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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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11월 1일 제정 1971년 4월 5일 개정

1975년 4월 5일 개정 1977년 4월 5일 개정

1978년 5월 5일 개정 1980년 4월 26일 개정

1983년 8월 20일 개정 1986년 4월 19일 개정

1989년 4월 22일 개정 1994년 6월 11일 개정

1996년 5월 25일 개정 1996년 11월 2일 개정

1998년 6월 9일 개정 1999년 5월 28일 개정

2005년 9월 15일 개정 2006년 2월 16일 개정

2008년 3월 14일 개정 2010년 12월 11일 개정

2015년 11월 6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회는 한남대학교 총 동문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한다.

제 2 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

모하며, 사회활동의 협력지원과 모교 발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위치) 본회는 본부를 대전광역시에 두고 각 지

역과 직장, 해외에 지부 동문회를 둘 수 있다.

제 4 조(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장학사업과 그 조성사업

3. 모교 발전에 관한 사업

4. 회원 명부, 회보 등 간행물의 발행 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구성) 본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

로 구성한다.

제 6 조(자격) ①정회원은 모교(대전대학, 숭전대학교

대전캠퍼스 포함)를 졸업한 자,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을 수료한 자 및 특수대학원 수료자로 한다.

②명예회원은 명예박사 학위 수여자, 대학장 수여자

및 모교에서 20년간 근속한 교직원 중 본회와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및 기독학관에서 2학

기 이상 재적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③준회원은 본교에 입학한 자로 한다.

제 7 조(권리와 의무) ①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

거권이 있고, 회칙 준수 및 회비 부담의 의무가 있다.

②준회원과 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없으며 회칙 준수 및 회비 부담의 의무가

있다.

③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항

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

1. 회비(입회시의 입회비, 종전회원은 연회비, 임원

의 경우에는 임원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임원 분담금의 경우 납부의 통지를 받은 후 3월내

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임원으로서 이사회에 연속하여 3회 이상 참석하

지 아니한 경우

3. 회칙준수의무를 위반하여 상임이사회의 경고를 2

회 이상 받은 경우

제 3 장 임 원

제 8 조(임원)①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회장 : 40명 이내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포함)

3. 사무총장 : 1명

4. 사무국장 : 1명

5. 상임이사 : 운영이사 20명, 기획이사 20명, 법무

이사 20명, 조직이사 20명, 회보신문이사 20명,

대외협력이사 20명, 홍보이사 20명, 여성이사 10

명, 친교이사 20명, 장학이사(재단법인 한남장학

재단 임원)

6. 당연직 이사

7. 감사 : 2명

②부회장, 사무총장, 사무국장, 상임이사는 회장이

총동문회 회칙



부록․1143

임면한다.

③임원은 임원분담금의 납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

개월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납부기간 만료 후

자동 해임된다.

제 9 조(고문) 본회의 업무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30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1. 전임 역대 총동문회장

2. 전, 현 역대 학교법인 파송이사

3. 본회와 모교의 발전에 기여한 동문

제 10 조(명예회장) 모교의 총장은 본회의 명예회장이 된

다.

제 11 조(임기) 회장 및 기타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

되 연임할 수 있다.

②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보선하되 임기는 전임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12 조(임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괄

하며 각 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다음의 각 담당업무를 분장하여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장학담당부회장: 수석부회장으로 임무를 수행하

고 각종 장학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한남

장학재단 이사장 또는 한남장학재단에서 지정하

는 장학재단이사가 겸임한다.

2. 운영담당부회장: 총동문회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으로서 사무총장이 겸임한다.

3. 기획담당부회장: 각종사업기획에 관한 사항

4. 법무담당부회장 : 각종 법무처리 및 법률 상담

에 관한 사항

5. 회보신문담당부회장: 각종 출판 및 회보발간 관

리에 관한 사항

6. 대외협력담당부회장: 각종 대외섭외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홍보담당부회장: 각종 대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

8. 여성담당부회장: 여성회원의 조직 및 활동에 관

한 사항

9. 친교담당부회장: 각종체육 및 친교활동에 관한

사항

③상임이사는 전항의 각 부회장 담당업무를 분장한

다.

④사무총장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무를 관장

처리하고, 사무국장과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⑤감사는 회계 사무 일체 및 본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3 조(회의) ①총회이외의 모든 회의는 특별히 규정

한 경우를 제외하고, 구성원 4분의 1이상의 출석으

로 성회(단,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회)하고, 출석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총회 및 이사회 회의소집은 개최 7일전에 서면으

로 통보한다.

③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

다.

제 14 조(총회)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임시총회는 필요할 때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이

상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 15 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칙 개정을 보고 받는다.

2. 임원, 모교 재단파송이사 및 대학평의원 선임에

대해 보고받는다.

3. 예산 및 결산의 보고

4. 사업계획의 보고

5. 지부 동문회 결성의 보고

제 16 조(이사회) ①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

회로 나눈다.

②정기 이사회는 매년 11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임시 이사회는 다음의 각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회장이 소집의 필요성을 가질 때

2. 이사 4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감사 2인의 요청이 있을 때

제 17 조(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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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회 :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이사

1) 각 학과 동문회장

2) 각 지역, 직능, 직장 동문회장

3) 각 대학원 동문회장

2. 본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상임이사 및 감사

②상임이사회는 본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상

임이사 및 감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 18 조(이사회의 기능)

①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회칙개정

2. 회장 및 감사의 선임

3. 모교학교법인 파송이사 및 대학평의원선임(단,

총동문회장과 파송이사 및 대학 평의원의 긴밀

한 협력을 위하여 회장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한

다.)

4. 예산 및 결산안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지부 동문회의 설립보고

제 19 조(법인파송이사) ①법인 파송이사는 모교의 재

단 이사회에 본회를 대표한다.

②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모교 재단 이사회의 현

황을 보고해야 한다.

③ 파송이사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20 조(상임이사회의 기능) ①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에 관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각종 회의록 채택

④ 삭제

⑤ 기타 동문회 중요사항

제 21 조(특별위원회) 본회의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5 장 학과, 대학원 및 지부 동문회

제 22 조(설치) ①학과 동문회는 모교의 학과단위로 구

성한다.

②대학원 동문회는 모교의 각 대학원 단위로 구성한

다.

③지역 동문회는 지역단위로 구성하며, 회원 5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직능 동문회는 직능단위로 구성하며, 회원 3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⑤직장 동문회는 직장단위로 구성하며, 회원 2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모교재직 동문회는 교수동문

회를 별도로 둘 수 있다.

