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20. 08. 11(화) 15:00-16:00 / 장소 : 금강대학교 대회의실
< 참 석 자 : 고수현, 신동호(거성), 유익종(대명), 허준범(자룡), 조성민 이상 5명>
< 불참석자 : 김형래, 이승남(광도), 박성민, 황돈희 이상 4명 >
< 배 석 자 : 신한국 이상 1명 >
고수현 의장 :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주신 의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학년도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의는 재적의원 9명 중에서
참석의원 5명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회의의
안건은 금강대학교 2020학년도 추경 예산(안)입니다. 먼저, 설명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2020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조정팀의 설명]
고수현 의장 : 2020학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주세요.
조성민 위원 : 입시 홍보 예산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여러 변수들이
생겨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입시 홍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동국대에 확인해본 결과 카카오톡 메신저상의 배너 광고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학교에 대해 대외적 인지도가 낮은 시점에서 무작위 대상에게 기본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한국 : 이번 추경 예산(안)의 입시 홍보 활성화 세부 예산에, 수시와 정시 모집 시기에 맞추어
카카오톡 배너 광고 사업 계획과 예산을 추가했습니다. 또 기타 입시 홍보 사이트와, 학생들이
자주 방문하는 웹사이트 등에도 추가 광고 예정입니다.
조성민 위원 : 추가로 학생회관 배치와 관련하여 드리고 싶은 의견이 있습니다. 학생회관 추진
사업은 올해 초부터 진행되어왔고, 그와 관련해 지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요청 했던 사안들이
이번 추경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학기와 2학기 모두 비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져 학생들이 당장 사용 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안건이니 꼭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신동호(거성) 위원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었으나,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 19 사태 등으로 인한 자금 부족으로 인해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현재 예산 내에서 추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조치토록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민 :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 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다음 학년도 본 예산 편성
시에 북카페 리모델링 관련한 예산이 추가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타 대학
학생회관을 참고하여 도면을 작성하는 계획에는 차질이 생겼지만, 곧 다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학생회 측에서 동문들의 기부금 및 기타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끌어 보겠습니다.

고수현 의장 : 여러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추경의 경우는 전반적인 예산 조정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자료의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가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참석 위원 : (전원) 동의합니다.
고수현 의장 : 2020학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재차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2020학년도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의 폐회 선언과 함께 회의를 마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