2021�� ��� ��� �� ����� ��의� 건

��� 발전소�� ��� 25개,� �� 2,800kWp�� 15개� 발전소,� 1,460kWp� ���� �행하여� 2022��
3��� �공� 예정입니다.� ���� ��� ���� �� 발전소�� 40개� 4,260kWp�� 증가하�� 됩니다.� 이
�� ��� �� 1600여� 가�가� 사��� 수� 있�� 5,650,000kwh�� ����지�� ��하�� 되며,� ���
6,340ton�� 이���소�� ��하�� 됩니다.�

���� 외�이� 2020�� 대�� ��� 이�� ��하여� 66억원�� ���� ��하였고� ��지공�� 참여
�업�� �정되�� 건물지원사업,� 공동주택,� 주택지원� 사업�� �공���� 수행하였습니다.�

2021�� 외�발전소� 건��� ��한� �� 발전소� ��� ���� 3,916.16kWp�� 이�� ���
4,393ton�� 이���소�� ��하�� ��가� 있습니다.�

������ 시민����� �� 29억원��� 41억원��� 증가했고,� 2021�� 시민���� 6억8천여만
원�� ��하여� ��이� �정�인� ������ 갖추었습니다.�

의����
��� 제28��� ����� 시���
2021�� ��� ��� �� �������
제���� ����� 주십시오.

� 공��인� �동�� 한국사���업��원��� �시한� 사��가�� �정��� �수� ���� 받�� 대외
����� 인정받았습니다.�

��시민��발전�동���� 전국� 86개�� 시민참여�� ��지�동���� ��� ����� 전국시민
발전�동������� ���� ������ �추�인� ���� 하고� 있습니다.�

2021��� ���� �대�� 2022��� ���� ���� 다지고� ���인� ���� 하여� 100억� ����
바���� ����� ���� 것입니다.

2022���� ��� ��원���� ���인� 참여�� �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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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광� 설치사업
�� �합원� ��� 사업

안산,� 광명,� 군포,� 화성,� 안�시� �� 지자�의� ��업�� �정� �의�� ��� 시공기업에� �정��� 5개�

�합원�� 지인� 소개,� 지������ �� ���합� �합원� 유치,� �합원� ��� ���� 감�� 유���

소�� ����� �� 공동��에� ��다� ��� �� 경��� ��� �에� 500�� �하� 소�� ��광� 발전시설

��� �합원� 가입� 유지,� �합원� 증�� 대�� 개�� �으�� �합원� 증가�� 2020�� 1,130����

�� 설치했습니다.

2021�� 1,254�으�� ��� 대�� 10.9�� 162�이� 증가하였습니다.�

�� 183개� 65���� 완공,� �소� ���� �� 65tCO2에� ��하�� �의� ��� �� �환경� 에너지� �산에�
기여하�� 5��의� 하자��� 기��� �하여� �니��광� 설치사업�� �니�� A/S도� ��� 진행하�� 있
습니다.

�� ����소� 설치사업
��� ��� ���합�� �� 25개,� 2,802kW�� ���� ����소�� ��하�� 있으며,� 2021��
������ ������ �� 사면,� 원��� 공����� 주��� �� 15개� 1,460kW�� ���� ��소�

�� 연대사업

건설�� 추진,� 2022�� 3��� 완공� 예정입니다.

조합�� 협동,� 지역사회�� 연대,� ���에너지� 제도개�� �� 정�� 수��� 위�� 연대�� 위��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경기도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 연대사업�� 진행하였습니다.

�� ����지공�� �여기업� 선정
신����지� 산업�� ����� �하여� ��지원�� 다��하�� ����지�� 안정�인� ����
�하여� ������ ��지��� �� ��가�� ���� 감소,� 2050� �소��� 추진� ���� �하여�

��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 공��� 신·����지원인� ����� 건물� �� 주택�� 설치�� ��� 설치��� ����

����� ��광� ��� 사업�� ��� 경기도� �� 20��� ��� ��광� 설�에� 대�� ��� �� �지���

정�가� ��� 지원하�� 사업�� 진행하�� 있습니다.� ��� �합�� 이� 사업�� �여하여� �공�� 진행��

���� ��하�� 시민(사용자)�� 에너지협동조합�의� 소��� ��� 시민에�� ��에너지에� 대��

�� 있�� �여기업�� 지원,� 선정�� �하여� 2021��� 건물지원,� 주택지원� 사업� �� 추진,�

����� �후� 에너지자�� ��도�� 높였습니다.

진행했습니다.
�� 위탁사업
�� ����지공�� 건물지원사업

안산시� 에너지� ���� ���으��� ���� 제품�� ��광� 제품,� ���� 에너지� 제품�� 전시,�

2021��� 건물지원사업으��� �� 19개가� 선정��� 안산,� 이천,� 용인,� 평택,� 순천,� 춘천,� ��� ��

판�하여� 시민�의� ��에너지� 수용성� ��에에� 기여하�� 에너지자�� 도시� 안산�� �����

���� 657.16kW�� �����소� 공사� 완료했으며,� �소� ���� �� 737tCO2�� ��하�� ���

기여했습니다.

�감� �� ���� ��지� 확산�� 기여하였습니다.
�� �국사회적기업진�원� 사회적� �치� �정� ‘우수�� ��� 판정
�� ����지공�� 주택지원사업

�국사회적기업진�원에�� 진행�� 사회적� �치� �정� ��� 사회적� �치� ���� 위�� ��적��

2021��� 주택지원사업��� 공�주택�� ��주택� ��으�� ���지��� ��주�� �치��

경�시���� ���� ��적�� �동�� ���지�� 있으며,� 높�� 성��� �성하�� 있�� 수�으��

공�주택� 1�지�� 30kW�� 7개소�� ��주택� 3kW� 21개소가� 선정��� 공사� 완료하였으며,� ��

‘우수�� ���� 판정받았습니다.

28개� ��소� 273kW� 완공,� �소� ���� �� 306tCO2�� ��하�� ��� 감�� �� ���� ��지�
확산�� 기여하였습니다.� ��주�� �치�� 공�주택인� ���이� ��� ����� ���이� ���

�� 지역사회공헌

사�����합�� ������ ��하여� 기�� �기� 대�� �� 주��이� �여하�� �소��� �천�

2021�� 지역사회공헌�� 위�� �� �����원��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에너지��� 수�금� 사회�

���� ����지� ��� 확대,� ��지� �감� ��� ��� 공�� ��하기�� 했습니다.

환원,� 에너지� ��� ��� �정에� ���� 조명� 개�� 사업� �품� 지원� 300�원� 사회� 환원,� 안산시ž
����원�수������ ��자� 대�� 회의�� 협��� ��� �니��광�� 에너지� 사용에� ����

�� ���� 설치사업

경��� 5개소,� 78��� 설치,� �� 83개�� ��� 설치� 41,500,000원� 사회� 환원,� ��� �동자� �원� ��

��� ��사업�� 확대�� ��� �����지� ����� ��� 있�� ������ ����지� 사업�

��� 사업� 후원금,� 4.16� 기���소� 후원금,� 후�시�� 10�기� 후원금� �� 다�적�� 지역사회공헌��

소개�� �설��� 진행했으며,� ��� ��� ���� �� 30개� ��소� 2,966kW�� 설치,� �소���� ��

했습니다.�

3,328tCO2�� ��하�� ��� 감�� �� ���� ��지� 확산�� 기여합니다.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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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방향

1.� 조직사업

✔� ����� ���� ����� 얻자!

�� � � 적

✔� ���� ����� ��자�� 되자!

��시����������� ���� ���� ���� �� ���� ����� ����
기�� �기�� 대��기� ��여� ����� ����� ���� ���� ���� �여�� ���
������ 확대·���� ������ 도시� ���� 기여한다.

1. ��� ���� ������ 실��� ���� ��� ����� ������� 실천한다.
2. ��� ��� ��� 실천��� ����� ����� 형성한다.
3. ������ ��� ���� ������ ���� 참여한다.

2021�� 3�� 중점목표
추진방향

Ⅰ.� ������ 500kWp� 증설

� � �� ��� 시�사���� ��� ����� ���� 유��� 수� ��� 사업추진

Ⅱ.� ���� 2,000명� 달성

� � �� ���� ��� 시� ��� ���� 유�� �� 수� �도�� 유도

Ⅲ.� ��� 62억�� 달성

� � �� ��기�� �수�� 게시,� �사� �여� ���� ��� �한� ����� 강화

2021�� 목표� ��� 달성율
목표

실적

달성율
� � � � � � � 조��� 증가율

������ ���

500kWp

1,460kWp

292%

조합원(명)
매출

2,000명

1,254명

62.7%

62억

�� 66억

106.4%

--2222 -

연도

2020년

2021년

증가율

���� 수

1,130명

1,254명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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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 현황

1�1�� ���� 현황
■2021�� ��� ���� 현황

<�도�� ���� 현황>
년도

2021�� ��� ���� 현황

� 단위:원�

� 이월(원)�

� 증액(원)�

� 반환(원)�

� 잔액(원)�
      0ºNº'N

2013

     'º



    º Nº'N

 

2014

    0ºNº'N

    0º 'º6

   6º º



     , º  º0



2015

   , º  º0



   '0º º

   ºN º



     6'º' º0



2016

   6'º' º0



    'º0N0º'''

   '6ºNº0

     'º0'Nº 6

   NNºN º,

     N 'ºº'N0

º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17

   'º0'Nº 6

   'ºNº6 

19명

12명�

11명�

18명�

9명�

10명�

2018

   N 'ºº'N0

   ''0ºN' º

    ''ºN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9

 º 0º6º'N0

   0'NºN



20명�

6명�

6명�

5명�

8명�

38명�

2020

 º 0'º,N6º'   º º06º060

2021

- 2021�� ��� ���� �� 162�� 증가

누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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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6,228,759�

º

º



  º 0º6º'N0

   º6º 6'

  º 0'º,N6º'

  '0º 6º'

  ºN,º6º0'N



� 1,709,370,000

� � 510,260,728�

5,597,623,862�

1,477,38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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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5,338,031� � � �

■�도�� ����� 현황

■���� 이용고배당(활동포인트제도)

년도

이월(원)

증액(원)

반환(원)

잔액(원)

2015

-

200,460,000

-

200,460,000

2016

200,460,000

1,332,640,000

149,000,000

1,384,100,000

2017

1,384,100,000

487,040,000

260,940,000

1,610,200,000

2018

1,610,200,000

721,600,000

643,360,000

1,688,440,000

2019

1,688,440,000

402,260,000

274,300,000

1,816,400,000

2020

1,816,400,000

-

1,067,900,000

748,500,000

2021

748,500,000

-

682,500,000

66,000,000

누계(원)

-

3,144,000,000

3,078,000,000

66,000,000

--2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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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황

����� �원�� 활동
목� � � 적

활동포인트 종류

금액(원)

1

조합원 가입 권유

1,480,000

2

운영위원회

1,030,000

3

위원회 활동

20,000

4

이사회

4,450,000

���� 운영�� �사�정�� 위�� 이사회�� 운영하고�� ��원�� 운영� ��� 확대�� ���
운영�� 원��� ��하�� 위��� �정� 목��� ��� 위원회�� ��하�� 운영한다.

