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 22. 학부 동아리연합회

1월 제1차 정기 운영위원회

일           시 2022년 1월 22일 21:10

장           소 온라인 (Zoom)
https://kaist.zoom.us/j/81465189062?pwd=aVpNZ0lxYXVSVTBzcXhlOFlvQTR
KQT09

재           적 연승모(비상대책위원장), 김민서(생활문화), 김민준(연행예술),
이소영(전시창작), 이수찬(밴드음악), 이주환(보컬음악), 육준석(연주음악),
조재현(사회), 김민선(종교), 장준하(구기체육), 김태우(생활체육),
이민호(이공학술), 최종인(인문학술)
13인

재          석 연승모(비상대책위원장), 김민서(생활문화), 김민준(연행예술),
이소영(전시창작), 이수찬(밴드음악), 이주환(보컬음악), 육준석(연주음악),
조재현(사회), 김민선(종교), 장준하(구기체육), 김태우(생활체육),
이민호(이공학술), 최종인(인문학술)

지          각 -

조          퇴 -

결          석 -

회 의  보 조 임재석(집행부원)

회 의 안 건 보고안건 1. 동아리연합회 운영보고
인준안건 1. 2022년도 비상대책위원(집행부원) 추가 인준
심의안건 1. 2021년도 3분기 1차 안전점검 징계 부과
심의안건 2. 2021년도 3분기 2차 안전점검 징계 부과
심의안건 3. 비상대책위원회 2022년 상반기 예산안 승인
논의안건 1. 2021년도 하반기 활동보고서 제출 관련 소명
논의안건 2. 동아리지원금 환수금의 사용 방안 논의
논의안건 3. 2021 겨울 - 2022 봄 동아리지원금 지급 관련 논의
논의안건 4. 2021년도 하반기 활동보고서 내 집합금지 위반 징계 논의
논의안건 5. 활동지원금의 증빙여부 논의 (은막 요청)
논의안건 6. 임시재배치 시행 기준안 논의
논의안건 7. 구기체육분과 분과학생회장 권한대행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논의안건 8. 등록 취소 동아리 가오리의 동아리방 회수 관련 소명

https://kaist.zoom.us/j/81465189062?pwd=aVpNZ0lxYXVSVTBzcXhlOFlvQTRKQT09
https://kaist.zoom.us/j/81465189062?pwd=aVpNZ0lxYXVSVTBzcXhlOFlvQTRKQT09


보고안건1 동아리연합회 운영보고

- 정부 조치에 따라 동아리 활동 집합제한 조치가 완화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산차단을 위한 특별방역 거리두기(3주 연장, 1.17. ~ 2.6.)

- 2022년 1월 분과회의 기간은 1월 24일 월요일부터 1월 30일 일요일까지 입니다.
23일 일요일 중으로 분과회의 안건지를 공지드리겠습니다.

- 2021년 하반기 활동보고서 검토 완료
2021년 하반기 활동보고서의 1차 검토가 완료되었습니다. 1월 4주차 중으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각 동아리에게 검토결과 및 활동보고서 수정제출에 대해 공지드릴
예정입니다.

- 2021년 여름 - 2021년 가을 동아리지원금의 사용(증빙)은 동아리지원금이 늦게
지급된 점을 감안하여 1월 31일까지의 지출로 증빙하도록 증빙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연장된 일정에 따라, 지원금 증빙서류는 2월초에 제출합니다.
1월 31일 전까지 사용되지 않은(증빙이 인정되지 않는)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분과내 동아리들이 기한 내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바랍니다.

- 2022년 전기 새내기새로배움터가 새내기학생회 주관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동아리박람회 관련 내용을 분과회의를 통해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daejeon.go.kr/drh/board/boardNormalView.do?ntatcSeq=1390442587&menuSeq=1631&boardId=normal_0096


인준안건1 2022년도 비상대책위원(집행부원) 추가 인준

2022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서 직책 이름 학번 학과 비고

비상대책위원장 연승모 17 화학과

사무국 국장 신동찬 18 수리과학과

관리국 국장 김형철 18 항공우주공학과 2월까지

집행부 집행부원

정지윤 16 항공우주공학과 1월까지

임재석 20 전산학부 신규

양지수 19 바이오및뇌공학과

최윤정 20 바이오및뇌공학과

위 인원 중 아래의 작년 12월까지 활동했던 3명의(김형철, 양지수, 최윤정) 집행부원이

금년도에도 활동을 희망하여, 집행부원으로 추가 인준합니다.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상시로 집행부원(비상대책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바랍니다.

