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 주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  2 0 1 9 학 년 도  제  3 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문서번호 : 산학기획팀-10273

1. 일    시 :  2020.01.13(월) 12:00 ~ 14:00

2. 장    소 :  아주대학교 종합관 12층 코너스톤

3. 참석위원 :  위원 10명

 - 위 원 장: 산학부총장 겸 산학협력단장 임재성

 - 위 원: 연구정보처장 주일로, 기획처장 최정주, 산학협력부단장 김현정,  교무처장 권용진, 
 정보통신대학장 류기열, 약학과 박영준, 물리학과 이상운, 산학지원팀장 안영찬,   

         산학기획팀실무책임자 우용재(위원 겸 간사)
         ※ 불참위원: 의료산학협력부단장 박해심, 경영학과 한봉희(감사)
         ※ 배석자: LINC사업팀장 진성호, 의료원연구행정팀장 유재중, 구매관재팀 김수영,  
            산학지원팀 김동현, LINC사업팀 홍수진, 산학기획팀 김도연

4. 의    안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회의자료에 의거 14개의 상정의안에 대한 심의 및 2개 

사항의 보고를 진행함을 설명하고 회의를 주재하다.

5. 보고사항

<내용생략>

6. 심의사항(결의사항)

위원장 주재로 회의 자료에 의거 각 상정의안별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심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가. 의안 제 1호: 2019 산학협력단 추가경정예산(안) 
  - 산학지원팀장이 2019학년도 산학협력단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   
    본교 및 의료원 간의 예산규모 설명과 더불어 본예산 대비 23,874백만원 증가한       

    176,795백만원의 편성(안)에 대하여 상세증(감)내역을 설명함

  - 위원장이 2019학년도 산학협력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주문하고,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함

  - 심의의결 주문내용 붙임 회의자료 참조

   
 나. 의안 제 2호: 2020 산학협력단 본예산(안)
  - 산학지원팀장이 2020학년도 산학협력단 본예산 편성의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 본교 및  
    의료원 간의 예산규모 설명과 더불어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6,168백만원 감소한 170,627  
    백만원의 편성(안)에 대하여 상세 증(감)내역을 설명함

  - 위원장이 2020학년도 산학협력단 본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주문하고, 참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함

  - 심의의결 주문내용 붙임 회의자료 참조



<이하생략>

7. 기타사항(논의사항)

없음.

[붙임] 1. 산학협력단 2019 제 3차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1부

      2. 산학협력단 2019 추경예산(안) 및 2020 본예산(안).  끝.

2020. 1. 16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산학부총장 임재성 (서명) 임재성

교무처장 권용진 (서명) 권용진

연구정보처장 주일로 (서명) 주일로

기획처장 최정주 (서명) 최정주

정보통신대학장 류기열 (서명) 류기열

물리학과 이상운 (서명) 이상운

약학과 박영준 (서명) 박영준

산학협력단 부단장 김현정 (서명) 김현정

산학지원팀장 안영찬 (서명) 안영찬

산학기획팀 실무책임자 우용재 (서명) 우용재

산학기획팀 김도연 (서명) 김도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