�원�� 목록
�� 이사회� � � � � � �� 운영위원회

■이사회(13회)
�� 차

5

캠페인 및 행사

�� 시

임원

참석

��� 안건
■��원� 현황� �� ��원� ��� 현황

366,000

■����� �정� ���� 건

6

연대 실무 활동

50,000

제84차

1월20일(수)�
16:00

14명

9명

■대�원� 정수� �� ���� 확정�� �원� 정수� 확정�� 건
■�회� 일정� 연��� 건
■�������������� �����대�� 연대보

7

대의원 활동

��� 건

4,000,000

■�사보고�� 건
■2021�� 대�원�회일정� �� ��� �건� 확정�� 건

합

계

11,396,000

■대�원� 이�고� 배당(포인트)��� ���� 건
제85차

2월18일(목)
10:00

■2020�� 사�보고� ��보고�� 건
14명

8명

■2021�� 사���� �� ��보고�� 건
■대��� ����� ���� ����� 대��� 건
■2020�� ��원� ���� ��� �� ���� 건
■����� �정�� 건
■2021�� 차�� 이사�� ���� 건
■������ ��� �원� ��� �� 배�� 보고

제86차

3월3일(수)
10:00

14명

9명

■배당�� ���� 건
■이����� ���� 건
■2021�� 차��� �고� 한�� �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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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차

제87차

일 시
3월23일(화)�
14:00

임원

13명

참석

12명

논의 안건
■��이사� ��의� 건

■운영위원회(12회)
회 차

제88차

제89차

제90차

제91차

제92차

16:00

5월20일(목)
16:00
6월24일(목)
16:00
7월22일(목)
16:30

8월26일(목)
16:30

13명

13명

13명

13명

8명

12명

8명

11명

10명

1월6일(수)
14:00

5명

■이사회,� ����회� ��� 50,000포인�� ��의� 건

2

2월4일(수)
17:00

5명

9월30일(목)

3

3월31일(수)
10:00

■��결의�� ����� 위��결의� 건
5명

16:00

11명

■���������� ���� 설�� ��� ��보�의�
건

고�� ��의� 건

4

4월8일(수)
14:00

■���회� ��� ��의� 건
5명

10월28일(목)
16:00

13명

9명

■���� �가� �원사�� ��� ��� ��의� 건
5

5월12일(수)
16:00

4명

■����� ���� �고의� 건
■��원� ���� ��의� 건
■��1�� ������ �원� ��의� 건

■������ �� 4건의� ���� 설�� ��� ��보�의�
6

건

■이사회,� 운영위원회� ��� 50,000���� ��의� 건
■영��� ��의� 건

■���� ��의� 건
■���� ��� ��의� 건
제94차

■����� ��� ��� ��의� 건
■운영위원회� ��� �의사항� ���의� ������� ��

■�,0�0��� �사�� ��� ���� ��� ��� 확보

■���� ��� ��의� 건

13명

■������� ���� ����� ��의� 건

■2021�� �원� ��의� 건

■���� ��� ��의� 건�
제93차

■2021�� �원� ��� �� ���� ��의� 건
■��� ��의� 건

■��� ���� ��� 논의

질권설정)

■���� ��� 사��� ���� �가� ��의� 건

■2020�� 사�� �� 결산보고

■����� ���� ��의� 건

■���� ��� ��의� 건

■��의� ��� �영� ���의� 건
■2020�� 사�� 가결산보고

■���회� ��� �정의� 건

■���� ��� ��� 건� ��� ��� ��의� 건

논의 안건
■2021�� �원� ��� ��의� 건

■사��� ��� 건(����설�� ��설정� �� ��보��
13명

참석

■����회� ��의� 건
1

4월15일(목)

일 시

6월17일(수)
17:00

5명

■��� 운영위원회� �건��� 보고
■사�� 보고� 사항

■������� ���� �설��� ��의� 건
■���� ��� ��의� 건
제95차

11월22일(월)
16:30

13명

8명

■���� ���� ���� ��� �정의� 건
■사�� ��의� 건

7

■���설� ���� 설�의� 건
■���� ��� ��의� 건
제96차

12월23일(목)
16:00

■4���� ��� ���� ��� 5�� ��의� 건
13명

10명

■4���� ��� �의회� ��� �사� ���의� 건
■����� ������ 개설,� ��� ���� 3,000포인

8

7월15일(목)
17:00

8월19일(목)
17:00

4명

■2,1�0��� �사�� 위�� ��원� �가�� ��� 의견

■사��� ��의� 건
5명

■사회������ �산�사회������ �원의� 건
■��원� ��� ��� ��의� 건

�� ��의� 건

--3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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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월15일(수)
10:00

5명

2�� ��발전소� 설치사업

■���� ��� ��� ��의� 건
■��� ��� 논의
■���� ��� ��� ��의� 건

10

11

10월21일(목)
16:30

11월17일(수)
17:00

�� � � 적

■������������� ���설�� 대�� 연대보증
4명

4명

의� 건
■���� ������ 설�� �� ��� ���� ��� ���

○시민� 주도��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로� 「시민�자�� 태��발전소� 건립」�� ��� 재

���� 대�� ��� ��의� 건

����� ��� �� 기�� �기� 문제,� ����� ��� ��문제�� ����로� 대응

■���� ��� ��� ��의� 건
■��� �� ��� ���� ���� ��� ��� ��의� 건

○�재� 25�� 2,802���� �� 태��발전소� 운영� ���로� 안산시� �� 공공재산� ���� ����� 태
��발전소� 건립� �� 조합�� �대�� ���� ���자립도� 제�� �

■���� 증�의� 건
■���� ���� ��� ��의� 건
12

12월21일(화)
10:00

추진방향

■4�16� ��� ���� ��� 5�� ��의� 건
5명

■4�16� ��� �의�� ��� ��� ���의� 건
■연월�수�� ��의� 건

○안산시� �� 공공기관,� 도서관,� ����� �� 건�� �� 주차장� �� �대로� 발전사�� 허가,�

■����� ���� ��� ��� 개설,� ����� ����

�발��허가� �� �허가� 추진

��� ��� ��� �� 3,000���� ��의� 건

○안산시� �� 공공기관�� 협���� 추가� ��� �� 운영

2021년� ��발전소� 추진� 실적
발전소명

1
2
3

안산시민햇빛
26호~32호� 발전소
안산시민햇빛
33호~37호� 발전소
안산시민햇빛

--3232 -

장소

(kWp)
660

발전량

800

공��거�� 주차장

867,240

자전거도로

1,051,200

시�호�로� 사면
1,460

비고

(년/kWh)

시�호�로�

42호~44호� 발전소
2021년� 합계

예상

설비용량

� 15개

--3333 -

3월
�공� 예정
2월
�공� 예정
2월
�공� 예정

1,918,440

■������� ���� ��� ��량� �� ��� 절감량

�� ��� ��발전소� 현황
2021�� ��발전소� 현황
번호
1
2

※ 탄소 절감 규모는 한국에너지공단 무연탄 탄소배출계수 1.122 적용

발전소명
안산중앙도서관
���� 1호발전소
안산시민햇빛발전
호수��민� 2호� 발전소

설비용량

장소

(kWp)

준공일

30.0

중앙도서관� 옥상

2013.05.21

19.8

중앙도서관� 옥상

2014.09.30

3

안산시민햇빛3호발전소

199.66

상�수��관� 옥상

2017.12.26

4

안산시민햇빛4호발전소

299.88

��������� 옥상

2015.06.30

5

안산시민햇빛5호발전소

99.855

�������� 옥상

2017.03.09

6

안산시민햇빛6호발전소

76.86

�����관� 옥상

2017.04.13

7

안산시민햇빛7호발전소

99.855

안산�����전�� 옥상

2017.05.08

8

안산시민햇빛8호발전소

99.855

반월배수지

2017.01.23

9

안산시민햇빛9호발전소

99.83

��시민�� 옥상

2017.12.18

����관� 옥상

2017.12.13

�소�수�관� 옥상

2017.11.01

�����중계��시�� 옥상

2017.05.25

10

안산시민햇빛10호발전소

199.325

11

안산시민햇빛11호발전소

50.25

12

안산시민햇빛12호발전소

149.94

13

안산시민햇빛14호발전소

236.5

��배�민��� 옥상

2018.12.10

14

안산시민햇빛15호발전소

67.68

������소� 옥상

2018.10.15

15

안산시민햇빛16호발전소

97.09

반월배수지� 옥상

2018.12.04

16

안산시민햇빛17호발전소

98.6

��배수지� 옥상

2018.12.04

연도

전력생산량(MWh)

탄소절감량(tCo2)

���전소� ��� 수

17

안산시민햇빛19호발전소

207.36

안산�수�� 옥상

2018.08.09

2013년

23

26

1

18

안산시민햇빛20호발전소

99.9

안산�수�� 옥상

2019.11.22

2014년

49

55

2

19

안산시민햇빛20-1호발전소

19.24

안산�수�� 옥상

2019.11.22

2015년

228

256

3

20

안산시민햇빛21호발전소

70.56

�������관� 옥상

2018.12.31

2016년

473

531

3

21

안산시민햇빛23호발전소

99.9

안산�수���� 옥상

2019.12.18

2017년

1,064

1,194

12

22

안산시민햇빛24호발전소

99.9

안산�수���� 옥상

2019.12.18

2018년

2,156

2,419

18

23

안산시민햇빛18호발전소

99.9

안산������ 옥상

2020.08.20

2019년

2,978

3,341

22

24

안산시민햇빛22호발전소

80.85

����관� 옥상

2020.04.22

2020년

3,486

3,911

25

25

안산시민햇빛25호발전소

99.9

������� 옥상

2020.12.02

2021년

3,605

4,045

25

누계

14,062

15,67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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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계

25개

2,802,5

--3535 -

��� �������� ����� 선정
�� � � 적

��1�� ����지공�� 건물지원사업
�� 2021��� 건물지원사업� �공���

� � � �� 2021�도� 신·����지� 보급사업(주택지원,건물지원�� ���� ��� ����지� �대� 보급�
� � � �� ���� ��� ��� ���� 기�� 마련
� � � �� ������� �대�� ����� ��� ��� 기대
성포동성당

