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일 시

2021. 3. 31.(수) 16:30

장 소

(춘천)대학본부 401호, (삼척)대학본부 305호(ZOOM 화상회의 병행)

참석 인원

참석 18명, 불참 4명
(춘천) 이한수, 박정애, 박태현, 송영한, 유숙원, 신은주, 한건수, 배

참석자

상확, 김준겸, 김용신(10명)
(삼척) 유원근, 정미경, 강윤식, 최상석, 이현희, 박형도, 최우석,
이효진(8명)

불참자

(춘천) 은희창, 이동민, 김경자, 홍현태(4명)

배석자

교무처장
1. 성원 보고 및 개회

회의 순서

2. 안건 상정 및 질의
3. 안건 심의
4. 폐회 선언

상정 안건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1. 강원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2. 2022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추가조정(안)

1. 원안 가결
2. 원안 가결

 성원 보고 및 개회
(의장) 재적 평의원 22명 중 출석 18명, 불참 4명으로 성원되었음을 알림

 안건 상정 및 질의
1. 강원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의장) 안건 설명 요청
(교무처장) 안건 설명
(의장) 개정안 제57조제5항을 보면 ‘제56조제4항에 따라 원격수업으로 대체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하는 원격수업의 비중 등에 제
한을 두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제56조제4항의 내용은 무엇인가? 개정
안 제57조제3항의 ‘원격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졸업학점의
100분의 40까지로 한다.’라는 조항에 대해 ‘재난 상황에는 예외로 한다’는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박태현 의원) 현행 제58조제4항(개정안 제56조제4항)에‘ 재난 및 안전관리

」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정상적으로 수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기본법

경우에는 주간수업, 야간수업 및 계절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학칙에 원격수업 관련 조항이 몇 가지 있는데 현행과 개정안 조항의
관계 정립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교무처장) 원격수업에 대한 규정과 재난 상황 시 대응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학

(

칙에 반영하였다.

·

박태현 의원) 현재 우리 대학에서는 규정 제 개정 시 어떤 조항을 삭제할 경

(

우, 그 뒤에 위치한 조항을 삭제된 조항으로 순번을 변경한다. 하지만 법조문
개정 시에는 조항만 삭제하고 나머지 조항의 번호는 고유번호로 계속 유지하는
데, 이는 변경할 경우 하위규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으
로 진행했다면 지금처럼 조항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의장) 개정안 제56조제4항에 재난 상황에 대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이다.

2. 2022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추가조정(안)
(의장) 안건 설명 요청
(교무처장) 안건 설명
(의장) 현재 정원 15명 미만인 학과가 몇 개인가?
(배상확 의원) 사범대학에 15명 내외로 운영되는 학과가 있으나 사범대학은
교원양성과정으로 운영되어 별도 정원 관리를 받고 있다.
(의장) 삼척캠퍼스에서 유아교육과 폐과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었다. 사범대학
내 10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몇몇 학과의 경우 정원 관리를 별도로 받고 있어
탄력정원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아교육과 또한 이런 맥락으로 이
해하면 좋을 것 같다. 추가 질문 없으면 안건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안건 심의
1. 강원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의장) 「강원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다.
(전원) 전원 찬성. 이견 없음.
(의장) 「강원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은 원안 가결하도록 하겠다.

2. 2022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추가조정(안)
(의장) 「2022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추가조정(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
(전원) 전원 찬성. 이견 없음.
(의장) 「2022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추가조정(안)」은 원안 가결하도록 하겠
다.

 폐회 선언
(의장) 이상 제16차 대학평의원회를 마치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