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일시 : 2015. 6. 4(목) 13:30-14:30 / 장소 : 금강대학교 대회의실
< 참석자 : 조성환의장, 김창남의원, 권탄준의원, 최기표의원, 박훈성의원, 정명효의원, 천수
승의원, 이문선(덕중)의원, 남용광(진성)의원 이상 9명 >
< 배석자 : 가인숙, 박혁하, 민주영 이상 3명 >
< 불참석자 : 신동호(거성)의원, 엄성민의원 이상 2명 >

사회자 : 지금부터 제36차 금강대학교 대학평의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의원회
는 재적의원 11명에 참석의원 9명으로 대학평의원회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됨을 알려드
립니다. 금강대학교 개방이사 추천과 관련하여 추천위원회 위원 선출 심의와 2015학년도 추
경예산(안)을 자문하고자 이렇게 본 평의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회의 – 금강대학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구성>

사회자 : 지난 6월 1일자로 기획관리처장이 서문성 처장에서 조성환 처장으로 보직 변경됨에
따라 평의원회 위원도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대학평의원회 의장을 조성환 기획관리처장으로,
부의장을 김창남 교학지원처장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새로운
의장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조성환 의장 :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로 보직 임명된 조성환 기획관리처
장입니다. 대학평의원회 위원으로 또한 의장으로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정병조 이사의 사직으
로 대학평의원회에서 2배수의 이사후보를 선임하기 위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을 보직변
경된 서문성 교수를 대신하여 1명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
습니다. 먼저 주무부서인 기획조정팀의 설명을 들으시고 자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처 기획조정팀 박훈성팀장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설명)

정명효 의원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 서문성 전 의장을 대신하여 새로운 조성환
의장을 추천하여 선임하였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전 의원 : 동의합니다.
조성환 의장 : 결정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동의하신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개방이
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서문성 전 의장을 대신하여 조성환 의장을 선임하는 것으로 심의하겠습니다.

<본 회의 – 2015학년도 추경예산(안)>

조성환 의장 : 2015학년도 1차 추경예산 자문은 기존 10월 추경과는 달리 총장님의 학교발
전을 위한 예산 사용목적과 2학기 때 시행될 LMS시스템 구축 등에 따른 것입니다. 그럼
2015학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자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무부서인 기획조
정팀의 설명을 들으시고 자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처 기획조정팀 박훈성팀장 2015학년도 추경예산(안) 설명)

조성환 의장 :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각 의원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천수승 의원 : LMS시스템이 2학기 때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창남 의원 : 먼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로 사업계획서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
이고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수들과 총장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의견을 모으고 있
습니다. 후에 교수학습지원센터에 이를 받아 2학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성환 의장 : 법인 전입금 약 1억 4,000만원 중 LMS시스템 구축, 정보과학부 신설에 따른
컴퓨터 구매 등 학생들을 위한 예산 투입비용이 고정자산의 경우에만 1억 3,000만원 정도이
므로 본 추경예산 대부분이 학생을 위한 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권탄준 의원 : 의장님의 말씀대로 소폭적인 추경예산의 증가에 따른 것이고 그 증가도 학생
들을 위한 것으로 특별히 다른 의견들은 없으리라 보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
시는지요?

전 의원 : 다른 의견 없습니다.
조성환 의장 : 의원님들의 고견 감사합니다. 별 다른 자문이 없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
럼 2015년도 추경예산(안) 자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부탁드립
니다.

전 의원 : 동의합니다.
조성환 의장 : 감사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멀리까지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제36
차 대학평의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의 폐회 선언과 함께 회의를 마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