성남동성당

신둔성당

주식회사하이텍환경

다원아이켐

삼위정밀

진행방향
� � � �� ����지공�� 신·����지� 보급사업� ��기업� ���건� ��� �� 대응
� � � � � ·� 준비사항�� ��� 절차,� ��� 항�� �� 기준,� ��� 방법,� ��� 기�� 등� ��� �
� � � � � ·� ��� 항�� 준비�� 공사면허,� 기�� ��� 보유,� 시공실적,� 기업� 신용도,� ��물����보�� 등
� � � � � ·� 시공실적� ��� 준공� �시� �주�� �급��� ��� ��� � � �

�� �� 19�� ����1����� 선정�� �소��량� �� ������2� ��� �� �환경� ��지� ��� 기여

��� �� 2021��� �������� ����� 선정

※탄��감�모�� 한������� 무연탄� 탄���계�� 1.122� 적용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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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신둔성당
성포동성당
은계동성당
성남동성당
안산횃불감리교회
주식회사진영
다원아이켐
주식회사하이텍환경
두레생협연합회
주식회사모음
삼위정밀
사과나무치과
순천YWCA
이옥화
푸른숲어린이집
(재)원불교� 김포교당

주소
경��� 이천�� 사음동
경��� 안산�� ��구� 성포동
경��� 화성�� 방교동
경��� 성남�� 중원구� 하대원동
경��� 안산�� ��구� 일동
경��� 화성�� 서신면
경��� 안산�� �원구� 성곡동
경��� 안산�� �원구� 성곡동
서��� 구로구� 구로동
경��� 용��� ��구� 하갈동
경��� 안산�� �원구� 성곡동
경��� ���� 안중읍
전�남�� 순천�� 저전동
경��� 안산�� 대부동
경��� 안산�� �원구� 선부동
경��� 김포�� 감정동

설치용량
56.76kWp
45.58kWp
5.16kWp
15.48kWp
10.32kWp
9.03kWp
19.35kWp
135.45kWp
44.59kWp
50.31kWp
199.52kWp
38.70kWp
13.76kWp
3.44kWp
3kWp
4.55kWp

(재)원불교� 남춘천교당

�원�� 춘천�� 효자동

7.28kWp

고려환경건설주식회사
한창빌딩

경��� 이천�� 관고동
경��� �원�� 매탄동

4.30kWp
10.92k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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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공�� 주택지원사업

��� ���� 설치사업
�� � � 적

■2021�도� 주택지원사업� 시공실적�

� � �� 화���� 사용��� 기���� 기��화에� 대응,� 에너지전���� ��에너지� �산을� ��여� 시민�을� �
대���� ��� �양한� 교육·���� ��� 태양광� 발전� ��� ���� �도� 태양광발전소� ��� ��� 확대
� � �� 지�에�� �산�고� 사용���� 전�� ��도�� 에너지� ��에� 기여
추진방향

� � �� 태양광발전소에� ��� ��� 시민�에�� ��에너지� 사�소��� ���을� �한�

�양주� ����� 별내

� � 시민� 발전사��� 확대
� � �� 햇빛� 발전��� 에너지� �산� 경�을� ����� �을� �� ��� ��과� 안전한� 시�� �
�� �� 30�� 발전소� ��������� 설치� �소��량� �� 3�3������� ��� �� ���� ���� ��� 기여
※�소������ 한�에너지��� ���� �소����� 1.122� 적용

양평

안산

안산� 대부도

안산

안산� 대부도

안산� 대부도

�� �� 28�� ��소� 2������ 선정�� �소��량� �� �0����2� ��� �� ���� ��지� �산� 기여
※�소������ �������� ���� �소����� 1�122� 적용
공사명

주소

설치용량

���� ����� 별내� 7개소

���� ����� 별내동

210kW

2021
��용� ���� 3kW� 21개소

--3838 -

63kW

발전소명

발주사

설치용량

경기도민� 햇빛발전소� 1호기

경기에너지협동조합

99.9kW

경기도민� 햇빛발전소� 2호기

대부도협동조합

99.9kW

경기도민� 햇빛발전소� 3호기

부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99.9kW

그린농경안동태양광발전소

그린농경발전협동조합

74.52kW

��산��지� 태양광� 햇���� 1호� 발전소

안산엑손알앤디

99.56kW

대부도협동조합� 5호� 발전소

대부도협동조합

98.77kW

����지� 1~2호� 태양광발전소

구리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199.41kW

����지� 1~2호� 태양광발전소

구리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199.29kW

창원�리�리�소��화��� 1호� 발전소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99.68kW

창원�리�리�소��화��� 2~4호� 발전소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299.52kW

시흥시민햇빛� 4~6호� 발전소

시흥에너지협동조합

299.29kW

침산오봉� 1기� 태양광발전소

침산오봉협동조합

33.67kW

화성한과시민햇빛발전소

화성한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99.645kW

전��고� 햇빛발전소� 5호기

빛고을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99.645kW

전��고� 햇빛발전소� 1~4,6호기

빛고을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499.2kW

��산����� 1,5,6호기

빛고을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289.695kW

��산����� 2~4호기

빛고을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224.16kW

에��에�� 태양광발전소

오*섭

49.95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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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설치사업
1)사업개요
가�� ����� �� 안산,광명,군포,화성,안�시� 5�� ��� ��주택� �� 공동주택
나�� 설치��� �� ��다� ��� �� ���� ��� 등
다�� 설���� �� 500�� ��� ��� ��광� 발전시설
화성한과

창원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바�� ��기�� �� 2021�� 5�� 1�� �� 2021�� 11�� 30�� (���� ��� 시� 조기마감)

2)사업주체
�� ����� ����� ��� ���� 거침

3)사업���
�� �� 183개� ������ 완공�� ������ �� �3���2� ��� �� ���� ���� ��� 기여
※���감���� �����공�� ���� �����수� 1�122� 적용

■���� ������ 사업� 1차

경기아트센터

�� 설치현황
구분
계

수량(용량)

보조금

78개

35,100,000원

(25,740W)

(경기도40:안산시50)

설치자부담금

합계

3,900,000원

39,000,000원

�� 설치� ��� 가�� 수

갈매배수지

가구수

용량(W)

강북배수지

난간

옥상

계

330

78

-

78

총계

78

-

78

설치자부담금

합계

1,300,000원

13,000,000원

■���� ������ 사업� 2차
�� 설치현황
구분
������ 태양광발전소

시흥시민햇빛발전소

--4040 -

계

수량(용량)

보조금

26개

11,700,000원

(8,580W)

(경기도40:안산시50)

--4141 -

�� 설치� ��� ��� 수

■���� ������
�� 설치현황

가구수

용량(W)

난간

옥상

계

330

26

-

26

총계

26

-

26

■광��� 미니태양광

구분
계

수량(용량)

보조금

7개

6,359,760원

(3,950W)

(경기도40:화성시40)

계

수량(용량)

보조금

41개

19,750,500원

(13,530W)

(경기도40:안산시50)

7,286,400원

설치자부담금

합계

1,534,500원

21,945,000원

난간

옥상

계

325

2

-

2

660

-

5

5

총계

2

5

7

설치자부담금

합계

990,000원

4,950,000원

가구수

용량(W)

난간

옥상

계

■���� ������

330(베란다거치형)

31

-

31

�� 설치현황

330(옥상고정형)

-

10

10

총계

31

10

41

구분
계

■�양�� 미니태양광
�� 설치현황

계

926,640원

가구수

용량(W)

�� 설치� ��� ��� 수

구분

합계

�� 설치� ��� ��� 수

�� 설치현황
구분

설치자부담금

수량(용량)

보조금

10개

3,960,000원

(3,300W)

(경기도40:군포시40)

�� 설치� ��� ��� 수
수량(용량)

보조금

21개

11,880,000원

(9,900W)

(경기도40:안양시40)

설치자부담금

합계

2,970,000원

14,850,000원

�� 설치� ��� ��� 수
용량(W)

가구수
난간

옥상

계

330

12

-

12

660

9

-

9

총계

21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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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W)

가구수
난간

옥상

계

325

66

7

73

650

1

-

1

총계

67

7

74

- 43 -43-

��� 사���� ������ 설치사업

■협약서

1)사업개요
가�� ��대�� �� 안산시� �원�� 광덕1�� 80� 호수마을풍림아이원아파트
나�� 설치��� �� ��다� ��� �� 경비실� ��� 등
다�� 설비��� �� 330W� ����광� 발전시설
라�� �원��� �� 1개�� �� 500,000만원
마�� ����� �� 2021�� 4�� 22일� ~2021�� 12�� 31일

2)사업주체
안산시,�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호수마을풍림아이원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3)사업결과
총설치용량(kWp)
�� 28kWp

설치개수
세대
78

경비실
5

--4444 -

계
83

--4545 -

��� 연대사업

■����� ������ ��� 확인증(���� ��확인증� �� 82건)

�� � � 적
조합�의� 협동�� 지�사회�의� 연대�� 신��에너지� 제도개�� �� 정�� ���� �한� 연대��
���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경기도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 연대사��� 진행한다.

추진방향
○전국� �� 경기도� 시민��발전� ����� ��협�� 사�� 참여
○안산시� 지�� 협동조합�� 사회적기��� ��협�� 사�� 참여
○안산시� 지�� ��� 협�� 사�� 참여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회�사�� 신��에너지� �련� 제도개��� 정�� 마련�� 전국�
공동부지개발�� ���� 부지조사� ���� 작�� �� ��� 동�상� 제작�� 정기총회�� 이사회�� ���� �의�
연대�동� 전개
<전국연합회� 이사회� 8회>

1

일시
2021.02.03

내용
1.� 총회� 준비
1.� 회원조합에� 대한� ��� �� ��� 시행� �정� 마련
2.� ��� �안� 논의
3.� 한국�� ���� 개�� �지의� 건
4.� �발협� ���

2

2021.04.07

5.� 사회연대신협(가칭�� 참여
�.� 시민참여협동조합� 연합회� 가�� 기준� 마련
(1�� 조합원� �� �� 도시� 50명이상�� �� ��이하� � 20명이상�� 마�협동조합� (기준
��� 조합�� 준회원�� 연합회�� 정부정�기준마련�� �한� 기준�� 다��� 있음
(2�� �기��� ����� �� 10만원이하
(3�� ���적� �� 기��기� 대응�� 시민참여� ����� �한� ��에너지�의� 전환

--4646 -

--4747 -

3

2021.06.09

운��

전국협� 공동대표� 회의(6.14,월)

(4)� 운영��� �� 이사회�� 정기���� 운영��� ��� �주�� 운영���� �출�

사회적경제기�법� 공청회(6.15,화)�

것,� 총회운영.� 기���� ���� 경����� �서� ��원�� ��� 수� ���� 한

(2차)협동조합� 정책협의회(6.17,목)

