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자료

 
 [심의] - 3개 규정 개정(안) 

 [보고] - 15개 규정 개정(안) 

o 일 시 : 2021. 5. 25(화) 14:00

o 장 소 : 광운대학교 대회의실

o 주 관 : 광운대학교 기획처



2021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원회 상정 안건

안 건 page 상정부서

1.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 1 입학처, 교육지원팀

2. 광운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10 입학처

3. 온라인강좌 운영 규정 폐지(안) 14 교육지원팀

4. 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32 교육지원팀

5. 원격수업운영 규정 제정(안) 38 교육혁신원

6.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 50 대학원

7. 상담복지정책대학원 학사운영내규 개정(안) 61 상담복지정책대학원

8. 교원 보수 규정 개정(안) 67 교수지원팀

9. 전임교원 연봉제 규정 개정(안) 74 교수지원팀

10. 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 79 총무팀

11. 사무분장 규정 개정(안) 85 예산조정팀

12. 광운발전협의회 규정 폐지(안) 88 예산조정팀

13. 정보보안 규정 개정(안) 91 정보운영팀

14. 교직과정 운영 규정 개정(안) 100 인제니움학부대학

15. 교원양성위원회 규정 개정(안) 117 인제니움학부대학

16. 광운대학교 학점은행제 운영 내규 개정(안) 123 정보과학교육원

17. 광운영상방송센터 운영 규정 제정(안) 130 광운영상방송센터

18.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134 산학협력단



2021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자료

1. 일 시 : 2021년 5월 25일(화) 14:00

2. 장 소 : 화도관 2층 대회의실 

3. 대학평의원회 의원  

  의  장 : 김진곤

  부의장 : 천성오 

  의  원 : 이건영, 박수원, 이경훈, 신상진, 김태훈, 서원빈, 조하연, 김민수, 고민석

4. 안건

   가. 규정 개정(안)
1)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

2) 광운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3) 온라인강좌 운영 규정 폐지(안)

4) 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5) 원격수업운영 규정 제정(안)

6)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

7) 상담복지정책대학원 학사운영내규 개정(안)

8) 교원 보수 규정 개정(안)

9) 전임교원 연봉제 규정 개정(안)

10) 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

11) 사무분장 규정 개정(안)

12) 광운발전협의회 규정 폐지(안)

13) 정보보안 규정 개정(안)

14) 교직과정 운영 규정 개정(안)

15) 교원양성위원회 규정 개정(안)

16) 광운대학교 학점은행제 운영 내규 개정(안)

17) 광운영상방송센터 운영 규정 제정(안)

18)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붙임 : 1. 규정입안서,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전문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