[의결문안] KAIST 학부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로 위의 인원을 인준한다.
재석 : 13인
찬성 : 12인
반대 : 0인
기권 : 1인

의결문안 가결



심의안건1 2021년도 3분기 1차 안전점검 징계 부과

2021년 11월 4일 진행된 2021년도 3분기 1차 안전점검(공개) 결과는 동연카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cafe.naver.com/kaistclubs/2545)
(징계 부과 유예의 건은 별도로 징계안을 상정하지 않습니다.)

 - 번개탄, 라이터, 성냥, 기름 등의 발화 목적의 물품이 존재하는 경우 - 주의 1회
(동연 안전점검 세칙 제 4조의 1항 3호)
FingS

 - 피복이 벗겨진 전선이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 주의 2회
(동연 안전점검 세칙 제 4조의 2항 2호)
MR 

 - 방치되었다고 판단되는 음식물 및 주류가 발견되는 경우
- 주의 2회 (연속 적발로 유예 사항 징계)
(동연 안전점검 세칙 제 5조의 1항 1호)
루키, 디딤돌-EWB-KAIST (디딤돌)

 - (출입)수단이 존재하나 작동이 원활 하지 않은 경우  - 주의 2회
(동연 안전점검 세칙 제 6조의 1항 2호)
판놀음 (도어락 전력 부족으로 개방 불가)

[의결문안]  위와 같이 3분기 1차 안전점검에 대한 징계를 부과한다.
재석 : 13인
찬성 : 12인
반대 : 0인
기권 : 1인

의결문안 가결

심의안건2 2021년도 3분기 2차 안전점검 징계 부과

2021년 11월 16일 진행된 2021년도 3분기 2차 안전점검(비공개) 결과는 동연카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cafe.naver.com/kaistclubs/2549)
(징계 부과 유예의 건은 별도로 징계안을 상정하지 않습니다.)

  - 동아리방 내 출입명부 미비치(동연 회칙 제 91조의 7, 제 92조의 5 - 2021년 4월
운영위원회 의결)
(주의 1회)
STERGEON, 루키, MSK

https://cafe.naver.com/kaistclubs/2545
https://cafe.naver.com/kaistclubs/2549


 - 피복이 벗겨진 전선이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 주의 2회
(동연 안전점검 세칙 제 4조의 2항 2호)
이박터, CCC

 - 방치되었다고 판단되는 음식물 및 주류가 발견되는 경우 - 주의 2회 (연속 적발로 유예
사항 징계)
(동연 안전점검 세칙 제 5조의 1항 1호)
RUN

3분기 2차 비공개 안전점검 직전, 보안및화재안전점검스티커가 소진되어 일부 동아리에서
보안및화재안전점검스티커 갱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때문에 관련 징계안은
동아리연합회 집행부에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박터 소명서
이박터 안전점검 징계 소명서

[의결문안]  위와 같이 3분기 2차 안전점검에 대한 징계를 부과한다.
재석 : 13인
찬성 : 12인
반대 : 0인
기권 : 1인
의결문안 가결

심의안건3  비상대책위원회 2022년 상반기 예산안 승인

안건상정 근거 : KAIST 학부 동아리연합회 회칙 제100조

제100조 (예산편성 및 심의)
1 예산은 본회의 재정으로 구성한다.
2 예산은 본회 집행부에서 심의, 편성하고, 매 회기 시작 후 30일 내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상정하여 승인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30일 내에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한다.

2022년 제 30대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021년 12월 29일 제3차 전동대회에서 구성
되었으므로, 이번 1월 22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학부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2022년도 상반기 예산안

- [학부동아리연합회] 22 1분기 예산안 (2022-01-22)

[의결문안] KAIST 학부 동아리연합회 2022년 상반기 예산안을 승인한다.
재석 : 12인
찬성 : 11인
반대 : 0인
기권 : 1인
의결문안 가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4x2fZKayOau_166dRAapczLZqf8MKGLvEuAHyeX0pw/edit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hfJdb4VEn8L8_ytScHFylWLCw7euB3J4qxcgiLnes08/edit?usp=sharing


논의안건1 2021년도 하반기 활동보고서 제출 관련 소명

예쁜영화에서는 하반기 활동보고서를 당초 제출기한이었던 1월 1일보다 하루 늦은 1월 2일
(일) 오후 6:08에 제출하였습니다. 활동보고서 지연제출에 대한 인정여부를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고자 본 안건을 상정합니다.