다.
1.� 제�개선위원장� �선�� �� 최승국회장

대�민국� 사회적경제� ��회� 민관공동추진위(6.17,목)�
전국협� 1차� 이사회(6.29,화)
대�민국� 사회적경제��회� (7.2-4,�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 ��회� ��� �� 상�출�� 논의
3.� ���원사�� 개시�� 위한� 선정위원회� 구성� �� 운영위�� 수행

7월

4.� ��회� �의� 전기공사��신청� ��� 준비
4

2021.07.28

8월

1.� �시총회� 개최� 준비
2.� RPS제�� 운영��� 개정� �대� 청원
1.� �원선출� 선거관�위원회� 구성� �� 정관개정(안)� 제출

5

6

2021.08.17

2021.09.30

2021.11.11

2021.12.22

전국협� 공동대표� 회의(8.30,� 월)
협동조합법제토론회(9.9,� 목)�
(3차)협동조합� 정책협의회(9.16,목)�
전국협� 2차� 이사회(9.29)

3.� 회원��� ���원사�� 공�� �� �사��� 검토

��진� 협동조합������미� (9.10,� 9.17,� 9.24,� 10.01)
조�발전��위�회� �동�과� 4차� 회의(10.13)�

2.� 2020년� 사���� 논의의� 건
1.� �원��� 분담

10월

2.� ���원사�� 공�� �장�

11월

2. FIT국�청원� 운�� 추진(1월� 15일� �� 2월� 14일)

��진� 협동조합������미� (10.7,� 10.13,� 10.20,� 10.27)�
협동조합������미� 성과보고회(11.02)� ���미� ��사례� 발표회(11.22)
국제협동조합연맹(���)� ��대회� (12.1~3,� 워커힐호텔)�

12월

(4차)협동조합� 정책협의회(12.16,목)
전국협� 3차� 이사회(12.21)

2.� 회원��� ���원� 출�� 대상� �사� �� 확정
3.� FIT��� 제�개선� 추진
1. ��회� ���화� �� 기구개편

8

2021� 협동조합의� �� 기념� 세미나(7.3)
��진� 협동조합������미� (8.3,� 8.10,� 8.17)�

2.� 한국사회���대기금� 대출� �정� 검토

3.� ��운영� �� 제�개선위원회� 위원� 보충
1.� 전국시��전협�����회� ��� 변경논의
7

9월

사회적경제기념식(정부포장,� 학술/정책포럼)

<�����전�전국��워크� 4회>
구분

활동내용
총회(2021.02.04)

3. 대선대응논의

정관개정

<전국협���협의회� 12회>

정세���� �� 2021�� �����전�� 운동의� ��과� 전망

구분
1월
2월

��� 총회� 회의�� 승인

활동내용
사회�경제� 신년회(1.18.월,� 화상회의)�
전국협� 1차� 총준위(1.22.금.� 화상회의)
전국협� 2차� 총준위(2.22.금.� 화상회의)

운영진� 선출
2월

2021�� 사업��� �� 예산

전국협� 이사회(2.22.금,� 화상회의)-선거관�위원회� 구성
전국협� �시이사회� 화상회의(3.10,수,� 화상회의)�

2021�� �����센터� ��� ���� 위�� 워크숍
1차워크숍(� �����센터� �동�� 워크숍)

(1차)협���� 정책협의회(3.19,금)
3월

2차� 워크숍(������ 위�� 사례워크숍)

한국협���국제�대� 정기총회(3.24.수)�

총3회�(02.16/� 02.19/� 02.23� � 14�00~16�00,� ��인� 줌)
�전�� 운영위((2021.04.20,� 2021.05.18,� 2021.06.22)

전국협���협의회� 정기총회(3.31.수)�
한국사회�경제�대회의� 정기총회(3.31.수)
보궐선거(서울시장,� 부산시장)(4.7.수)

2020�� 사업보고� �� 결산

4월

-� �동����화� 1탄�� �의���화� 워크숍(4월� 23�� ��� 2시~6시/� 30�� ��� 2
시~6시)
운영위� �� 2021.06.22.�

4월

사회�경제� ��회� 공추위/실무진회의(4.23,금)�

5월

전국협� ��� 2주년(4.25,일)-2기� 시작
사회�경제� ��회� ��기�� 신청
��협���대회� 실무회의(6.3,목)

6월

6월

전국협-��기�협회� 간담회(6.10,목)

12월

-(선거대응)� 17개� 광�대�� 기����정책� 10대� 과제� �출� 사업
-� �����센터� 8월� 추�� 공모예정
12.21� �� 탄�중��� 위�� ��정부의� ��� 워크샵,� 2월� 22�� 총회

사회�경제� ��회� 공추위/실무진회의(6.10,목)�

--4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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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사회적협동조합�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

-경기도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회�사��� 참여�� 협동조합의� ���� �현��� 회�� 조합의�

-���사회적경제��의� 이사회�� �의� ��회�� ����� 사회적경제���� ��� ����

������ 협동��� 지�사회에� 기여��� ���동� 진행

사회적경제� ����� ��워크� ���� ���� 전개
내용

활동내역
일시

활동기관

내역

5�� 11일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사회의

7�� 13일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사회의

8�� 17일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사회의

9�� 14일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사회의

10�� 8일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사회의

12�� 21일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사회의

4�� 8일

경기도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전체회의

6�� 15일

경기도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전체회의

7�� 5일

경기도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전체회의

7�� 28일

경기도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전체회의

10�� 20일

경기도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전체회의

12�� 2일

경기도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전체������

9�� 13일

그린뉴딜인력양성교육(창현성당)

협동조합� 설�� 컨설팅

10�� 6일

그린뉴딜인력양성교육
(안성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장소

비고

2021�� 2�� 3일

���사회적경제����� 소회의실

이창수

2021�� 2�� 22일

���� 화상회의

이창수

2021�� 3�� 31일

���사회적경제����� 소회의실

이창수

2021�� 12�� 22일

���사회적경제����� 소회의실

이창수

���� 외

이창수

이사회

워크숍

2021�� 6��
24일~25일

■안산시사회적협동조합협의회
-���사회적�����의회의� 운영회의�� ��회� ��� ����� ����의� ���� 실���� 회��
��의� 상����� ���� ��� ����의� 경제적�� 사회적� ��� �상�� ��사회� ���� ���
��워크� ��� 전개

내용

운영회의

워크숍

일시

장소

비고

2021.05.12

���사회적경제��� 사무실

이창수

2021.07.08

���사회적경제��� 사무실

이창수

2021.10.25

���사회적경제��� 사무실

이창수

2021.12.07

���사회적경제����� 교육장

이창수

햇빛발전�� ��� 컨설팅

10�� 10일

그린뉴딜인력양성교육(창현성당)

교육� �� 햇빛발전�� ��� 컨설팅

12�� 19일

그린뉴딜인력양성교육(수동교회)

교육

--5050 -

일시

- 51 -51-

��� �동���� 공동사업
■����� ���� 닥터

��� 사업추진결과
�� �기� ���� 6�� ����� 참여�� �� 536��� ���� ���� ��� 시���� 완료

��� 사업추진

서

� 가�� 사업대상
○ 경기도 서부권역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협력하여 사업협업
- 서부권역 : 김포시민에너지협동조합,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
시흥에너지협동조합,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사회적협동조합, 대부도협동조합
○ 경기도 내 주택지원, 건물지원, 사회복지시설, 에너지마을 등 재생에너지 소규모발전시설(태양광)
- 서부권역: 김포시, 광명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의왕시, 부천시, 과천시
○ 경기도 주택 지원사업, 건물용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에너지 마을 조성사업,
자가설치한 소규모 태양광설비 개 내외
-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500개소 시설점검 및 찾아가는 재생에너지 교육진행

� 나�� 사업목적

부
권

협동조합

점검개소

김포

74건

광명

26건

안산

157건

대부도

120건

안양군포의왕

62건

시흥

97건

�� 20kW��� �������� ���� ��� ��� ����� 확인

�� ���� �� 태양�� ���� ��� �� 유�관리� 인력확보
� � �� ���� �� 태양�� ��� 사�관리� �계� 확립

�� ����� 확인�� ��� ������ 자가� �기� ���� 기여

� � �� ���� �� 태양�� 사�자� ���� ��� 자�적� �력� 향상�
� � �� �생���� ���성�� �� ����� 구축�

�� 시민(사용자)�� ���� ������� ���� �� 구축�� ���� ��� ������� ��� �����
��� ���자��� ��� ��용��� 증가

� 다�� 사업추진방향

�� ���� ��� 사��� ��� �기�� �� 20kW� ��� ����� ��� ��� �� ����� ���� 구축하

�� 사업�� ��� �����조�� �자리� ��� �� 생태계조성

였고�� 구축�� ����� ��� ���인� 사������ 마련

� � �� �가��자�� ����� ��조�� 구성���� ��성� 함양
� � �� ����� ����� ��인력��� 양성��� ���� �자리� ���� ��인력� 확보�
� � �� ������ ��조�� ��가� �성� �� �성��� 소��� 태양�� 유�보��� ��적인� �����
구축
� � �� ��가�� ����� 소유자(관리자)�� 자가� ��� �� 태양�� �리� 이해

--5252 -

--5353 -

��� 위탁사업
■���� 에너지마켓

10.� 2021�� 활동
■연대활동
날짜

내용
���� 사����� 기후위기비상행동� 선포식

1

2021.03.24

-��� ������ ��� �회���� ����
��� ���� ��� 기��기� ��행��
���� �� ����� 토론회
�����체� ���� ��� �동� ��� ���� 체결

2

2021.04.12

-2021�� ���� ��� 참여기�� ���� �기��
�����체�� ���� ��� ��� ��� ��� 체결

��� 사업추진

���� ������ 발���� ��사�� ���� 체결

� � �� �� �� �� �� 2021�도� 에너지��� 운영
� � �� �� � � � �� �� �� ���� 에너지� 제품� 보���� 에너지� ���� 도시� ��� 홍보

3

2021.04.22

� � � � � � � � � � � � � � � � �� 시��� ���� ��� 에너지� 생��� ���� 에너지��� 실현�

������������� �����회���
������ ����� ����� ��� ��� 체결

� � � � � � � � � � � � � � � � �� 홍보� 공��� ��� 에너지전��� 기�� �제�� ���� ��� 실현
� � � � � � � � � � � � � � � � �� 판매� ���� ��� 지�� ��공헌��� ������ ��� 기부활동

-���회������ �����

4.22� ���� 날� �기��� 기후위기비상행동
4

2021.04.22

� � � � � � � � � � � � � � � � �� 매���� ��� ���� ��� ���� ��� 확대

� -51���� ��� ���� 날�� “���� 회복”����
���� ����� ��� ��� ��� ���� 진행

� � � � � � � � � � � � � � � � �� ���� 등기구�� ���� 에너지� 제품� 전시·홍보·보�� 판매
��100� ����� 발족식

� � � � � � � � � � � � � � � � �� ������ 전시·홍보·보��� 시��� ������ ���� 확대
� � � � � � � � � � � � � � � � �� 홍보� 공��� ��� 에너지전�에� 대�� ��� 향상

5

2021.04.28

-2050� ������ ��� ��100� ����� �진���
���� ���� ��� 참여

���������������

��� 사업추진� 결과
� 1.� ���� 제품�� ���� 제품�� ���� 에너지� 제품�� 전시�� 판매�여� 시��에�� 에너지전�에� 대��

���사���동��� 워크숍
6

2021.04.29

���� 홍보.