⑥해외 동문회는 국가단위로 구성하며, 회원 2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 23 조(등록) 각 학과, 각 대학원, 지역, 직능, 직장,

해외 동문회(이하 “각 학과 동문회”라 한다.)는 회

칙, 임원 및 회원명단, 최근3년 이내의 임원선임 내

용이 수록된 회의록을 총 동문회에 보고해야 하며,

차기 상임이사회에서 추인하여 등록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각 학과 동문회로 등록하지 아니한

동문회, 제24조에 따른 임원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

한 동문회는 제17조 제1항의 당연직이사가 될 수 없

고 이사회의 의결권이 없다.

제 6 장 재 정

제 24 조(재정) ①본회의 재원은 입회비, 연회비, 임원

분담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 입회비

는 20,000원, 연회비는 30,000원, 임원 중 회장의 분

담금은 무제한, 부회장의 분담금은 임기 당 500,000

원, 이사의 분담금은 임기 당 200,000원으로 한다.

단, 분담금 또는 찬조금을 부담한 회원에게는 연회

비를 면제한다.

②본회 입회비의 50%는 재단법인 한남장학재단 기

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 25 조(감사) 감사는 년 1회로 하고 감사는 그 결과

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제 26 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1월 1일부터

익년 10월 말까지 한다.

제 7 장 회 칙

제 27 조 (회칙개정) 본회 회칙개정은 이사회 출석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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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 1 조 (효력) 본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

생한다.

본 회칙 개정 후 4월 이내에 제7조 제1항의 권리행

사를 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3항 제1호의 “3월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7조 제1항에 규정한 권

리행사 3일 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본 회칙은 통과된 날(2010.12.11)로부터 효력을 발생

한다.

⃞ 총학생회 회칙

1987. 9. 1 제정 1995. 5. 1 개정

2009. 10. 13 개정 2009. 11. 13 개정

2011. 10. 11 개정 2019. 6. 20. 개정

전 문

한남대학교는 기독교 정신과 진리, 자유, 봉사의 건학이

념에 기초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진리 탐구의 장으로써

정의로운 민주사회 구현을 그 근본으로 한다. 한남인은

이러한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진리를 탐구하고 학생주권을

함양함으로써 어떠한 학내외의 반지성적, 반민주적 힘에

의해서도 결코 침해될 수 없으며, 대학은 현실사회의 진

실을 대변하고민중이 이끌어가는 역사발전의 봉사적 역

할을 담당하며, 비판적 실천적 지성을 가지고 상호 신뢰

속에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척결하고 대학자치와 학문사

상의 자유로운 터전 위에서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의 숭

고한 업적을완수해야 할 시대적 사명을 안고 있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회를 한남대학교 총학생회(이하 “본

회”라 한다) 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본회는 한남대학교의 건학정신인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

하여 진리를 탐구하고 창조적 비판능력을 고양하며,

학문사상의 자유를 통한 올바른 대학문화를 건설하

여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실현함을 그 목적으

로 한다.

제 3 조(장소) 본회는 한남대학교 내에 둔다.

제 4 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한남대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생은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일시

정지된다.

제 5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

의 활동에 참여할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2.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

무를 진다.

3. 본회 자체를 부인하거나 본회, 회원, 기타 정당한

활동에 대한 어떠한 침해에 대해서도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등

본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5. 본회의 회원은 학문사상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확보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6. 본회의 회원은 본회 활동과 관련한 적법한 활동으

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

7.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회원의 권리에 부당한 침해

가 있을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

진다.

제 6 조(구성) 본회는 학생총회, 총대의원회, 총학생회,

단과대학학생회, 동아리연합회로 구성된다.

제 7 조(본회의 학교운영협의)

1.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당국의 협의 또는 조

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본회의 각 기구는

학교당국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2. 본회는 다음과 같은 안건을 심의하는 학교당국에

협의할 수 있다.

㉮ 학생의 권익과 밀접한 중대사항

㉯ 대학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수립 및 그 결과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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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일정의 효율적 조정 및 교과과정의 협의

㉱ 기타 본회의 목적과 관련된 사항

3. 본회의 제반 회의에서 그 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학교당국과 협의하여 자료 제시

를 요구할 수 있다.

제 2 장 학생총회

제 8 조 (지위) 학생총회는 본회 활동에 있어 최고의

의사토의 및 의결권을 갖는다.

제 9 조(구성 및 권한)

1. 학생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2. 학생총회는 본회의 운영전반에 중대 사항을 보고

받고 토의 의결한다.

제 10 조(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고,

총학생회장 유고시 총부학생회장이 맡는다.

제 11 조(소집)

1. 정기총회는 각 학생자치기구의 제반활동사항 보

고 및 여론수렴을 위해 매학기 개강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비상)회의는 총대의원회 재적 1/2이상의 요

구가 있거나, 본회의 재적회원 1/10이상의 요구

가 있을시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총학생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3. 학생총회 소집은 3일 전에 공고하며 개최 당시는

휴강을 원칙으로한다. 단, 휴일은 공고기간에서

제외되며 임시총회는 예외로 한다.

제 12 조(의결) 학생총회는 본회의 회원 1/5이상의 출

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총

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은 그에 대한 규정에 따른다.

제 3 장 총대의원회

제 13 조(지위) 본회의 의결권은 총대의원회가 가진다.

제 14 조(구성 및 자격)

1. 총대의원회는 본교 대의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2. 대의원은 본교 전체 학과 재학생들이 직접선거로

선출된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로서 각 학과

(전공)별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 15 조(의장)

1. 총대의원회 의장은 총대의원회 선거에서 최다 득

표자로 선출되며, 총대의원 회의 운영, 사무를 관

장하고 총대의원회를 대표한다.

2. 총대의원회 의장은 학생자치활동에 관련된 업무

에 대하여 해당자치기구에 그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3. 총대의원회 의장에 대한 탄핵 결의가 있거나 유

고시에는 부의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4. 총대의원회 의장은 총회 및 상임위원회 결의사항

에 대하여 집행권이 있으며 불이행시 부의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 16 조(소집) 총대의원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로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학기 개강 이후 30일 이내에 의장

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재적대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시 소

집한다. 단, 긴급을 요할시에는 의장이 소집한다.

3. 대의원총회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로부터 7일 이

내에 소집하여야 하고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

며, 전항 단서는 예외로 한다.

제 17 조 (집행부) 총대의원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 또는 평학우 중에서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시 상임위원회 재적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거쳐 의장이 임명한다.

제 18 조(업무 및 권한) 총대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

을 갖는다.

