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2011년 3월 2일(수)
전 화:042-821-1466
F A X :042-821-1895

한밭대학교

교수평의회보

2011

01호

http://faculty.hanbat.ac.kr

발행인:이종원

편집인:우승한

2011년도 제1차 교수평의회 전체회의
2011년도 교수평의회 제1차 전체회의가 (재적인원 24명, 참석 11명, 위임 5명)
다음과 같이 개최되었다.
∎ 일 시: 2011년 1월 19일(수) 16:00 ∎ 장 소: 대학본부 2층 대회의실
∎ 안 건: 1) 경과보고 2) 심의사항 7건 3) 보고사항 1건
∎ 내 용: 한밭대학교 교원 등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재심의 등 7건
에 대해 교무인사팀장 배석 및 안건 설명과 함께 평의원들의 심도있는 토론
이 있었으며, 그 결과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수정안 제출 등을 결의하였다.

2011년도 제2차 교수평의회 전체회의
2011년도 교수평의회 제2차 전체회의가 (재적인원 24명, 참석 14명, 위임 5명) 다
음과 같이 개최되었다.
∎ 일 시: 2011년 2월 21일(수) 13:00 ∎ 장 소: 대학본부 2층 대회의실
∎ 안 건: 1) 경과보고 2) 토의사항 1건
∎ 내 용: 신임교수 임용관련 문제점에 대해 산업경영공학과 학과장 및 학과교수
3분이 배석하여 의견 청취하였으며, 총장의 해명과 재발방지에 대해 요구할
것을 결의하고, 24일 전체 교수회의에서 의사를 전달하기로 하였다.

2010년도 12월 교수포럼
2010년도 2학기 네번째 교수포럼은 경제학전공의 남기곤 교수님을 모시고 한국인
의 출생월 분포와 그 원인에 대한 주제로 개최되었다.
∎ 일 시: 2010년 12월 8일(수) 12:00
∎ 장 소: 대학본부 2층 대회의실
∎ 주 제: 왜 한국에는 2월 출생자가 많았을까? 그들은 성공하고 있는가?
∎ 발표자: 남기곤 (경제학전공)

∎ 내 용: 사회적 통계 데이터를 활용해 경제학적 현상에 대한 통찰을 이끌어
내어 흥미롭게 설명하였으며, “괴짜경제학”과 같은 베스트셀러에 나오는
연구에 대해 직접 설명들을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운영위원회/임원회의
∎ 운영위원회
- 제1차 : 2011. 1. 3
- 제2차 : 2011. 2. 11
∎ 임원회의: 제34 ~ 49차
임원회의 개최

정년퇴임(2011년 2월) 교수
∎ 기계설계공학 강형모 교수
∎ 전기공학 장석구 교수
∎ 화학공학 박성하 교수
2011년도 2월 3분의 교수님이 정년퇴임하게
되어 2월 21일 평의회 임원진과 축하행사를
가졌다. 그 동안 한밭대학교 발전을 위한 노
고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
린다.

국교련 2011년도 정기총회
∎
∎
∎
∎

일 시: 2011년 2월 17일(목) 15시
장 소: 경북대학교 정보전산원
참석자: 이종원, 진영택, 박덕용, 우승한
안 건: 1) 성과연봉제, 학장임명제 등
국립대 선진화 방안 대응책 (기금 모금,
위헌소송 제기), 2) <고등교육법 개정>
운동 추진, 3) 상임회장과 공동회장단
선출

학칙 및 규정 심의 (10월 의뢰 안건)
-

취업지도위원회 개정규정(안) (2010.12.1) - 인력개발센터: 원안통과
한밭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교무규정개정(안) (2010.12.17) - 산업대학원: 원안통과
한밭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학칙(안) (2010.12.22) - 산학협력실 : 원안통과
교원등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재심의 (2011. 1. 5) - 교무과 : 의견첨부 (수정안 제출)
한밭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제정(안) (2011.1.12) - 기획홍보과 : 원안통과
한밭대학교 정보화추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2011.1.12) - 기획홍보과 : 원안통과
한밭대학교 장학금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2011. 1.12) - 학생과 : 원안통과
교원 등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명예교수관련) (2011.1.14) - 교무과 : 원안통과
교원 등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011.1.14) - 교무과 : 조건부통과
교원 등 인사관리규정 개정(안)(강의전담교수관련) (2011.1.14) - 교무과 : 조건부통과
정보통신전문대학원 교무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2011.1.19) - 정보통신전문대학원 : 원안통과
산업대학원,정보통신전문대학원,창업경영대학원 교무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2011.2.7) - 산업대학원 : 의견첨부
2011회계연도 기성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2.16) 총무과 : 심의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