-������ ���� ����� 회�� ���� ������
���� ��� ���� 참여

� 2.� ������ 제품�� 전시·판매����� 1�구�� 1��� ���발전�에� 대�� ����� 알림.
� �.� ���� ���� 제품�� 전시�여� 여����� ��� �발��� 여����� ��� 제품�� 전시� 판매
�여� ����� ��� 재생에너지� 생��� 도움.

기후위기비상행동� ���� 날� 기�� ��� 캠페인
7

2021.06.04

-���� 날� 기념�� 기��기��행��
���� �� ��� ��� ��회� 진행

� �.� 재생에너지�� 에너지전�에� 대�� ��� 향상�� 재생에너지� 보���� 에너지��� 도시� ���� 알
���� 기여.
� �.� ���� ���� ���� ����� ��� 에너지� 제품�� 판매����� ��시�� ��에� ��� ���
에너지������ 홍보���� 제�도에�도� ��� 발생.

8

2021.09.25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 1인� 피켓팅
-기��기� ���� ��� 기���� ���� 참여

� �.� ���� ���� 지�� �제� 활��에� 기여.
� �.� 공공�� 에너지� ���� ���� �부�� 에너지� ��� ����� ��� 지���에� 공헌.

--5454 -

--5555 -

사진

기후�기비�행동� 기후행동학교
9

2021.11.09

시민���� 에너지������ 이해

-���� �사��� “기����� 조류이야기”�� ����

5

기�� �기� ���� ��� 기�� �기�� ��이�� ����

(�사� �� 이��� 상임이사)

2021.11.22

�동���� 이�� �� ��� ����

���야� ����� ��� 교육

����동��� �영� 사례
�양�� ��� ��이�� �� ��시��� ��� 이해

10

��� ������ 1��� 개소식

2021.12.23

6

(�사� �� �인�� 차장)

2021.12.02

���� ��� 이�� �� ������ ���
��� ��재� 이��� ���� ���� ��� 동향
�양����� ��� �사� ��� 산�� 설명회

�소��� ���전�� ���� 미팅
11

2021.12.28

7

-���� ��이� ����� 탄소중립사회�� ������

(�사� �� ���� ��� ���� 인턴)

2021.12.23

2021�� ��� ������� ���

기��� ���� ��� ���� 미팅

�사� ��� ��� 설명

■��� ��� �� 인터뷰�

■�원훈련� �� ��� 강화
날짜

내용

사진

날짜

~

전기��� 현�� �무� 실무-서울(박인혁)

-���� �동��이� ���� 사��� ��� ���� ���
1

2021.03.03

2021.11.08

2021.03.11
2

~

사진

��� ����� �회� ��� 영�� 촬영

2021.03.02
1

내용

��� 영상� 촬영

해���� 이창�� ��이사� 인터뷰
���� 발전설비(심화)-서울(박정현)

2021.03.12

-���������동���� ��� ���� �동� 상황��
2

2021.11.12

��� 현황�� ����� ��� ��� 취재
안산시민�� ���지에� �양�� 설�해� ��� 창출
|� 시민�� ��� �양�� ��� �선� 안산시� |

2021.03.18
3

~

����� 이창�� ��이사� 인터뷰

전기설비� �용전��� 실무-서울(강배원)

-���������동���� ���� ����� ���

2021.03.19
3

~

��� ��� �� ���� ��� ��� 취재
��� �산� 양극화…‘�산� 에너지�� �해선� �민� �용�� 해�� 우선

2021.08.25
4

2021.12.16

전기��기��� ��� 교�� 훈련(최부월)

2021.08.26

--5656 -

--5757 -

■��사�� 공헌사업

■��사�� 공헌사업

-지���� 공헌���로� ����� ��금�� ���� ��지� ������ ��지자��� ���

-��� ���인� 사회공헌

‘햇빛기금’�로� ����� ��� 기�� ���� 진행

-사회���� 인증

날짜

내용

사진

2021.01.28

<안산�� �원�사��� 기부>
��지��� ��금� 176�원� ���자원������ ��� 지����� 환원함.

2

2021.03.10

<후���� �사�� 10�기� 안산기억행동>
-����� ���� 10주기� ��기�행�� 영상&����
지원�� ��� ����� �� 100�원�� ��� YWCA�� ���
환원함.

3

2021.04.22

<사�공헌� ������ 사업>
-���지�� 기�� �기�� ���기� ��� ������
��공헌���로� 83�� 4150�원� 상당� 지원함.

4

2021.04.27

<안산�� ��� �동�� �원� �� ��� 사업� 후원>
-5.1� ����� ��� 코로나19� �기� �� ���� ���� ���
��자��� �원�기� ��� 100�원�� 민주��� ��지���
환원함.

5

2021.04.27

<�����사업�� 후원>
-��자�� 주���� �상�� ���� 자주�� 민주�� ���� �상�� �원��� ����
�지�� ���� ���기� ��� ����� 진행�� 100�원� 환원함.

6

2021.06.15

<4�16� 기억���� 후원>
���� ��� 기��� �원� �� 보존�� ��� 환�� ���� ���� 4.16� 기������
100�원� 환원함.

7

2021.09.08

<안산� 사����� ��� ��� 후원>
-����� �� 100�원�� ��� ��������� ��� 지����� 환원함.

8

2021.11.16

<안산�사������� ���� 후원>
-������ �행��� ��� ��� ��� �� ������� ��� ��� ���� ���
������ ��기� ��� �기� ��� �� ��� ���� ���� 주�� ��� �원� ���
������������ ���� 100�원� 환원함.

9

2021.12.30

<2021� ���� ����� ���� ��� 전달식>
-2020�� ����� ��� ���� ��지� ����� ����
���� ���� ��� (�� 3��원� 상당�� 지���� 공헌

1

--5858 -

��

--5959 -

■수상� �� 협약
<��� ������ ���� ��사�� 협�� 체결>

�� 수상� 내용
시기

3
내용

2021.04.21

사진

시민�� ����� ���� ��의� ��� ����
���� �동체� 마을� ��� �� ���� ����
���� �원��� 수행
<������ ����� ��사�� 협�� 체결>

<��시사��������� ��상� 수상>
1

2021.03.31

탄소중립����� ������ �시� 조�을� ��� “안산시”��

��� 사회적경제�� ����� ����
4

������ ��� ��� 수여

2021.04.22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호수마을풍림아이원아파트입주재대표회의”��
������ 발전시�� �원��을� 원���
������ 협�� 체결
<���� ��사�� ��� 협�� 체결>

<��시� 사��� 기�협��� ��상� 수상>
2

2012.12.02

5

���� 사회적� 경제����

2021.06.08

���� ���� ���� ��� ��� 수여

㈜������� ���� ����� 보급�� �대� ��
����대�을� ��� �호� 협�을� ��� ��� 협��
체결

<����� ��� 사회적협동조합>

�� 협약� 내용

6

2021.08.19

�회���� ��� �발� �� ��을� ��� �����
협����� ��� 협�� 체결

시기

내용

사진

<사��협���� ����상��� ��사��기��
1

2021.01.14

㈜아트벨라르떼>

<������ ���� ���� ��� 협�� 체결>
6

2021.11.01

��� ��� ��� 체결

협����� ��� 협�� 체결

<���� ��� ����� 협약� 체결>
2

2021.04.09

<��� ��� ���협동조합� ��� 협�� 체결>

���경����� �� 5��� �여�체�� ����
��사�� 보급�� ��� �� �������� ���
��� ��� ��� 체결

- 60 -60-

�회���� ��� �발� �� ��을� ��� �����

7

2021.12.14

���� ����� 보급�� �대� �� ����대�을�
��� �호� 협�을� ��� ��� 협�� 체결

- 61 -61-

■����적������ 『2021�� ��적� ��� 측정(SVI)』
�� � � 적
�� “사회성과� 측정�� 사회적� �적�� ��적��� �구하�� ���� ���� 사회적�� ��적� 성과�� 사회적� 영���
측정하�� 과정”��� ���� ��적��� 사회성과�� ��하�� ��� ���� �정하�� ��� ��� 운영과� ��적인�
사�� 활동�� 반영하며�� ���� ��적인� 인적�� �적� ��� 투입�� 사회��� ���� ��� ��적인� ��� ��� ���
��과� 성과�� 측정

평가방향
�� ‘사회적� 성과� 지표(SVI)’�� 사회적� 성과�� ��적� 성과� ��� 성과�� 3가지� ���� ��� 14�� 지표�� 구성되어있음
�� 사회적� 성과��� ��� 미션�� 사�� 활동�� ��� 운영�� 재정성과�� ����� ��� ���� 하�� ��� 100����
평가함

- -6262 -

- -6363 -

-64-

- 64 -

--6565 -

■2021�� 결산보고

-66-

- 66 -

-67-

- 67 -

-68-

- 68 -

-69-

- 69 -

-70-

- 70 -

-71-

- 71 -

-72-

- 72 -

-73-

- 73 -

-74-

- 74 -

-75-

- 75 -

�� ��� ��� 이익잉여금
전기미처분이익잉여금

33,150,944

2021년� 당기순이익

496,864,821

합� � � 계

530,015,765

제3�� 의안
���� ��의� 건

�� ��� ���� (안)
�� 5%� 배당안
2021년

금액

��배당��액� 5%

162,037,208

이용고배당

7,396,000

합계

의����
��� 제28��� 제56��� �����

169,433,208

�� ��� ���� (안)
�� 4%� 배당안

2021�� ���� ��� ��� 제����

2021년

����� 주십시오.

��배당��액� 4%

금액
129,629,767

이용고배당

7,396,000

합계

--7676 -

137,025,767

- 77 -77-

■� ������ ��� �� 530,015,765원
�� 처분안
�� 5�� 배당안

�� � � � 목

제4�� 의안
������ ��의� 건

금� � � � 액

법정적립금

49,686,482

배�당� 금

169,433,208

공익사업적립금

55,000,000

사 업 � � 적 립 금�

200,000,000

�� �계

474,119,690

이�� ���� 이익잉여금

의����

55,896,075

�� 4�� 배당안

��� 제28��� 제56��� �����

�� � � � 목

2021�� ������ ��� ��� 제����

법정적립금

49,686,482

����� 주십시오.