1. 회칙 개정 발의 및 의결권(재적 1/2이상의 발의

재적 2/3이상 찬성)

2. 학생총회 소집 요구(재적 1/2이상의 요구로 소

집)

3. 학생회비 심의 및 승인권(과반수 이상 출석 2/3

이상 찬성)

4.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안의 심의 승인권

5. 대의원총회 소집 요구권(재적 1/3이상 찬성)

6. 총학생회장, 총부학생회장에 대한 재신임 투표발

의권(재적 1/2이상 발의, 재적 2/3이상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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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생회 회장, 부회장 및 각급 부장과 운영위원에

대한 출석 답변 요구권

8. 총대의원회 의장 선출권(재적 2/3이상 출석 중

최다 득표자

9. 총대의원회 의장 해임 의결권(재적 2/3이상 찬

성)

10. 감사결과 부정 발견시 해당 책임자에 대한 학교

당국의 징계요구권

11. 학생자치기구의 부당한 운영에 대한 예산 삭감권

(10%이내, 재적 1/3이상 찬성)

12. 학내 여론조사 사업 실시권

13. 회칙 조항에 대한 유권 해석권

14. 자체 감사권

15. 학생자치기구 선거 관리, 감독권

16. 기타 대의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 19 조(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총대의원회 상설 기

구이다.

1. 총대의원회는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상임위

원회를 둔다.

2. 상임위원회는 각 대학별로 소속 대의원이 선출한

대표 1인의 상임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대의원회 의장이 겸임한다.

3.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

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0 조(상임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1. 상임위원회는 총대의원회 총회 의결 정족수 미달,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대의원회 총회가 개최

불가능할 때 처리되지 못한 안건을 처리한다.

2. 상임위원회는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

며 임무완료시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체한다.

3. 상임위원회는 재적 2/3 이상의 찬성으로 총대

의원회 총회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4. 상임위원회는 총대의원회 집행부에 대한 임명동

의권을 갖는다.

5. 상임위원회는 의장 또는 상임위원회 재적 과반수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되며, 출석위원 2/3 이

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총대의원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에는 상임위원회 재적 2/3 이상의 동의로 상임위

원회가 총대의원회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7.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회비책정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제 21 조(총학생회장, 총부학생회장에 대한 재신임 투표

의결)

1. 총대의원회는 총학생회장이 본회 운영상 중대한

과오를 범했거나 회칙에 위배되는 행위가 현저

할 때 재적 대의원 1/2이상의 발의와 재적 2/3

이상의 찬성으로 총학생회장에 대한 재신임 투

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총학생회장에 대한 재신임투표의 결의가 있으면

결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체 학생을 대상

으로 재신임 투표를 실시한다.

3. 재신임투표는 본회 재학생 1/3이상의 투표와 투

표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4. 재신임투표 결과 불신임되었을 경우 총학생회장

은 즉시 사퇴하여야 한다.

5. 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결의 후 보궐선거는 8장

69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 4 장 총학생회

제 22 조(지위) 본회의 집행권은 총학생회가 가진다.

제 23 조(구성) 총학생회는 총학생회장과 총부학생

회장, 중앙운영위원회, 학생복지위원회, 학생취

업대책위원회, 집행부로 구성된다.

제 1 절 총학생회장, 총부학생회장

제 24 조(지위)

1. 총학생회장은 학생총회 의장, 중앙운영위원회 및

집행부 의장, 대학평의원회의 학생을 대표하는 평

의원을 당연직으로 한다.

2. 총부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총학생회

장 유고시 그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3. 총학생회장은 제1장 7조에 의하여 이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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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이 있을 때에는 학교당국의 회의에 학생대표

로 참석하여 본회의 권익을 위한 발언권을 가진

다.

제 25 조(신분보장) 총학생회장, 총부학생회장은 불신임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당하게 그 직을 상실하

지 않는다.

제 26 조(업무 및 권한) 총학생회장, 총부학생회장은 다

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총학생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2. 학생총회, 중앙운영위원회, 집행부회의를 소집하

며 이를 주관한다.

3. 집행부 각 부장의 임명 및 해임권을 갖는다.

4. 회칙개정안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의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에서 개정 확정된 회칙을 3

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5.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중대사안에 대한 의견서

를 학교당국에 제출하여 그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6. 총대의원회에 출석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안

에 대한 의사를 개진할 수 있으며, 총학생회사업

및 중앙운영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 협조를 구

할 수 있다.

7. 중앙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특별기구 및 임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8. 총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총학생회장 직

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9. 총학생회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결산을

편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심의를 거쳐 학생총

회, 총대의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0. 기타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 2 절 중앙운영위원회

제 27 조(지위) 본회의 운영권은 중앙운영위원회가 가

진다.

제 28 조(구성)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 총부학생회

장,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총동아리연합회장으로 구성

된다.

제 29 조(업무 및 권한)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총학생회 제반사업을 계획, 심의, 조정하여 총대

의원회에 제출한다.

2. 본회의 예산, 결산서를 심의, 조정하여 총대의원

회 상정한다.

3. 중앙운영위원은 총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의사 개

진권을 갖는다.

4. 총학생회비를 심의 책정하여 총대의원회에 제출한

다.

5. 학생 정기총회시 사업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6. 집행부 각 부장의 출석, 답변 요구권을 갖는다.

7. 총학생회장의 학생총회 소집에 대한 협의권과 특

별기구 설치에 대한 심의권을 갖는다.

8. 회칙개정안을 발의하여 총대의원회에 상정한다.

9. 총대의원회의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을시 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0. 중앙운영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반드시 수행할 의무를 지닌

다.

11. 기타 총대의원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업무 집

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30 조(소집) 중앙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

시운영위원회를 둔다.

1. 정기운영위원회는 매월 2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임시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의 요구나 중앙운영

위원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제 31 조(의결) 중앙운영위원회는 재적 2/3의 출석으로

개최 가능하며 재적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절 학생복지위원회

제 32 조(지위) 학우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학생 자치기

구로서 학우들의 행복추구를 목적으로 학내의 학생

복지에 대한 분석, 홍보, 개선을 도모하고 이의 문제

점에 대해 해결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자치능력의 향

상, 교육의 재투자 실현, 건전한 대학문화 향상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3 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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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운영위원 중 1인이 중앙운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장에 선출된다.

2.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거하여 정책실을 둘

수 있다.

3. 필요에 따라 업무에 필요한 교과위, 소비조합소

위, 학칙개정소위, 등록금소위 등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 34 조(소비조합 소위원회)

1. 소비조합 소위원회(이하 “소위”라 한다)는 회원

의 권익 및 제반 복지업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

여 결정사항을 학교당국에 건의 조정할 수 있다.

