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 (1월,정기회)

** 회의 안내 사항**
● 표결

○ 중앙운영위원만 표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1

○ 대리 및 참관인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2

○ 안건 설명 이후 표결로 넘어가기 전에는 2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3

○ 표결은 기명투표이며,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순서: 재석인원 점검 -> 찬성/반대/기권 투표 -> 기권 사유 질의

(가결 시 반대 사유, 부결 시 찬성 사유를 질의할 수 있음)
■ 재석인원 점검: 재석한 중운위원이 zoom 채팅창에 “재석”이라고 입력
■ 찬성/반대/기권 투표:재석인원 점검에 참여한 중운위원만 zoom
채팅창에 “찬성” 또는  “반대” 또는 “기권” 입력
※재석인원과 찬성+반대+기권 인원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맞을
때 까지 위 과정을 반복합니다.4

● 발언권

○ 회의 진행 시,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 발언권은 zoom의 손들기 기능이나 채팅창을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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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결기구운용세칙 제18조(회순)
5의결기구운용세칙 제27조(발언권)
4의결기구운용세칙 제32조 제4항
3의결기구운용세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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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총학생회칙 제35조 제1항, 의결기구운용세칙 제13조 제1항



1. 성원보고

성원은 zoom 접속을 기준으로 함

참관 단위 소개



2. 개회선언7

재적: 17

재석: 15

7제17조(의사정족수)
본회 각 회의체는 회의장에 재적 구성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의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고, 그
수가 재석하고 있어야 의사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3. 의장인사

생략8

8의결기구운용세칙 제18조(회순)제2항



4. 보고사항

보고사항1. 총학생회 공문 양식 리뉴얼
KAIST 학부 총학생회 공통 공문 양식

보고사항2. 카이위키 파일 업로드 정책 준수 요청

1) 카이위키에 Google Docs를 활용해 링크만 첨부 ->카이위키에 파일을 직접 업로드

2) 관련 매뉴얼
안건지 작성 매뉴얼(배포용).pdf

3) 과거 논의 기록
(1) 카이위키에 Google Docs를 활용해 링크만 첨부할 경우, 임의 수정이 가능하고
시간이 지난 뒤 링크가 작동하지 않아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

예시:

(단체정보 보호를 위해 안건지 내용은 블라인드 처리함)
해당 링크:
https://drive.google.com/file/d/11iHYKkxlusNU2ineaT7C6JyUxMRxGRRi/view?usp=sharing

(2) 논의 자료 - 2020 제3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2020년 하반기 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sl05vKMLHWzUTpc9KMVJeDR63Posx2Q/edit?usp=sharing&ouid=110635513564011490994&rtpof=true&sd=true
https://drive.google.com/file/d/1MVKEIsfnWljz1oJFGoIC61tMCrRxnng4/view?usp=sharing
https://www.youtube.com/watch?v=E4x0HSQQMMI


5. 안건심의 순서 확정9

회의 일정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순서로 심의하고자 함

인준안건2

인준안건3-4

인준안건1, 5

심의안건1

논의안건1-3

보고안건1-20, 22-23

보고안건21
심의안건2

9의결기구운용세칙 제23조(안건의 심의)
1. 당일 심의할 안건이 2개 이상이면 의장은 회순에 따라 안건을 하나씩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2. 의장은 상황에 따라 회순을 변경하여 상정할 수도 있고, 복수의 안건을 병합하여 상정하거나
하나의 안건을 분할하여 상정할 수도 있다. 단, 의결요건이 다른 안건을 병합하여 표결하기
위해서는 더 가중된 의결요건을 따라야 한다.



6. 안건심의10

학부총학생회:2022_제1차_중앙운영위원회

<의결문안>

인준안건2

[의결문안] 박기은(20, 바이오및뇌공학과), 최현진(20, 바이오및뇌공학과) 학우에 대한
바이오및뇌공학과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선출을 인정한다.