배�당� 금

137,025,767

금� � � � 액

공익사업적립금

55,000,000

사 업 � � 적 립 금�

200,000,000

�� �계

441,712,249

이�� ���� 이익잉여금

--7878 -

88,303,516

- 79 -79-

■ ���� ��� ���� 36명

제5�� 의안
���� ��� ��의� 건

김*배 외 35명
출자금 56,468,839원 환급 요청
의����
��� 제28��� 제56��� �����
���� ���� ����니�
����� ���� 바랍니다.

--8080 -

--8181 -

【2022�� 사업계획안】
2022�� 사업� 방향

제6�� 의안
2022�� ����� �� ��안� ��의� 건

✔� ����� ���� ����� 얻자!
� ✔� ���� ����� ��자�� 되자!
�.� ��� ���� ������ 실��� ������� 실천한다.
2.� ��� ��� ��실천��� ����� ����� 형성한다.
�.� ������ ��� ���� ������ ���� 참여한다.

의����
��� 제28��� 제56��� �����

2022�� 3�� 중점목표

2022�� ����� �� ����� 제���니�
����� ���� 바랍니다.

Ⅰ.� ������ 2,500���� 증설
Ⅱ.� ���� 2,000�� 달성
Ⅲ.� ��� 95��� 달성

--8282 -

- 83 -83-

2022�� ���� 사업계획

�� ������ 설치사업
목� � � 적

�� 조직사업
시민� �도��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 「시민���� ���� 발전�� 건립」�� ���
��� 25��� 2���2���� ���� 발전�� 운영� ����� 안산시� 공공�산� ���여�

�� 조�원� 증가

� � � � ���발전�� �� 조합�� 확대�� ���� ����립�� ������ 함.

� 2022�� 조�� 증원�� 2,000�� 조�원� ��� 목표
목� � � 적
��시���발전�동���� 기�� 위기�� 에너지�� ��� ��� ����� 알리고��
����� ����� �치�� ���� ��에� 참여�여� ��에너지� 확대·보���
에너지��� �시� ��에� 기여한다.

����� �� 목표
� � ○� 안산시� �� 공공기관�� 도서관�� ����� �� 건�� �� ���� �� �대��

� � 발전��� 허가�� �발��허가� �� �허가� 추진
� � ○� 안산시� �� 공공기관�� 협��여� 추가� ��� �� 운영

추진방향

� � ○� �� �� �� �� 2�5������ 시민� 햇빛발전�� 건립추진

■� 지�� 시������ ��� �동��� ���� 유치�� �� ��� ��� 전개
� � ■� ���� ��� 시� �소� ������ ��� 유��� ��여� ���� 유지

�� ���� 설치사업

� � ■� ��기�� ���� 게시�� 행�� 참여� ��인� ��� �한� ��홍보� 강화
�� � � 적

� � ■� ������ ��� �� �� ��� ‘����� 날�� �� 행�� 기획

� � ○� ����� ����� 기���� 기����� 대응�� ���전���� ������ �산�� ��여� � � �

세부방안

� � � 시민��� 대���� ��� ���� 교육·���� ��� 햇빛� 발전시�� ���� �도� ���발전�� � � �

� �� ��인� �� 홍보� 활동

� � � ��� ��� 확대

� �� 기�� �� 연중

� � ○� ���서� �산��� ��함��� 전�� �립도�� ���� ���� 기여

� �� 참여기�� �� ��시� ��� 구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추진방향

� �� ��� �� ������ 홍보
� �� ��� �� ������ 홍보� �로� �너� �치� �� ��보� 발송�� 리��� ��� 비치

� � ○� ����� 관���� 시민���� ������ ��� ���� ����� ��� 시민�

� �� ��� 홍보� 활동

� � � � � 발전���� 확대

� �� 기�� �� 연중

� � ○� 햇빛발전��� ���� �산� ���� ����� ��� �� ��� ���� 안전�� 시공� �

� �� ������ 한마당�� ���� 날� �� ��시� 행�� 참여��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 ����� ��스� �구� �� 다�한� ���� �개��� �한� 홍보
� �� ��� �� 지�� ������ 홍보�� �한� ���� 확대� 활동� 전개

- -8484 -

- -8585 -

�� 2022�� �업� 목표

■� 연대사업
사업명

목표

1

��발전�� 건설

3,000kW

� �� �050� ����� �행�� ��� ���� 제���� �� 정책� 제안

2

건물지원사업

3,000kW

� �� 시�참여�� 협동조합� ���� 건설� 시� ��지� 정책�금� 지원� 마련

3

공동주택지원사업

1,500kW

� �� ������� ������ 건설,� 등록,� ���지� 원��� 지원�계� 구축

4

주택지원사업

3kW,� 100건

5

공공조달

4건

� �� 경기�� ��� 시·��� 시�����협동조합� 지원사업추진

6

전기공사입찰

2건

� �� 신·����지� 제���� 활동

7

���� �� 전기공사

�� 1억원

8

발전사업

�� 9억� 5천만원

홍보� �� 교육� 방향

�� 신����지� 제���� �� 정책� ���� ��� 연대사업

� �� �지�제���� 시�참여� ��� 정책실시

� �� ��� 정�의� 법,� 제���� 활동
� �� ����지� ��� ��� �회의원�의� ��회� �� 간담회추진
�� 안�시� 지�� 협동조합,� 사회�기업�의� ��� 협�� 사업

� (1)� 협동조합,� 지역단체,� 조합원�� 함���� 홍보

� �� 안�시� 협동조합� 협의회� 참여
� �� 안�시� 사회�협동조합� 협의회
� �� 안�시� 사회�경제연대� 연대활동� 참여

� � � �� 협동조합� 7�� 원�� �� ��인� 협동조합� ��� 협동� (��� 공동�로� 협�� 사업�� 전�함�로�� 협동조합�

� �� 지�� 협동조합간의� 연대� 사업(행사,� 간담회,� ��� 등)

�동�� ��� 강화)�� ��� ����지� ���� ��지���� 추구

�

�
� (2)� ���� 홍보

�� ��� 연합회� �� 경기�� 시���협동조합� 협의회� ��� 협�� 사업

� � � �� 협동조합� ����� ���� ����� 협���� 시민��� ����� ��한� �보�� ����� 사��� ��

� �� 경기�� 시���협동조합� 협의회� 협�� 사업

�도�� 함.

� �� ��� 시���협동조합� 연합회� �동사업�

� � � �� 지역� �동��� 함�� 지역� �� 단체� ��� 홍보�� 진행한다.�
� � � �� ���� �인� 인스타그램,� 블로그,� ���지�� 유���� ��화��� 다�한� 조합� ���� �주� 전달���
����� �한� �보�� ��� ��도�� ��� ��도�� ���� 조합원� �입�� 유도
� (3)� 시,� 군,� 지역사���� ���� �한� 홍보
� � � �� �� 시군�� 행사,� ���� ��� ��� ����� ����� ����지� 발전� �화� ��� 도모
� � � �� ��� ��지� ��� 단체�� 협���� 교육,� 행사� 진행

■� 지역사회공헌사업
지�사회� ��사업��� 협동조합� ��금의� ���� ��지� 취약계층,� 사회�� 경제조직,� ��연대� 등의�
‘��� 기금’�� 조��여� 5,500�원� 기�� �� ��� 봉사.

� (4)� 전�� 협동조합� �체� 교육
� � � �� ����지� 시민교육
� � � �� ��지� �로��� 교육
� � � �� 조합원� 교육

--8686 -

--8787 -

■� ��� �� 교육사업

� 2022�� 예산안

**코로나19로� 인하�� 2021�� 교육�� ��� ���나� 2022���� 다�한� ���로� 진행�� �� ����
��� 마련

■2022�� 자본예산

�� ���� 교육
� ������ �한� 교육�� �정�이고� ����로� 진행�� �� ���� 정례화하고� ������ �한� 이��� 향
상�� ��지���� �한� 인�� ���� ��� ��로� 한다.
�� �� �� �� ������ ��지������ ��� 사례
�� 신�� ���� 교육
-� ��시���������� 사���� �� 진행� ��� 교육
- ��지� �로� ��� 교육� 프로그램
- 신�� ����� �한� ����� ��� 교육�� ����지� �련� 교육� 실시
- 신�� ���� 교육� 정례화
�� 시�� �상� 교육� �� 캠페인
- 20�0� ����� 이행�� �한� ���� ����� �� 정�� ��� 청�� ��� 캠페인� 진행한다.
- ����지� �련� ����� ��� �� ��� ���� �한� 홍보� ���� 진행한다.
- 시�� ������� ���� 지��� ���로� ��지� 교육�� 진행하고�� ����지�� 홍보하고� 교육한다.
�� ��� ����� 강화
- 2022�� 한�� 신����지��� ���� ��교육� �정� 신청
- 신�� �사�� ��� ��교육� 시행
�� SNS(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 ����� ��스� 친구�� �� ���� 홍보

계정과목

2022�� 예산

�금� 이월

504,261,719

조합원출자증가

2,000,000,000

차입금(은행대출)

6,310,000,000

��� 합계

8,814,261,719

조합원� 차입금� 상환(시민펀드)

10,000,000

���� 설치

3,300,000,000

사옥구매

5,000,000,000

�금� 운영자금

504,261,719

��� 합계

8,814,261,719

※출자금� �환� �� �자�� 조합원� 출자증가��� 더한다.

--8888 -

--8989 -

■� 수입·�출� 예산� � � �

(단위�� 천원)

� � � � (단위�� 천원)
� � �� � � 분

2022�� 예산(천원)

3.영업외수익
재정수입

24,560

수입임대료

60,000

보조금

50,000

��� 매출액

9,500,000

전력수입

974,000

이자수익

전기공사수입

200,000

배당금수익

태양광설치수입

8,246,000

138,932

4,305
66

4.영업외비용

205,722
103,722

유지관리수입

50,000

이자비용

서비스매출(에너지마켓)

30,000

사회공헌사업비

55,000

안산에너지마켓

37,000

연대사업비

10,000

2�� 판매관리비
감가상각비
건물관리비
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
급여
퇴직급여
4대보험료
보험료
도서인쇄비
복리후생비
사무용품비
세금과공과금
소모공구비
소모품비
수선비
여비교통비
외주가공비
운반비
원재료비
잡비
전력비
중기및운반비
지급수수료
지급임차료
차량유지비
총회비용
통신비
회의비

8,552,032
331,086
4,938
30,000
20,000
750,000
44,792
58,610
39,979
11,180
32,081
2,944
9,343
763
33,315
814
25,959
3,120,563
38
3,556,205
569
1,276
6,619
415,049
22,278
20,000
6,116
6,832
682

--9090 -

5.� 법인세차감전이익

881,178

6.� 법인세

171,906

7.� 당기손익

709,272

--9191 -

�� ���� ��� ��� ���� 건

제7�� 의안
2022�� ���� ��� ��� ��의� 건

����
최고

15,000,000,000원

한도액

의����
��� 제28��� 제56��� 의거하여
2022�� ���� ��� ��� ���� ��하�니�
��하여� ����� 바랍니다.