2. 복지활동에 관한 계약, 수입, 기타 재정은 학교

당국에 일임하고 소위는 이를 협의 및 감시, 부

당한 사항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학원자주화 추진위원장은 제반 업무를 공개논의

하고 중앙운영위원회의 내에서 모든 결정사항을

의결한다.

4. 사업계획서 및 예․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

의 심의를 거처 총대의원회에 제출한다.

제 35 조(탄핵)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중앙운영위원회가 학생총회에 발의하고 불신임 결의

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재임명한다.

제 36 조(집행부) 위원장은 업무에 원할을 기하기 위하

여 정책실장 및 집행부를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처

임명할 수 있다.

제 37 조(재정)

1.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의 재정은 총학생회에서 관

리 한다.

2. 이 재정은 총대의원회에서 감사를 받는다.

제 4 절 학생 취업대책위원회

제 38 조(지위)

1. 본회의 취업 대책을 마련하고 학우들과 졸업생들

의 올바른 사회 진출을 위하여 건설된 상설 기구

이다.

2. 본교 취업 대책위원회에 학생대표로서 제반사항

을협의한다.
제 39 조(구성 및 사업내용)

1. 학생 취업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 3인

이상이 추천하고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2.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거하여 정책실을 둘

수 있다.

3. 앨범 사진 촬영 및 편집 업무 수행을 위해 4학년

대표 중 각 단과 대학에 위원 1인씩을 두어 운영

할 수 있다.

4. 졸업 예정자 물품(졸업 앨범, 기념품, 졸업장 케

이스, 까운대여) 등의 계약 및 납품을 학생복지

부에서 주관하여 시행하고 학생취업대책위원회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5. 취업관련의 제반사업에 동석하며, 모든 계약시 계

약서에 참관인 자격으로 날인한 후 시행하고 이

의 공개 및 감시, 당안 사항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6. 기타 취업관련의 제반 사항을 이행한다.

제 40 조(재정)

1. 4학년 졸업 예정자들로부터 별도 징수하며, 물품

대금은 학생복지부에서 관리하고 경상비는 운영

위에서 관리한다.

2. 경상비는 총대위원회의 감사를 받는다.

제 5 절 집행부

제 41 조(구성) 집행부는 총학생회장과 총부학생회장,

각 부서국장 및 부장으로 구성된다. 단, 필요한 경우

적당한 수의 부원을 둘 수 있다.

제 42 조(업무 및 권한) 집행부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

는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집행부는 총학생회 고유의 사업과 운영위원회, 총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사업을 집행한다.

2. 총학생회장의 통괄 하에 소관업무를 집행한다.

3. 각 부서 부장은 총대의원회, 중앙운영위원회의 요

구시 출석,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

제 5 장 단과대학 학생회

제 1절 단과대학 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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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3 조(지위) 단과대학 학생회(이하“단대학생회”라

한다)는 단과대학 최고의 학생기구이다.

제 44 조(구성)

1. 단대학생회는 대학별 학생 전체로 구성된다.

2. 단대학생회는 단대학생회장, 단대부학생회장, 단

대운영위원회, 집행부로 구성된다.

제 45 조(회장)

1. 단대학생회장은 단대 학생회를 대표하고 단대학

생총회의 의장이 되며,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2. 단대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단대학생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6 조(업무 및 권한)

1. 단대학생회는 당해 대학의 학생활동을 자치적으

로 수행한다.

2. 운영계획서, 예산, 결산안 보고서를 단대운영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총대의원회에 제출한다.

3. 단대학생회의 운영을 위하여 총학생회의 부서에

준하는 기구를 둘 수 있다.

4.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 단대회칙에 정한다.

제 47 조(단과대학 운영위원회) 단과대학 운영위원회는

단과대학 최고의 운영기구로써 단대학생회장과

단대부학생회장, 각 학과 학생회장으로 구성된다.

제 2 절 학과 학생회

제 48 조(지위) 학과 학생회(이하 “과학생회”라 한다)

는 학과 최고의 학생기구이다.

제 49 조(구성) 과학생회는 각 과의 전체 학생으로 구

성되며, 그 활동을 위해 독자적인 기구를 가진다.

제 50 조(회장) 과학생회장은 과회원의 직접 선거로 선

출되며, 과학생회장은 과학생회를 대표하고 단대운

영위원이 된다.

제 51 조(업무 및 제정)

1. 과학생회는 학과 고유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2. 과학생회의 보조비는 단대 인원수 배정액의 50%

이내로 한다.

제 52 조(회칙) 단대 및 과학생회는 총학생회칙에 반하

지 않는 독자적인 조직을 가질 수 있다.

제 6 장 총동아리 연합회

제 53 조(지위) 동아리 연합회는 그에 등록된 모든 동

아리와 동아리인의 대표기구이다.

제 54 조(구성) 동아리 연합회는 동아리 연합회에 등록

된 모든 동아리로 구성된다.

제 55 조(회장) 동아리 연합회 회장은 동아리 연합회를

대표하며,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제 56 조(업무 및 권한)

1. 동아리 연합회는 자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독자적

인 기구를 가질 수 있다.

2. 동아리 연합회의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대의원회에 제출한다.

3. 동아리 활동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4.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아리 연합회 회칙에 정한

다.

제 57 조(회칙) 총동아리연합회는 본회 회칙과 상반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회칙과 조직을 가질

수 있다.

제 7 장 재 정

제 58 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매학기 납입하는 학생회

비와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하며, 본 회칙에 규정된

활동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 59 조(회계년도)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

2. 전항의 회계년도는 2기로 각 기마다 예산과 결산

을 시행 공고한다.

제 60 조(예산)

1. 예산은 대의원회에서 편성 배분된 액에 대한 각

기구별 예산액을 사업계획 및 항목별로 심의, 조

정하여 대의원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2. 중앙운영위원회는 대의원 총회소집 10일전에 예

산안을 공표한 후 총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대의원회는 제출된 예산안을 5일 이내에 심의,

확정해야 한다.

3. 각 자치기구 의장은 총대의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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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을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4. 예산안이 총대의원회에서 확정 의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각 학생회 한 학기 예산배정액의 20%

를 가예산으로 책정하여 예산집행을 할 수 있다.

5. 예산수립 후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과

된 예산안에 가감이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

정예산을 편성하여 총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총학생회비의 관리는 학교당국에 위임하되 그 인

출 및 집행은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총동아리 연

합회 결재 하에 행하고 총대의원회의 감사를 받

는다.