(아래는 예쁜영화에서 보낸 소명서 내용)
안녕하세요 예쁜영화 회장 박진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숙사에서 짐을 빼는
와중에 컴퓨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 컴퓨터를 제외하고는 저는 태블릿과 핸드폰
밖에 없는데 이로는 워드 작업이 안되서 제 컴퓨터 수리를 완료한 후에 바로 워드
작업을 해서 올렸습니다. 물론 피시방이나 다른 컴퓨터로 작업을 하려 하였으나
정리된 자료나 학교 관련 자료가 모두 저의 고장난 컴퓨터에 존재하여 작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증빙자료) Inbox

하제에서는 지도교수님 서명을 기한보다 늦게 제출한바 있어, 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가투표] 지도교수님 서명을 기한보다 늦게 제출한 하제에 대해 징계 부과
찬 : 8인
반 : 3인

[의결문안] 활동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 동아리 예쁜영화, 지도교수님 서명 기한내 미제출
동아리 하제 에게 주의 1회를 부과한다.
재석 : 12인
찬성 : 10인
반대 : 2인
기권 : 0인
의결문안 가결

논의안건2 환수된 동아리지원금의 사용 방안 논의

교내 정동아리 이박터의 경우, 징계로 인한 지원금 삭감이 있어 2021 여름 - 2021 가을
지원금이 반액 삭감 되었습니다.이박터의 협조로 환수 대상 지원금을 동아리 회계
계좌에서 동아리연합회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662,502원)

동아리연합회 집행부에서 계획한 사용 방안은 아래 3가지 방안이 있었습니다.
- 학교측 계좌로 다시 입금하는 것이 가능하면, 학교 계좌로 다시 송금.
- 학교측 계좌로 다시 입금이 불가하다면, 동연 계좌에서 보관하다가 다음학기 지원금
지급시에 환수지원금을 사용하여 지급하는 방법.

- 회계연도 때문에 영수증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아리연합회에서 본회계 지출에
사용하는 방법

https://mail.google.com/mail/u/3/?ogbl#inbox/FMfcgzGmtFJRDFpFWpVSZmhMqhgKsdfg


이와 관련하여 학생지원팀과 논의(2022-01-20) 결과, 다시 학교측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번 환수된 지원금 662,502원과 추후에 환수하게 되는 비용들을 본회계
지출에 포함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논의결과 : 2021 여름 - 2021 가을 동아리지원금 중 환수된 지원금 662,502원과 추후에
환수하게 되는 동아리지원금을 동아리연합회 본회계 지출분에 사용한다.

논의안건3 2021 겨울 - 2022 봄 동아리지원금 지급 관련 논의

2021 겨울 - 2022 봄 동아리지원금의 지급이, 아래의 이유로 현 지원금지급기준안에 따라
지급이 어렵습니다.

- 지급되는 동아리 지원금을 봄학기 종강까지 동아리에서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지급되어야 함.

- “우수동아리지원금” 및 “심의를 통해 지급하는 동아리지원금”(600만원 규모)의 경우,
지원금지급기준안에 따라 채점과 심의를 할 시간이 부족함.
- (집행부 안) 2021 겨울 ~ 2022 봄 동아리지원금 중, 우수동아리 지원금에 대해서는
균등배분을 함. (2021 여름 - 2021 가을 동아리지원금과 동일)

지난 목요일에 진행된 학생지원팀과의 회의에서 확인한 2021 겨울 - 2022 봄
동아리지원금으로 학생지원팀에서 가용한 예산은 2375만원 입니다.

의 논의안건 2제13차 운영위원회(11월, 임시회) 결과지

논의 결과 : 2021 겨울 - 2022 봄 동아리지원금 중, “우수동아리지원금”과 “심의를 통해
지급하는 동아리지원금”의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 동아리에게 균등 배분하여 지급한다.

전시창작 : 다음 지원금(2022 여름 - 2023 봄) 지급 때에는 우수동아리지원금이 적절히
책정될 수 있도록 준비 필요.

논의안건4 2021년도 하반기 활동보고서 내 집합금지 위반 징계 논의

동아리에서 제출한 2021년도 하반기 활동보고서 내에서 확인되는 집합금지 위반에 대해
징계 여부를 논의합니다.
2021년도 상반기 활동보고서에서 발견된 집합금지 위반의 경우, 해당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논의 하였습니다.
제10차 운영위원회(9월, 정기회) 결과지

https://docs.google.com/document/d/180Br44K361Af6Pzl-FeUfSfEOXtxaYjgCwQnNQhhUqA/edit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d2i_QcZTrsxSAEqoMkOUc7fjRve6tGOVz12rGQj5tc/edit