--9292 -

--9393 -

제8�� 의안
2022�� ����� �����의� 건

2022�� ������ ��� ����
����� ����� 주십시오.
의����
��� 제28��� ����� �����
������� ��� ����니�
����� ���� 바랍니다.

--9494 -

--9595 -

제정 2012. 12. 12.

개정 2014. 02. 18.

개정 2015. 06. 16.

개정 2018. 02. 21.

개정 2018. 07. 05.

개정 2019. 02. 20.

개정 2021. 03. 23.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정관

제1 장 총 칙

������������� 정관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하는 기후변화와

무한경쟁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위기 시대를 맞이하여 저탄소 녹색사회로 세상을 바꾸기 위한

협동경제, 생명공생, 생태순환의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

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제공 등 지역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
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
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안산시 관내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 한다.)에 게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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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SNS, 문자,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을 통한 조합원

이 접하기 쉬운 매체를 활용 한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
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2조【탈퇴】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13조【제명】

제2 장 조 합 원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총회출석, 교육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

2.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8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

다.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
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해당 조합원은

제9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
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

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

입 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 중 제1회의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 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
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0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으

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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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에서 의결을 진술할 기회를 준 후 최종 심의하여 이사회에 상정한다. 해당

조합원은 이사회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명확히 하여 그 내
용 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탈퇴․제명회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
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3조 제1항의 1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
당 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지분은 제명 또는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
한다.

③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
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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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된다.

⑥ 상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탈퇴회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 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이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

하여 통지 할 수 있다.
제18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년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
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이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 및 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18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에 대

하여 총회에서 결정하는바에 따라 그 3분의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
다. 또한,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

제3장 출자와 적립금

수 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따른 사회적 목적 사용은 다음 용도로 사용한다.

1.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비(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2.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3. 고용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등(이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제16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0만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출자금은 일시납, 분할납으로 납입이 가능하다.

④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⑤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 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
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7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제20조【지분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20조-1 【지분의 범위】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50조제1항에 의한 법정

적립금은 지분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2.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 등(결손금 포함)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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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
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

다.

제21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④ 총회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 정수는 30명이상으로 하며 ,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

정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
원” 으로 본다.

⑧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3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
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24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
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대의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

하는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
다.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

제25조【정기총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이사회의 3분의 2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정한다.

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

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

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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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제26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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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
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

한 때

③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총회는 제27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

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43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

제30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7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4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28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제30조-1 【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

격 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31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8. 조합원의 제명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32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9.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제29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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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조합원은 출석 한 것으로 본다.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

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

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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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어야 한다.

③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33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③ 총회의 의사록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제34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제37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

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7조-1【운영위원회】

① 제35조제2항에따라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제1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
위원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② 운영위원회는 조합의 이사와 근로자 대표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제 35조제1항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의결

둘 수 있으며 이사의 종류 및 명칭은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
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

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성한다.

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37조-2【직원의 임면 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
면 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5장 임원과 직원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제38조【임원의 정수】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사를 둔다.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20명이내의 이사와 2명이하의 감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8.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제49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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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39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단, 임원의 직책은 조합의 필요에 따라 달리 정

할 수 있다.

③ 임원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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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

제4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
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
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
한다.

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4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
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45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

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제41조【임원의 임기】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2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
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
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
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46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

한다.

제47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
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고문과 자문위원】

① 학식과 경륜있는 사람을 고문으로 이사회에서 위촉 할 수 있다.

② 고문과 자문위원은 조합의 운영과 업무집행에 관하여 이사회의 자문에 응한다.

제43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고문과 자문위원의 임기는 추대당시의 이사의 임기와 같게 한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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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사업과 집행
제49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햇빛발전에 의한 전기 생산 및 판매

2. 조합의 목적 수행을 위한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투자 등 비롯한 수익사업

3.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4. 협동조합간 협력을 위한 협동사업

5.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6. 협동조합, 환경 및 재생에너지 관련 대중교육사업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
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9.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사업

10.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

11. 전기공사업.

34. 태양광 발전 장치등 제조업

35. 태양광발전 장치등 도소매업
36. 태양광발전 장치등 수출입업

37. 태양광 접속 분전반 도소매업
38. 태양광 접속 분전반 수출입업
39. 태양광 접속 분전반 제조업
40. 태양광 전지 구조물 제조업

41. 태양광 전지 구조물 도소매업
42. 태양광 전지 구조물 수출입업
43. 신재생에너지 설치 공사업
44. 신재생에너지 컨설팅업

45. 에너지진단, 에너지절약사업 등 에너지관련사업
46. 통신공사업

47. 전기자재 및 전기부품 유통 도소매업

48.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유통 및 도소매업

49. 신재생에너지 연구 및 개발업

12. 모든 전기시설물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업.

50. 전자상거래업 및 인터넷관련 사업

14. 건축물전원설비 공사업

5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16. 지중 대전설비 공사업

54. 건설업

13. 건축물전기설비 공사업

51. 신재생에너지 사업

53. 신재생에너지 유지보수업

15. 가공 대전설비 공사업

55. 신재생에너지 시설물 대여사업

17. 공장 자동화제어 설비공사업

56. 환경관련사업 컨설팅

18. 수배전 설비 공사업

57. 부동산임대업

19. 기타 산업시설물 공사업

58. 나물재배, 버섯재배 등 농업

20.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21. 금속조립구조제 제조업

22. 금속조립구조제 개발업

제50조【사업의 이용】

24. 금속조립 구조제 수,출입업

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

23. 금속조립구조제 도소매업

1.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25. 태양광 하이브리드 가로등 제조업
26. 태양광 하이브리드 가로등 개발업

27. 태양광 하이브리드 가로등 도.소매업
28. 태양광 하이브리드 가로등 수출업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조합원의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 「사회서비스 이용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사회서비
공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9. 태양광 하이브리드 가로등 제조업

3.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 차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30. LED 조명기구 제조업

4.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1. LED 조명기구 도 소매업

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32. LED 조명기구 개발업

이용 하는 경우

33. LED 조명기 수출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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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제

5.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제54조【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때에 공공을 위하여 생활필수품 또는

②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

7.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교직원 및 학교

③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8. 조합의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경우, 그 기간(이하 ‘홍
보기간’이라 하며, 그 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한다) 동안 전년도 총 공급

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수 있다. (단, 조합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조합원의 중요 사항은 청구를 거부
할 수 있다.)

고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의

제55조【손실금의 보전】

1년) 동안은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가액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

설립신고필증을 받은 날부터 1년(조합의 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유상·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이「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

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사회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을

홍보하기 위한 유상․무상의 물품을 공급할 수 없다.

9. 조합원과 동일한 가구에 속하는 자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제51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

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

연도에 이월한다.

제56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① 조합은 제55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18조 및 제19조의 법정적립금 및 임의

적립금등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시 조합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조합사업의 이용 실적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이상이어야 한다

2.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④ 조합은 제55조에 따른 보전과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적립금 적립 및 제1항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

제7 장 회 계

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57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 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제52조【회계연도등】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②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당해 조합의 주 사업은 일반회계
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53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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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 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

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

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

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좌수의 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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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57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
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다.
제63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①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3분의 2이상을 총
회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

적 기금에 기부한다.

제59조【결산등】

② 나머지 청산 잔여재산은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부칙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받아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시․도지사의 신고서류 수리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이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동조합기본법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제8장 합병, 분할 해산
제60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 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
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61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62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
성 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 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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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출자금 한도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6조에 의거 조합원 출자금 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출자금 한도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출자금 한도】
① 개인조합원의 출자금 한도는 1억으로 한다.
② 법인 및 단체 조합원의 출자금 한도는 5억으로 한다.

������������� 규정

제4조 【출자금 승인 및 감액 】
① 출자금 1억원 초과 법인 및 단체의 조합 출자 및 감액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② 1억 이하 출자금 감액은 주택 구입, 대출 상환, 가족경조사(자녀결혼 등), 긴급 생활비, 경영 악화 등 긴급
상황의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조 【기타 출자금에 관한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출자금에 관한 절차나 방법에 관한 사항은 이
사회가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21년11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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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 배당에 관한 규정

제9조 【배당금의 지급】
① 지급할 배당금은 총회 끝난 이후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56조 2항에 의거 잉여금 배당의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② 조합원의 배당금 신청을 아니할 시 60일 초과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해당 조합원에 출

한다.

자금으로 증좌 처리할 수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잉여금배당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기준일】 잉여금 배당 기준일은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로 한다.

제10조 【기타 잉여금배당에 관한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잉여금배당에 관한 절차나 방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부칙

제4조 【배당액의 결정기준】
① 잉여금 배당액의 결정은 이사회에서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18년1월18일 개정)

②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③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배당계산자료】
① 출자배당금액의 계산은 조합원원장(출자금원장)에 의한다.
② 이용고배당금액의 계산은 사업 이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조합원별, 공동체별, 구성단위별 등의 공
급관련 자료에 의한다.
제6조 【출자배당금산출방법】
① 조합원별로 매월말 출자잔액을 1좌금액으로 나누어 월 좌수를 계산하고 전 조합원의 총 월 좌수를 산출한
다. 이때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② 출자배당금액을 총 월 좌수로 나누어 1월 좌당 배당가능금액을 산출한다.
③ 조합원별 월 좌수에 1월 좌당 배당 가능액을 곱하여 조합원별 출자배당금을 계산한다.
제7조 【이용고 배당금 산출방법】
① 조합원별 연간 이용금액을 합하여 전 조합원 연간이용금액을 산출한다.
② 이용고에 따른 배당금액을 전 조합원 연간이용금액으로 나누어 이용금액당 배당가능 금액을 산출한다.
③ 조합원별 연간이용금액에 이용금액당 배당가능금액을 곱하여 조합원별 이용배당금을 계산한다.
제8조 【현물배당】 조합원에 대한 배당(출자금배당, 이용고배당)은 현물(물품 또는 용역)로써 배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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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22조 6항, 제24조 4항, 제39조 3항이 정하고 있는 조합의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

제6조 【선거관리위원의 업무】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제2조 【선거인】 이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조합원 명부(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는 대의원 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제3조 【선거공고 등】 이사장은 선거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 제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
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은 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다만 제 1조에 의해 임원후보자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 선출하여야 할 임원 또는 대의원과 그 정수

선거관리위원직을 후보등록일 전까지 사임하여야 한다.

