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자료

 
 [자문] - 2021학년도 결산(안), 고정자산 변동(안)
 
 [심의] - 1개 규정 개정(안) 

 [보고] - 15개 규정 개정(안) 

o 일 시 : 2022. 4. 7.(목) 14:00

o 장 소 : 광운대학교 대회의실

o 주 관 : 광운대학교 기획처



2022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원회 상정 안건

안 건 page 상정부서 비고

1. 2021학년도 결산(안) (별첨) 재무팀
자문

2. 고정자산 변동(안) (별첨) 시설관재팀

3.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 1 대학원/교육대학원 심의

4. 직제 규정 개정(안) 17 평가감사팀

보고

5. 감사 규정 개정(안) 32 평가감사팀

6. 기획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안) 45 평가감사팀

7. 광운발전전략위원회 규정 개정(안) 48 기획예산팀

8.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개정(안) 58 기획예산팀

9. 교원 포상 규정 개정(안) 64 교수지원팀

10. 교수업적평가 규정 개정(안) 70 교수지원팀

11. 연구년 규정 개정(안) 76 교수지원팀

12. 직원인사 규정 개정(안) 80 총무팀

13. 직원보수 규정 개정(안) 87 총무팀

14. 직원복무 규정 개정(안) 92 총무팀

15. 직원승진 규정 개정(안) 95 총무팀

16. 직원고과평정 규정 개정(안) 98 총무팀

17. 장학 규정 개정(안) 137 학생복지팀

18. 광운대학교 홍보위원회 규정 개정(안) 151 홍보팀



2022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자료

1. 일 시 : 2022년 4월 7일(목) 14:00

2. 장 소 : 화도관 2층 대회의실 

3. 대학평의원회 의원  

  의  장 : 김진곤

  부의장 : 천성오 

  의  원 : 이건영, 박수원, 이경훈, 신상진, 김태훈, 김민수, 고민석, 박민태, 정재영

4. 안건

   [자문]

    가. 2021학년도 결산(안)

    나. 고정자산 변동(안)

   [심의 및 보고]

    다. 규정 개정(안)

1)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 

2) 직제 규정 개정(안)

3) 감사 규정 개정(안)

4) 기획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안)

5) 광운발전전략위원회 규정 개정(안)

6)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개정(안)

7) 교원 포상 규정 개정(안)

8) 교수업적평가 규정 개정(안)

9) 연구년 규정 개정(안)

10) 직원인사 규정 개정(안)

11) 직원보수 규정 개정(안)

12) 직원복무 규정 개정(안)

13) 직원승진 규정 개정(안)

14) 직원고과평정 규정 개정(안)

15) 장학 규정 개정(안)

16) 광운대학교 홍보위원회 규정 개정(안)

  붙임 : 1. 2021학년도 결산(안) - 회의 당일 배포 예정

         2. 고정자산 변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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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