7. 예산 및 행사계획은 학기별로 구분하되 학기에

배정된 예산안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8. 각 자치기구에서는 예산의 집행 후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일체의 경비를 기록하여야 한다.

9. 각 자치기구의 선거 후 자치기구 건설준비위원회

는 12월부터 이월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 61 조(결산) 각 기구는 매학기 결산안을 작성,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대의원회에 보고하며 감사

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제 62 조(감사)

1. 총대의원회는 결산 승인전에 본회의 업무 및 회

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총대의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각급 자치기

구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 62 조의 2(감사) 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사시행

세칙으로 정한다.

제 63 조(예산동결권) 총대의원회에서는 각 자치기구의

부당한 운영이 있거나 제61조를 이행치 않을 경우

제18조 제11항에 의거, 예산안 집행을 보류할 수 있

다.

제 63 조의 2(동결된 예산 책정) 예산집행의 보류가 임

기만료 시까지 유지될 경우 동결된 예산은 차기 학

생회비 총액에 포함한다.

제 8 장 선 거

제 64 조(선거시기) 각 자치기구의 선거는 11월 중에 실

시한다. 단,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능

한 신속히 실시한다.

제 65 조(선거권) 선거권은 제4조의 회원자격이 있는

자에 한한다.

제 66 조(피선거권) 학생자치기구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자격에 대한 규정은 본교 학칙 제 49조의

2(학생임원의 자격기준 등)를 따른다.

제 67 조(선거방법)

1. 총학생회장, 총부학생회장, 총대의원회 의장,

총대의원회부의장, 단대학생회장, 단대부학생

회장은 2인 1조로 선출한다.

2. 본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한다.

3. 선거는 직접선거로 하며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재선거를 한다.

단, 제 2차 선거 후 동점일 경우에는 성적, 연장

자 순으로 한다.

제 68 조(임기) 각 자치기구의 임원임기는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9 조(보궐선거) 총학생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궐위되

거나, 재신임투표에의하여탄핵결정이있을시에는그

잔여 임기가 4개월 이상일 때 그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실시하고 4개월미만일 때에는 다음 서열의

임원이그잔여기간을대행한다.

제 70 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의 공정한 권리와 제반업

무를 담당 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 71 조(선거시행세칙)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선

거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9 장 회칙개정

제 72 조(발의) 회칙개정 발의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총대의원회 재적 1/2이상 발의

2. 운영위원회 발의

3. 본회의 회원 1/10이상의 발의

제 73 조(의결, 공포) 발의된 회칙 개정안은 총대의원회

의장이 3일 이내에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30일 이내에 총대의원회의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개정 확정된 회칙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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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장이 이를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공포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대의원회 의장이 이를 공

포한다.

부 칙

제1조(효력발생일) 본 개정회칙은 기존회칙의 창조법으

로써 효력발생은 1987년 9월 1일부터 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회계연도의 중복을 방지

하기

부 칙

제1조(확정) 본 개정회칙은 대의원회의 발의에 의해 대

의원총회에서 확정하는 바이다.

제2조(공포) 총학생회장은 회칙 개정 확정 후 이를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제3조(효력발생) 본 개정회칙은 총학생회장의 공포 후

차기 년도부터 발효되며 단, 선거규정 및 시행세

칙은 공포 후 즉시 발효된다.

제4조(기타사항 및 통상관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 및 본회 목적에 의거하며 회칙에 대

한 유권해석은 총대의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 1조(시행일자) 본 개정회칙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자) 본 개정회칙은 2009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자) 본 제66조(피선거권) 개정회칙은

2010년 3월 1일 이후 시행 되는 학생자치기구 선

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자) 본 개정회칙은 2011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자) 본 개정회칙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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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퍼스 배치도

캠 퍼 스 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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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적 배경 □

한국 교통의 요충지이며 백제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의 맥을 이어온 대전광역시에 자리잡은 우리 한남대학교 오정

동 캠퍼스는 대전역 북쪽 약 2.7km,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서쪽 약 2.6km 지점 서대전역 3.7km(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구 오정동 133)13만평의 교지 위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초기인 1956년만 해도 현재의 본교 캠퍼스는 대전시 서북쪽 외곽인 大德郡 懷德面이어서 3면이 낮은 산으로

둘러싸인 포근하고 아늑한 정취를 자아내는 대학 캠퍼스였다. 이후 대전시가 서울시 다음으로 큰 면적을 가진 광역

시로 승격되면서 시세 확장과 더불어 주변 환경이 크게 변화하여, 어느덧 본교는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유일한 교육

기관이자 녹지공간으로 남아 있고 주변 야산들은 재개발로 대단위 주택단지가 들어서 있다.

본교를 중심으로 뒤편에 鷄族山(425m, 백제 雨述山城)과 신탄진, 좌측에 食藏山(598m), 우측에 儒城 온천과 鷄龍

山(동학사), 앞쪽에 보문산(458m)과 사정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본교 우측에는 서울부산간고속철도와 경부선과 호

남선 철도가 교차하고 있고 뒤쪽에는 고속버스 터미널과 대덕R&D특구, 유성을 연결하는 8차선 한밭대로가 있다.

대전시의 大系를 살펴보면, 대전시의 가장 큰 하천인 甲川이 대둔산(979m)에서 發源하여 남에서 북으로 흐르다가

흑석, 가수원을 거치면서 東北방향으로 流向을 바꿔 柳等川과 ‘93 EXPO행사장 앞 대화동에서 합해져서 新灘津을 관

통하는 錦江本流와 合流하고 있다. 大田市街 중심을 東에서 西로 貫通하는 大田川은 錦山 止鳩山 山內에서 發源하여

市內에서 大洞川등 몇 개 支流가 합쳐 柳等川과 만난다. 柳等川은 珍山에서 發源하여 南에서 北으로 흘러 본교 서편

三川洞(둔산가람아파트 1단지 부근)에서 大田川에 의해 東北과 西南으로 구획되고 중구와 서구를 유등천이 가름하며

대전시가와 유성을 甲川이 크게 양분하는 형태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본교 남쪽에 大田川이, 서편지근에

서 柳等川과 大田川이 교류하고 북서편 후방에 甲川이 흐르고 있다.