재석: 15/ 찬성: 15/ 반대: 0 / 기권: 0
가결(O) / 부결()

기계공학과 학생회장 최수용: 찬성
기술경영학부 학생회장 김범준: 찬성
물리학과 학생회장 김윤정: 찬성
바이오및뇌공학과 학생회장 박기은: 찬성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김대욱: 찬성
산업및시스템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 임채원: 찬성
생명화학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 홍유승: 찬성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신규섭: 찬성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박성주: 찬성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장 김유환: 찬성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강신재: 찬성
학부총학 부비상대책위원장 허현: 찬성
학부총학 비상대책위원장 한정현: 찬성
항공우주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 김민성: 찬성
화학과 학생회장 김찬수: 찬성

인준안건3

[의결문안] 임채원(20, 산업및시스템공학과) 학우에 대한 산업및시스템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을 인정한다.

재석: 15/찬성: 15/반대: 0/기권: 0
가결(O) / 부결()

10제17조(의사정족수)
본회 각 회의체는 회의장에 재적 구성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의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고, 그
수가 재석하고 있어야 의사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https://student.kaist.ac.kr/wiki/%ED%95%99%EB%B6%80%EC%B4%9D%ED%95%99%EC%83%9D%ED%9A%8C:2022_%EC%A0%9C1%EC%B0%A8_%EC%A4%91%EC%95%99%EC%9A%B4%EC%98%81%EC%9C%84%EC%9B%90%ED%9A%8C/%EC%95%88%EA%B1%B4%EC%A7%80#.EB.B3.B4.EA.B3.A0.EC.95.88.EA.B1.B41_.EB.B9.84.EC.83.81.EB.8C.80.EC.B1.85.EC.9C.84.EC.9B.90.ED.9A.8C_.EC.9A.B4.EC.98.81.EB.B3.B4.EA.B3.A0


기계공학과 학생회장 최수용: 찬성
기술경영학부 학생회장 김범준: 찬성
물리학과 학생회장 김윤정: 찬성
바이오및뇌공학과 학생회장 박기은: 찬성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김대욱: 찬성
산업및시스템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 임채원: 찬성
생명화학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 홍유승: 찬성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신규섭: 찬성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박성주: 찬성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장 김유환: 찬성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강신재: 찬성
학부총학 부비상대책위원장 허현: 찬성
학부총학 비상대책위원장 한정현: 찬성
항공우주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 김민성: 찬성
화학과 학생회장 김찬수: 찬성

인준안건4

[의결문안] 홍유승(20, 생명화학공학과) 학우에 대한 생명화학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을 인정한다.

재석: 12/찬성: 12/반대: 0/기권: 0
가결(O) / 부결()

기계공학과 학생회장 최수용: 찬성
기술경영학부 학생회장 김범준: 찬성
물리학과 학생회장 김윤정: 찬성
바이오및뇌공학과 학생회장 박기은: 찬성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김대욱: 찬성
산업및시스템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 임채원: 찬성
생명화학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 홍유승: 찬성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박성주: 찬성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장 김유환: 찬성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강신재: 찬성
학부총학 부비상대책위원장 허현: 찬성
학부총학 비상대책위원장 한정현: 찬성



인준안건1

[의결문안] 아래의 학우들을 2022년 3월 재선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인준한다.
● 허현(20, 전산학부)
● 길현종(21, 새내기과정학부)
● 윤승환(21, 전기및전자공학부)
● 조호정(19, 화학과)
● 박병찬(21, 전산학부)

재석: 14/찬성: 13/반대: 0/기권: 1
가결(O) / 부결()

기계공학과 학생회장 최수용: 찬성
기술경영학부 학생회장 김범준: 찬성
물리학과 학생회장 김윤정: 찬성
바이오및뇌공학과 학생회장 박기은: 찬성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김대욱: 찬성
산업및시스템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 임채원: 찬성
생명화학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 홍유승: 찬성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신규섭: 찬성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박성주: 찬성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강신재: 찬성
학부총학 부비상대책위원장 허현: 기권
학부총학 비상대책위원장 한정현: 찬성
항공우주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 김민성: 찬성
화학과 학생회장 김찬수: 찬성

기권사유

부위원장 허현 - 본인사유로 기권

인준안건5

[의결문안] 김영서(21,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우를 비상대책위원회 서기실장으로 인준한다.