2. 입후보자의 자격

③ 선거관리위원, 간사와 종사원은 선거관리 사무를 집행할 때 공정,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3. 선거일
4. 후보등록기간

제7조 【선거관리 기록의 보존】

5. 등록접수장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선거관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6. 기타 필요한 사항

이에 기명날인한다.
제4조 【선거운동의 제한】

② 선거에 관한 증빙문서는 당해 선거에 의한 재임기간 또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는 기간 중 조합에서 보관

정관 제23조에 따른다

한다.

제5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8조 【명부작성】 위원장은 선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합원명부를 작성하고, 선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

①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선거시 총회에서 의장이 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로 3일동안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때 위
원장은 의결에 참가하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1인의 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선거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종사원은 간사의
지시에 따라 선거사무에 종사한다.
⑤ 선거관리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⑥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2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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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원후보의 자격】
임원 후보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정관 제40조에 따른다
제10조 【임원 및 대의원 후보의 등록과 추천】
① 임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조합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등록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③ 임원후보자로 등록시에는 등록신청서, 추천서를 제출한다.<서식 1, 2>
④ 대의원후보자 등록시에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한다.<서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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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사회는 이사와 감사 정수의 5분의 1 이내에서 조합원 이외의 사람을 임원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등록절차는 위 2항과 3항에 따른다.

추천은 구두추천으로 하며 선거인(추천자 포함) 5인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③ 1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정수보다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하는 방법

제11조 【등록심사와 접수】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격과 구비서류의 완비여부를
심사하여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된 서류를 통보하여야 한다.

에 따른다.
④ 제1차 투표에서 당선인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⑤ 서면총회 시 임원등록이 임원정수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전형위원회가 이사후보 중에서 이사장을 후보를
추천 할 수 있다. 전형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2조 【중복 추천】 조합원은 이사와 감사 후보자 각 5인 이상을 초과하여 추천할 수 없다.
제13조 【기호】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자격이 심사, 확정된 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9조 【대의원 선거】
① 이 규정에서 대의원이라 함은 정관 제22조에 2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총회의 구성원인 조합원 대표를 말
한다.
② 대의원은 정관 제22조에 따라 따라 선출하며 대의원 선출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본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4조 【등록의 무효】
①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단, 서류가 미비할 경우 등록기간 안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고 공고

제20조 【대의원의 요건】 대의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① 조합가입 후 6개월을 경과한 자
② 조합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제21조 【대의원의 선출시기】

하여야 한다.

① 대의원은 사업연도 종료 전 2개월부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제15조 【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이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

② 선출된 대의원의 명단은 정관 제5조에 따른 방법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제22조 【투표용지 및 투표방법】
①투표용지의 양식과 규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 서식으로 정한다.

제16조 【선거공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까지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 확정하고 임원선거 공보를 제작
하여 선거일 전 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관 제5조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서식 4>

②직접투표, 모바일투표,,인터넷투표로 한다.
제23조 【투표 및 개표관리】
① 위원장은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투표관리자와 개표관리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17조 【선거방법】

② 투표관리자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① 선거는 무기명비밀투표로 한다.

③ 개표관리자는 개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② 투표는 1인에 대하여 1표로 한다.
③ 1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정수보다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하는 방법
에 따른다.

제24조 【개표】
① 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의장은 개표를 선언하고 개표관리자로부터 인수한 투표함을 개함한다.
② 의장은 개표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조합원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 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③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용지를 유효, 무효로 구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위원장이 봉인한다.

제18조 【임원선거】
① 이사 및 감사는 정관 제39조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의장은 이사장 후보 이외에 추가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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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무효투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① 소정의 투표용지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②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123123 -

상근임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

③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제26조 【당선인의 결정】
① 임원선거는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 수의 과반수 득표자 중 다수 득표자 순으로 한다.
②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거나 당선인의 수가 임원의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제2차 투표를 실시
하고 득표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에 의
하여 결정한다.
③ 대의원 선거는 득표수에 따라 다수득표자 순으로 당사자를 정하고 선출인원보다 적거나 같게 등록된 경우
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하 조합)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
에서 지급 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선임된 상근임원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 【상근임원의 정의】 상근임원이라함은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이사

제27조 【당선인의 선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의장은 즉시 당해 총회에서 당선을 선포하여야 한다.

를 말한다.
제4조 【직원급여와의 구분】 상근임원의 급여는 직원의 급여와 달리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8조 【임기개시일】
①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경우의 임기개시일은 당선 선포일로 한다.

제5조 【급여의 결정】
1. 상근임원의 급여는 매년 사업 및 경영성과(평가)에 기초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2. 상근임원의 급여는 연봉으로 책정하고 매월 급여의 형태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조 【급여의 지급】
1. 상근임원의 급여 기산일은 이사회에서 상근임원으로 선임된 날로부터 한다.

제2조 【일부개정】 이 규정은 이사회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1,02,18 개정)

2. 상근임원의 급여 지급일은 별도의 결정이 없는 경우 직원의 급여일로 한다.

제7조 【업무추진비 지급】
1. 상근 또는 비상근임원의 조합 업무에 관련된 실제비용을 업무추진비라 정의한다.
2. 상근 또는 비상근임원의 업무에 관련된 비용을 보수 지급외 별도의 비용으로 지급한다.
제8조 【활동에 따른 수당】
임원활동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2019. 4. 18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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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운영위원회는 조합의 합리적인 운영과 더불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 【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위원회 활동 중 습득한 대외비가 표시된 문건 등 조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
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0.12.17. 제정)

제2조 【심의사항】
1. 조합의 운영 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2. 노동자의 근무환경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3. 조합과 지역사회 타 협동조합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조합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과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조합의 이사와 노동자대표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이사회에서
구성한다.
1. 위원장
2. 위원
3. 노동자대표
4. 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간사 : 본 조합의 직원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 간으로 한다.
제5조 【개최】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매월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위원회를 소집 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성립 및 의결】
위원회은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회의록】
1.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
성한다.
2. 작성된 회의록은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고 상당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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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가치성과 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사회적가치위원회는 조합의 사회적가치지표 관리규정의 기준을 확립하고 사회적 경
제기업으로서의 효율적인 사회적목적실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사항】

2. 작성된 회의록은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고 상당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위원회 활동 중 습득한 대외비가 표시된 문건 등 조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
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1. 사회성과 관리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2020.12.17.제정)

2. 지속가능성과관리
3. 사회적 활동성과 관리
4. 사회적가치관리
5. 조합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과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6. 사회적가치 지표 관리 규정은 별도 규정으로 한다.
제3조 【구성】
사회적가치성과 위원회는 조합의 이사와 노동자대표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이사회에서 구성한다.
1. 위원장
2. 위원
3. 노동자대표
4. 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5. 간사 : 본 조합의 직원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
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개최】
위원회는 분기 1회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위원회를 소집 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성립 및 의결】
위원회은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회의록】
1.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
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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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대의원명단

������������� 규정
2022�� ���명단� �� �����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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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성명

조합원번호

순번

성명

조합원번호

순번

성명

조합원번호

1

강상봉

16737

21

김용호

20051

41

변영희

18039

2

강철순

17869

22

김윤태

15576

42

설성심

15654

3

고관

12022

23

김자영

15600

43

설점순

15352

4

고대원

20072

24

김진선

13251

44

손경식

13274

5

고선영

17847

25

김혜영

17862

45

송재임

17858

6

고영수

18005

26

김활신

12039

46

송택선

15367

7

곽말라

16754

27

노시구

13265

47

신국식

16761

8

권영택

15382

28

도영숙

17962

48

신미영

15303

9

김경애

18030

29

라은영

20021

49

심지연

17944

10

김기영

13212

30

마이금

12029

50

안덕길

15514

11

김미숙

15570

31

문권환

15404

51

안상동

15375

12

김삼부

15566

32

문춘경

15409

52

안용수

20028

13

김상임

19083

33

민복숙

18042

53

양애자

12077

14

김선기

15582

34

박대관

14346

54

오성

15374

15

김성환

12024

35

박미숙

16797

55

오은석

15574

16

김세영

13043

36

박병육

19169

56

오진경

14312

17

김시호

19023

37

박영준

17872

57

위소연

18038

18

김양호

15362

38

박재실

16803

58

유상기

15391

19

김영자

20009

39

박종식

19176

59

유연

18131

20

김옥수

20030

40

백현숙

17825

60

유은숙

14328

--131131 -

�� ����� 명단
순번

성명

조합원번호

순번

성명

조합원번호

61

윤교엽

15353

81

전선아

12042

62

이강숙

17861

82

전순재

15470

63

이경미

16736

83

전영자

13202

64

이경원

15547

84

정백철

15540

65

이광언

16719

85

정병희

12043

66

이란희

13143

86

정상숙

17895

67

이미혜

19085

87

정연주

15583

68

이범석

17938

88

정준위

15416

69

이성미

19118

89

조영주

18106

70

이숙경

19155

90

조호준

15415

71

이옥희

16790

91

채명숙

16758

72

이용호

15403

92

최규덕

15535

73

이인자

19183

93

최병귀

15475

74

이재용

14304

94

최영숙

13189

75

이정아

12118

95

한미영

12107

76

이태성

13230

96

한순경

13214

77

이희경

15335

97

한정록

15371

78

장미진

12068

98

홍정덕

12121

79

장영숙

14324

99

홍지인

17838

80

장운도

15573

100

황혜정

13261

--132132 -

순번

성명

직책

1

김성욱

위원

2

김현삼

위원

3

박순자

위원

4

원미정

위원

5

윤기종

위원

6

임용담

위원

7

장동일

위원

8

전준호

위원

9

전해철

위원

10

백종찬

위원

--133133 -

Memo

Memo

-134-

-135-

1호

14호

15호

16호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발전소
중앙도서관 발전소
2호

3호

호수동주민 발전소
4호

3호

상록수체육관 발전소
5호

와스타디움 발전소
7호

10호

-136-

안산정수장 발전소

점섬체육관 발전소

선부다목적체육관 발전소
24호

하수처리장 발전소
25호

안산화성공장 발전소

안산정수장 발전소
21호

23호

25호

생활폐기물선별장 발전소

안산게이트볼장 발전소

안산정수장 발전소

감골시민홀 발전소

반월배수지 발전소
19호

20-1호

22호

12호

청소년수련관 발전소

일동배수지 발전소

올림픽기념관 발전소

반월배수지 발전소

차량등록사업소 발전소
18호

20호

9호

11호

와동체육관 발전소

상록수체육관 발전소2

재활용선별센터 발전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발전소

17호

6호

8호

와동배드민턴장 발전소

안산화성공장 발전소

-137-

하수처리장 발전소

"������� ��한� ���� ��주�� 위한
시민��� 희망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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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031-483-3428
�� �� �� �� :� 031-483-3429
�� �-ma�l� :� ansan_energy@naver.com
�� 홈페이지:� http://ansansola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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