□ 캠퍼스 개관 □

우리 대학교를 찾는 분들은 꽉 짜여 있으면서도 포근한 캠퍼스의 풍취에 누구나 놀란다. 대학 설립초기에 자리잡

은 기념관이 옛모습으로(동기와) 복원된 인돈기념관과 ‘86년 완공된 聖志館을 중심으로 좌우로 적절한 건물 배치와

조경이 조화를 이루고 후사면의 울창한 청림 소나무숲, 좌측편에 자리잡은 국제경기 규모의 인조잔디로 조성된 종합

운동장, 그리고 중앙로에 위치한 상징탑의 독수리 웅비상 등이 고저를 안배하여 캠퍼스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 학교에서 크게 보아 20개 교사동과 종합운동장, 글로벌하우스(외국인교수아파트) 남녀기숙사, 학군단, 성지관

등이 자리잡고 있다. 본교에 들어서면서 마주치는 교문은 좌우측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양음각으로 십자가상을 이

미지화하여 본교의 설립이념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진입로 좌우에는 은혜의 동산과 본교 교목(校木)인 은행

나무들이 포진하고있다. 중앙로의 위에 본교 상징동물인 황금독수리상이 대학의 이상을 품고 비상하듯 나래짓을 하

고 있으며, 탑신 전면에 본교 교훈인 “眞理․自由․奉仕”와 십자가상이 양각되어 있고 후면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

의 나라와 그의 義를 구하라”는 성구가, 그리고 측면에는 “그의 뜻이 이 땅에도……”가 각인되어 있다.

상징탑을 기준으로 중앙로를 따라 들어가면서 우측엔 박물관과 인문학관, 탈메이지기념관, 좌측엔 화이트기념관,

학생회관이 들어서 있으며, 중앙로 인도변으로 38년된 메타세퀘이아(Dwon Redwood)가 울창하게 우거져 도심속의

녹지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전면에는 인돈기념관이 현재는 대학본부로 사용되고 있으며, 후면에는 성지관과 계의돈기념관이 차지하고 있다. 계

의돈기념관 측면에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의 공과대학 건물이 자리잡아 캠퍼스 전체를 포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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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 56주년을 기념하는 56주년기념관이 한남대학로와 인접하여 신축되어 대전시민과 함께하는 커뮤니티코리도의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공간을 확보하였다.

한편 교문 앞에 재단에서 운영하는 캠퍼스 타운 2개동이 대학구성원 복지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 4층 건물의 평

생교육원이 자리잡고 있다.

□ 교사(校舍)와 복지시설 소개 □

￭ 인돈 기념관(Linton Hall) : 본관 <1동>

우리 대학교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서 현재는 행정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1956년 6월 착공하여 1957년 9월 I자형

본관 건물(2층)이 완성될 당시는 철근 콘크리트와 적색 연와 혼용 건축 구조물로서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로, 지붕은

적색 기와로 입혀 동서양 건축양식을 가미한 현대식 건물이었다. 이후 기와를 벗겨내고 그 위에 강의실과 연구실을

증축하여 총 5,497㎡(1,663평) 규모의 工자형 현재의 건물로 완성되었다. 본교 설립자인 인돈 박사를 기리기 위해

1960년 10월 25일 인돈기념관으로 명명되어 현재는 대학본부 행정실로 사용되고 있으며 개교 55주년을 즈음하여 원

래의 모습으로 목가구조 위에 동기와를 얹어 복원하였다.

(1층) 교무연구처장실, 대학원, 경리팀, 구매관재팀, 교무팀, 대외협력팀, 우편실, 숙직실

(2층) 이사장실, 총장실과 비서실, 회의실, 사무처장실, 총무인사팀, 시설관리팀, 기획조정처장실, 기획예산팀, 미래전

략팀, 교환실

(3층) 부총장실, 창의융합본부, 감사실, 산학협력단

￭ 탈메이지 기념관(Talmage Hall) <2동>

한때 제2교사로 지칭했듯 본교에서 두 번째로 완성했던 지상 4층 건물 4,461㎡(1,350평)인데 1971년 12월 착공하여

1974년 5월에 준공하였다. 좌우대칭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중앙에는 천체 관측을 위한 돔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

미술과를 위해 설계된 4층은 광선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테라스를 특이하게 설치하였다. 현재는 탈메이지교양

교육대학, 대학원, 강의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1층) 탈메이지교양교육대학, 출판부, 교수연구실

(2층) 강의실, 세미나실

(3층) 일반대학원 강의실, 열람실, 기록관리학과 사무실, 연구실, 기독교문화연구소

(4층) 강의실

￭ 화이트 기념관(White Hall) : 사범대학 <3동>

중앙로 서편에 자리한 화이트 기념관은 1978년 6월 착공하여 익년 12월에 완공한 연건평 1,553평 4층 콘크리트 건

물이다. 70년대 중반 본교 발전을 위해 White 여사가 기증한 기금을 근거로 이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화이트 기념관

으로 명명하였으며, 외벽도 흰색으로 처리하였다. 2006년 12월 479평이 증축되어 6,213㎡(1,880평)이며, 현재는 사범

대학이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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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강의실, 사범대학생회

(2층) 사범대학장실, 사무실, 중등교원연수원, 교수연구실

(3층) 사범대 교수연수실, 심포지엄홀

(4층) 강의실, 열람실

￭ 인문학관(문과대학) <4동>

중앙로를 따라오다 우측 경사진 도로를 올라가면 인문학관을 만나게 된다. ㄷ자형 적색 벽돌건물로 1980년 착공하

여 익년 8월에 준공하였는데 건물 안쪽에 조성된 휴식공간은 보은정이라 불리운다. 1991년 12월 아래쪽 건물 위에 5

층(143평)을 증축하여 총 8,009㎡(2,800평)에 이른다. 인문학관은 주로 문과대학이 이용하고 있다.

(1층) 계단강의실, 문과대학생회, 열람실

(2층) 교수연구실, 컴퓨터실, 강의실, 세미나실

(3층) 문과대학장실, 사무실, 교수연구실, 학과사무실,

세미나실

(4층) 교수연구실, 강의실, 학과사무실

(5층) 교수연구실, 강의실

￭ 경상학관(경상대학) <5동>

린튼기념공원 측면에 자리잡은 경상학관은 8,491㎡( 2,569평)의 철근 콘크리트 5층 건물이다. 1981년 9월 착공하여

익년 8월 준공하여 전자계산교육원 건물로 사용되다가 1991년 9월 대규모 내부 구조변경 및 보수공사를 마치고 경상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다. 2012년 6월 30일 4,769.36㎡의 강의동을 증축하여 총 13,260㎡(4,012평). 전면에 린튼기념공

원이 있고 후사면의 소나무숲 등이 함께 어우러져 캠퍼스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1층) 경상대학장실, 사무실, 강의실, 방촌홀

(2층) 교수연구실, 컴퓨터실, 강의실

(3층) 교수연구실, 열람실

(4,5층) 연구실, 실습실, 강의실

(6,7층) 강의실

￭ 계의돈기념관 <6동>

행정관(본관) 뒤편, 중앙로를 쭉 들어가면 마주치는 건물이 이학관이다. 1983년 7월 착공하여 익년 8월에 완공한

이학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 11,699㎡(3,540평) 규모이다. 울창한 청림 소나무숲 정중앙에 위치하고 지대가 높기 때

문에 이 건물에서 전면을 내려다 보면, 마치 캠퍼스 전체를 좌우로 거느리는 형국을 띠고 있다.