재석: 14/찬성: 11/반대: 0/기권: 3
가결(O) / 부결()

기권사유

비대위 위원장 - 소속 단체의 안건이므로 기권
비대위 부위원장 - 소속 단체의 안건이므로 기권
화학과 학생회장 - 소속 단체의 안건이므로 기권



심의안건1

[의결문안] 동아리연합회의 2022년 1분기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승인한다.

재석: 14/찬성: 14/반대: 0/기권: 0
가결(O) / 부결()

기계공학과 학생회장 최수용: 찬성
기술경영학부 학생회장 김범준: 찬성
물리학과 학생회장 김윤정: 찬성
바이오및뇌공학과 학생회장 박기은: 찬성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김대욱: 찬성
산업및시스템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 임채원: 찬성
생명화학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 홍유승: 찬성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신규섭: 찬성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박성주: 찬성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강신재: 찬성
학부총학 부비상대책위원장 허현: 찬성
학부총학 비상대책위원장 한정현: 찬성
항공우주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 김민성: 찬성
화학과 학생회장 김찬수: 찬성

논의안건1

[의결문안] 제34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를 3월 14일, 3월 15일 양일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재석: 15/찬성: 14/반대: 0/기권: 1
가결(O) / 부결()

기계공학과 학생회장 최수용: 찬성
기술경영학부 학생회장 김범준: 찬성
물리학과 학생회장 김윤정: 찬성
바이오및뇌공학과 학생회장 박기은: 찬성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김대욱: 찬성
산업및시스템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 임채원: 찬성
생명화학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 홍유승: 찬성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신규섭: 찬성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박성주: 찬성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장 김유환: 찬성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강신재: 찬성
학부총학 부비상대책위원장 허현: 기권
학부총학 비상대책위원장 한정현: 찬성



항공우주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 김민성: 찬성
화학과 학생회장 김찬수: 찬성
기권사유

부위원장 허현 - 현 선관위원이므로 기권



논의안건2

[의결문안]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학생회칙및세칙개정특임위원회(이하 회세개특위)를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회세개특위는 중앙운영위원 2명 이상, 비상대책위원 2명 이상, 공개 모집된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 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 회세개특위원장단 2인은 회세개특위 내부 호선으로 선출한다. 단, 별도의 인준은
하지 않는다.
3. 회세개특위는 비상대책위원회에 업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4. 회세개특위는 학생회칙 및 세칙 제개정의 제반 업무와 기타 중앙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재석: 14/찬성: 14/반대: 0/기권: 0
가결(O) / 부결()

기계공학과 학생회장 최수용: 찬성
기술경영학부 학생회장 김범준: 찬성
물리학과 학생회장 김윤정: 찬성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김대욱: 찬성
산업및시스템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 임채원: 찬성
생명화학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 홍유승: 찬성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신규섭: 찬성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박성주: 찬성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장 김유환: 찬성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강신재: 찬성
학부총학 부비상대책위원장 허현: 찬성
학부총학 비상대책위원장 한정현: 찬성
항공우주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 김민성: 찬성
화학과 학생회장 김찬수: 찬성

논의안건3
[의결문안] 문화자치위원회의 구성을 총학생회장단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중 1인,
상설위원회위원장단 추천인 2인, 학부·학과학생회장단 및 새내기학생회장단 추천인 2인,
동아리연합회장단 중 1인, 동아리연합회 추천인 3인으로 변경한다.

재석:15 / 찬성: 15/ 반대:  0/ 기권: 0
가결(O) / 부결()

기계공학과 학생회장 최수용: 찬성
기술경영학부 학생회장 김범준: 찬성
물리학과 학생회장 김윤정: 찬성
바이오및뇌공학과 학생회장 박기은: 찬성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김대욱: 찬성
산업및시스템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 임채원: 찬성



생명화학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 홍유승: 찬성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신규섭: 찬성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박성주: 찬성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장 김유환: 찬성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강신재: 찬성
학부총학 부비상대책위원장 허현: 찬성
학부총학 비상대책위원장 한정현: 찬성
항공우주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 김민성: 찬성
화학과 학생회장 김찬수: 찬성