현재 활동보고서는 “성격에 합치하지 않는 활동”의 전체 활동 수의 절반을 넘을 수 없음
예시 :

(1차 제출) 성격에 합치하지 않는 활동 : 3개, 성격에 합치하는 내부 활동 : 3개
검토결과 1개 활동의 분류가 잘못되어 “성격에 합치하는 내부 활동”에서 “성격에 합치하지
않는 활동”으로 변경

(수정 제출) 성격에 합치하지 않는 활동 : 4개, 성격에 합치하는 내부 활동 : 2개

논의 결과 : 활동보고서 검토 이후에 발생한 활동분류 변경으로 발생하는 “성격에 합치하지
않는 활동의 수가 절반을 넘는 경우”는 활동으로 인정.

논의안건5 활동지원금의 증빙여부 논의 (은막 요청)

안녕하세요, 은막 대표자 신서원입니다.
지난 9~10월에, 은막 회계 '정준영'으로 동연 플러스친구를 통해 이미 문의드린 '장소
대관비용 지원'에 관련된 판단을 운영위원회에 요청하고자 연락드렸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지난 가을부터, 교내 촬영이 어려운 관계로, 동아리의 목적과 합치하는
활동을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교외 장소들을 대관하였습니다.
이미 영화관, 아파트 등을 대관하여 거래가 진행되었고, 앞으로는 카페와 사무실 등도
대관할 예정입니다.
거래 사실 증빙과 세부 항목 증빙 자료들은 충분한 상황이지만, 플러스친구를 통해
문의드렸을 때, 아직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셔서,
앞으로도 많은 지출이 예상되는 부분인 만큼,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지원 여부를
명확히 결정해주셨으면 하여 연락드립니다.
2021여름-가을 지원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빠른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미 거래가 진행된 영화관과 아파트의 경우, 사용 목적과 거래 사실 증빙 자료 등을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참고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사항은 이 메일이나 010-2923-4581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1. 영화관
거래 일자 : 2021.09.16. : 130,000원
사용 목적 : 2021 에티켓 영상 촬영 (2021 은막 하반기 활동보고서 6번 내용)

2. 아파트
거래 일자 : 2021.12.31.(처음 금액) : 약 206,000원 / 2022.01.06.(추가 금액) : 62654원
사용 목적 : 2021 겨울 영화 촬영 (2022 은막 상반기 활동보고서에 추가될 예정)



Inbox

(가투표) 동아리의 시설 대관비용에 대해, 지원금 증빙을 인정한다.
찬 : 7인
반 : 0인
(숙박비는 지원 불가능, 학생지원팀)

논의 결과 : 동아리의 시설 대관비용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는 지원금 사용 용도를
인정한다. (학생지원팀에서 인정 불가할 경우는 이에 따라 증빙 인정 불가)

: 체육동아리의 시설 사용/대여 비용의 경우도 학생지원팀에 문의를 부탁.

논의안건6 임시재배치 시행 기준안 논의

2022년 1월 임시 동아리방 재배치 안내문 (1차)
지난 2021년 가을학기 동아리방 임시재배치에 신청한 동아리들을 대상으로 위의 안내문을
배포하였습니다. 이전 운영위원회에서 활동보고서를 바탕으로 채점하기로 논의하였으나,
채점 점수에 따른 동아리방 배정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여 이에대한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의결문안]임시재배치 시행 기준안을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서면의결하여 심의한다.
재석 : 10인
찬성 : 10인
반대 : 0인
기권 : 0인
의결문안 가결

논의안건7 구기체육분과 분과학생회장 권한대행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구기체육분과 분과학생회장 권한대행 1월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논의 결과 :
1. KAIST체육시설운영위원회의에 교내 체육시설 개방 확대 건의
2. 1월 중으로 인문사회과학부에 체육 AU지급 관련 방문

논의안건8 등록 취소 동아리 가오리의 동아리방 회수 관련 소명

 등록 취소 동아리 가오리의 동아리방 회수 관련 소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2TXt2Sn9PcrS5gV47cJfSrzb6kyqokBx65-eXKgP6mk/edit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0BKl0IrGpMLYfmoRhrZXTVyhdjPXUH3qS499iLt8TQ/edit?usp=sharing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OTMQIKZqGUrPmxDAEeESR7lmkqpjDpq7zUlyl22BKw/edit?usp=sharing
https://mail.google.com/mail/u/3/?ogbl#inbox/FMfcgzGmtNfsHzHZhFwrWqQwrKPddsvX


논의 결과 : 임시재배치 이전까지 가오리의 동아리방 내 물품 보관을 허용함.

폐회 성원 점검 : 2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