(지하 1층) 실험실, 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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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연구실, 교수연구실, 실험실, 강의실

(2층) 연구실 및 강의실

(3층) 공대(건축학과) 연구실, 강의실

(4층) 조형예술학부(의류학과), 강의실, 연구실(공대 건축학과)

(5층) 수학과, 교수연구실, 강의실(공대 건축학과)

￭ 성지관(聖志館) <6-1동>

교문을 들어서서 시선을 들어보면 청림숲 언덕 위에 대형 십자가와 마주친다. 이 대형 십자가가 설치된 건물이 본

교 성지관 3,250㎡(983평)이다. 성지관은 이학관과 같이 착공하여 1986년 8월에 준공하였다. 당시 충청권에서 가장

많은 좌석수(1,612석)와 최신식 무대장치, 극장식 좌석을 갖추고 있으며, 우리 대학 고유의 채플(예배) 뿐만 아니라

대전충청지역의 기독교인들의 중요한 문화 행사의 장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 조형예술관(조형예술학부) <7동>

정문 동편 도로변에 적색 기와로 단장한 5층 건물이 사회과학관이다. 1985년 5월 착공하여 1988년 4월 준공한 이

건물은 한때 우리 학교 재단 산하 학교였던 대전간호전문대학 건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9,732㎡(2,945평)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다. 2012년까지 사회과학대학이 사용하였으나 56주년기념관 신축 후 조형예술대학으로 변경되어

2012년 9월부터 사용하고 있으며, 2017년 조형예술관으로 명명되었다.

(1층) 미술교육과 실습실

(2층) 교수연구실, 전시실, 컴퓨터실, 강의실

(3층) 조형예술학부장실 및 행정실

(4층) 디자인전공 사무실, 실습실, 연구실

(5층) 회화전공 사무실, 실습실, 연구실

￭ 학생회관 <8동>

화이트 기념관 뒤 종합운동장 옆에 위치한 적색벽돌 건물이 학생회관이다. 1986년 11월에 착공하여 1989년 9월에

준공한 학생회관은 지하1층 지상 4층의 현대식 난방시설을 갖춘 콘크리트 건물로 2006년 12월 2층에 철골구조로 671

㎡가 증축되어 10,513㎡(3,181평)의 면적이다. 각종 학생복지시설이 입주해 있으며,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등 학생 자

치기구와 학생복지처가 사용하고 있다.

(지하) 통합식당, 실내체육관, 미용실, 매점

(1층) 학사관리팀, 학생복지팀, 학생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사회봉사지원센터, 건강관리센터

(2층)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소극장, 동아리방

(3,4층) 동아리방

￭ 공학관(공과대학) <9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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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돈기념관 뒤 계의돈기념관 서편에 지하 1층, 지상 12층 총 면적 16,906㎡(5,115평) 규모의 건물이 공학관이다.

1991년 6월 26일 착공하여 1993년 6월 30일 완공하였다. 이 건물은 주위의 청림 소나무 숲 속에 12층 건물이 우뚝

솟아올라 캠퍼스 조경에 큰 몫을 하면서 대전 시가지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경관을 지니고 있다. 특히 12층에는 국제

규모의 제반행사를 치를 수 있는 국제회의실이 있다.

(지하1층) 학생회, 휴게실, 전기기기실, 공동기기원

(1층) 학과사무실, 강의실, 실험실, 세미나실, 매점

(2층) 학과사무실, 강의실, 실습실

(3층) PC실, 공과대학장실, 사무실, 실험실, 강의실

(4-6층) 교수연구실, 실험실

(7-11층) 교수연구실, 실험실

(12층) 국제회의실

￭ 학술정보관 <10동>

본 학술정보관은 중앙도서관, 전산소, 시청각지원실을 통합하여 단일 조직으로 체계를 정비한 학술정보처의 통합정

보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총 7,141㎡(2,160평) 규모의 건물로서 1999년 12월에 개관하였다. 2013년 현재 총

77만권의 국내외 단행본 장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인쇄저널과 전자저널을 상당수 구독 중에 있다. 그리고 약 2,900여

석의 자유열람실을 별도의 건물에 운영하고 있다.

(지하1층) 보존서고 상층

(지하2층) 보존서고 하층

(1층) 멀티미디어열람영역, 인터넷열람영역

(2층) 연속간행물영역, 인문과학자료영역

(3층) 사회과학자료영역, 과학/기술/예술자료영역

(4층) 기독교자료영역, 지정도서, 고서실

￭ 인사례교양동, 박물관 <11동>

중앙로 상징탑을 지나면서 우편으로 건물 중앙 출입구가 4층까지 커튼윌(유리)로 시공된 건물이 법학관 및 박물관

이다. 중앙로쪽 5층 건물 중 아래 2층이 제일 먼저 축조되었는데 1977년 6월 17일 착공하여 익년 4월 4일 2층까지

완공하였다. 이후 뒤편 건물과 앞쪽 3개 층을 증축하여 11,966㎡(3,620평)에 이르고 있는데 1999년 11월 학술정보관

(도서관 포함)이 완공되면서 법과대학, 멀티미디어대학, 박물관(자연사 포함)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건물 주위에

는 고목나무와 적절한 조경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박물관 석물인 지석, 돌사자 등이 배치되어 있다. 앞 광장은 80년

중반부터 자유의 광장으로 불려지고 있다. 이 건물은 한때 기획실, 학생처, 학생회 및 동아리방으로 사용하다가 학생

회관이 준공됨에 따라 중앙도서관으로 이용된 적이 있다.