22:40 새내기학생회 학생회장 민지연 본인 입실

23:12 휴회

화학과 학생회장 김찬수님이 모두에게 11:12 PM
재석

학부총학 부비상대책위원장 허현님이 모두에게 11:12 PM
재석

물리학과 학생회장 김윤정님이 모두에게 11:12 PM
재석

학부총학 비상대책위원장 한정현님이 모두에게 11:12 PM
재석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박성주님이 모두에게 11:12 PM
재석

기계공학과 학생회장 최수용님이 모두에게 11:12 PM
재석

생명화학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 홍유승님이 모두에게 11:12 PM
재석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강신재님이 모두에게 11:12 PM
재석

항공우주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 김민성님이 모두에게 11:12 PM
재석

바이오및뇌공학과 학생회장 박기은님이 모두에게 11:12 PM
재석

산업및시스템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 임채원님이 모두에게 11:12 PM
재석

기술경영학부 학생회장 김범준님이 모두에게 11:12 PM
재석

23:23 속회

화학과 학생회장 김찬수님이 모두에게 11:23 PM
재석

학부총학 비상대책위원장 한정현님이 모두에게 11:23 PM
재석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신규섭님이 모두에게 11:23 PM
재석

생명화학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 홍유승님이 모두에게 11:23 PM
재석

물리학과 학생회장 김윤정님이 모두에게 11:23 PM
재석

기술경영학부 학생회장 김범준님이 모두에게 11:23 PM
재석

바이오및뇌공학과 학생회장 박기은님이 모두에게 11:23 PM
재석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강신재님이 모두에게 11:23 PM
재석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김대욱님이 모두에게 11:23 PM
재석

학부총학 부비상대책위원장 허현님이 모두에게 11:23 PM
재석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박성주님이 모두에게 11:23 PM
재석

새내기학생회장 민지연님이 모두에게 11:23 PM
재석

기계공학과 학생회장 최수용님이 모두에게 11:24 PM
재석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장 김유환님이 모두에게 11:24 PM
재석

항공우주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 김민성님이 모두에게 11:24 PM
재석

산업및시스템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 임채원님이 모두에게 11:24 PM
재석

보고안건18

[의결문안] 융합인재학부 운영보고를 원안 승인하여 김유환(20, 융합인재학부) 학우의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장 선출을 인정한다.

재석: 16/찬성: 15/반대: 0/기권: 1
가결(O) / 부결()

기계공학과 학생회장 최수용: 찬성
기술경영학부 학생회장 김범준: 찬성
물리학과 학생회장 김윤정: 찬성
바이오및뇌공학과 학생회장 박기은: 찬성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김대욱: 찬성
산업및시스템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 임채원: 찬성
새내기학생회장 민지연: 찬성
생명화학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 홍유승: 찬성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신규섭: 찬성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박성주: 찬성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장 김유환: 기권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강신재: 찬성
학부총학 부비상대책위원장 허현: 찬성
학부총학 비상대책위원장 한정현: 찬성
항공우주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 김민성: 찬성
화학과 학생회장 김찬수: 찬성

기권사유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장 - 본인사유로 기권

심의안건2

[의결문안] 전산학부 학생회의 2022년 1분기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승인한다.

재석: 15/찬성: 14/반대: 0/기권: 1
가결(O) / 부결()

기계공학과 학생회장 최수용: 찬성
기술경영학부 학생회장 김범준: 찬성
물리학과 학생회장 김윤정: 찬성
바이오및뇌공학과 학생회장 박기은: 찬성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김대욱: 찬성
산업및시스템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 임채원: 찬성
새내기학생회장 민지연: 찬성
생명화학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 홍유승: 찬성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박성주: 찬성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장 김유환: 찬성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강신재: 찬성
학부총학 부비상대책위원장 허현: 기권
학부총학 비상대책위원장 한정현: 찬성
항공우주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 김민성: 찬성
화학과 학생회장 김찬수: 찬성

부위원장 허현 - 소속학과의 안건이므로 기권

폐회 성원점검



7. 성원점검11

11제17조(의사정족수)
본회 각 회의체는 회의장에 재적 구성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의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고, 그
수가 재석하고 있어야 의사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8. 폐회선언12

12제17조(의사정족수)
본회 각 회의체는 회의장에 재적 구성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의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고, 그
수가 재석하고 있어야 의사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