(1층) 취업전략개발팀, 잡카페, 창의라운지, 취업훈련실, 구내서점 및 문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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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창업 융합대학, 빅데이터센터, 공동강의실

(3층) 공동강의실, 열람실, 역사자료실, 유물정리실

(4층) 중앙박물관 관장실, 사무실, 전시실, 멀티미디어학부사무실, 교수연구실, 실습실, 스튜디오

(5층) 자연사박물관 사무실, 전시실

(지하) 보일러실

￭ 미술교육관 <12동>

1964년 12월 완공하여 연건평 433평의 아담한 현대식 3층 건물이다. 인돈 기념관과 함께 대학설립 초기에 건축된

건물로서 남장로교 선교기금으로 건립된 건물이다. 성지관이 완공되기 전까지 채플과 함께 식당으로 이용되다가 이

후 중간 공간에 한 층을 더 증축하였다. 2006년 12월 390㎡를 증축하여 1,822㎡(551평)의 공간으로 미술교육과에서

사용되어 왔다.

￭ 행정관 <13동>

1975년 8월 완공한 학군단 건물은 인돈기념관 뒤편에 위치하며 599㎡ 규모의 2층 콘크리트 건물이다. 설립 초기에

는 학생처와 미술과 조소실로도 사용되었고 2012년 8월까지 학군단 전용 건물로 사용하고 학군단이 신축이전된 후

행정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 김기수기념관 <14동>

1967년 7월 준공된 스라브연와 3층(501㎡) 건물로서 여학생 기숙사로 사용되다가 현재는 북카페와 스터디룸으로

학생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 종합운동장 <15동>

주경기장 및 다목적 경기장, 보조경기장, 주차장으로 이루어진 종합운동장 시설은 1986년 4월 1차 공사로 400m 국

제규격의 트랙 및 필드의 기반 시설공사와 주차장으로 착공하여 1987년 2월에 완공하였으며, 1986년 11월 2차 공사

로 주경기장 및 다목적 경기장, 보조경기장의 스탠드 시설공사를 착공하고 1987년 12월에 완공되었으며, 본부석과 진

입로 등 모든 공사가 1988년 10월에 완공되었다. 주경기장은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스탠드 내부(2,305㎡)에는

실내 경기장 및 샤워시설, 화장실 등을 갖추었고, 보조경기장은 야구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우레탄포장

및 인조잔디 공사를 완료하여 FIFA 공인 승인 축구장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본부석을 시설하였다.

￭ 유림관(국가시험지원센터) <19동>

유림관은 (주)계룡건설 이인구(李隣求) 회장이 개교 30주년 기념으로 기증한 것으로서 그의 아호인 유림(裕林)을 따

서 유림관이라 명명하였다. 1987년 6월에 착공하여 동년 12월에 완공한 유림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에 660㎡의 난방시

설을 갖춘 콘크리트 건물로, 29개의 방(2인용)과 샤워실 1개소, 각 층에 화장실 등을 갖춘 아담한 건물로서 현재는 국

가시험지원센터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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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관Ⅱ <20동>

1975년 10월에 착공하여 1976년 6월 완공되었으며 건평 143평의 양식 건물로 한때 총장 공관으로 사용하였으나,

LGC의 이전으로 현재는 국가시험지원센터로 활용될 계획이다.

￭ 산학협동관 <22동>

1999년 2층으로 신축하고 2001년 신축한 2,369㎡ 4층 건물로 산학협동관으로 사용하다가 대덕밸리캠퍼스로 산학협

력단이 이전 후에는 글로벌칼리지와 한국어학당이 전용공간으로 활용하였으며 글로벌캠퍼스로 LGC가 이전하면서 산

학협동관으로 복원하여 사용하고 있다.

￭ 정성균선교관 <26동>

2014년 9월 준공된 3,617㎡ 4층 건물로서 교직원 수요예배를 드릴 수 있는 대학교회와 교목실, 괴테교육혁신원 사

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 인돈학술원 <31-1~3동>

1956년 신축된 3개동의 한식과 양식으로 축용된 건물은 그 양식과 보존이 잘되어 있으며, 2001.6월 대전시 지정 제

44호로 3채가 근대문화재로 지정되어 그 아름다움을 고이 간직하고 있다.

￭ 남자기숙사<33동>, 여자기숙사<32동>

인문학관 앞 청림 소나무 숲과 동대전고등학교 용전중학교 분기점에 1991년 12월 1일 6,540㎡(1,980평)로 남․여

550명 수용을 할 수 있는 기숙사를 착공하여 94년 2월 25일 준공하였다.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1동 여자기숙사는 자유의 집 5층 건물로서 총52개 방에 사생실(4인 1실) 44개 방 176명을

수용하고 있다. 2동 남자기숙사는 진리의 집 7층 건물로서 총 101개방에 사생실(4인 1실) 95개 방 380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총 남녀 556명이 안락한 기숙사에서 미래의 꿈을 키우고 있다.

￭ 소망관<남여기숙사/37동> 및 글로벌하우스<36동>

경상대학과 인돈학술원 부근의 선교사촌에 남녀기숙사 1동(지하 1층, 지상 10층)에 최신식 냉난방시설등과 각실의

샤워시설 등이 완비된 540여명의 학생기숙사와 34실의 외국인 초빙교수들의 아파트가 아름답게 자리를 잡고 있으며,

시지정 근대문화제 44호로 지정된 인돈학술원과 환경친화적인 환경속에서 비젼을 세워가고 있다. (건축연면적 10,691

㎡ / 3,234평 신축완공: 2008.1.15)

￭ 평생교육원 <30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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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 앞 캠퍼스 타운 동편에 위치한 적색벽돌 4층 건물이 평생교육원이다. 1989년 10월 16일 착공하여 익년 12월

31일 완공한 이 건물은 5,092㎡(1,540평) 규모의 현대식 건물이다. 급증하는 정보처리 인력을 양성하는 등 교육원이

보다 나은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시공, 중소기업 진흥공단이 지정한 지방 최초의 정보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

자부심을 키워가고 있다. 특히 2층 외부 발코니에는 푸른색의 인공잔디가 조성되어 원생들의 좋은 휴식공간으로 이

용되고 있다. 현재는 평생교육원에서 LINC+사업단, 연구마을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하) 실습실, 강의실, LINC+실습실

(1층) 평생교육원 사무실, 총동문회사무실, 강의실, LINC+사무실

(2층)실습실, LINC+사무실, BTCI, 강의실

(3-4층)강의실, 연구마을, 실습실, PC실

￭ 캠퍼스 타운(Campus Town)

정문 앞 넓은 공간을 활용, 학교 및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캠퍼스 타운 2개동이 조성되어 있다.

1989년 5월 착공하여 익년 3월에 준공한 4,624㎡(1,400여평)의 3층 콘크리트 적색 건물이다. 문화공간으로 영화감상

실과 금융기관 농협등을 비롯하여 화장품, 선물코너, 25시편의점 및 식당 등이 있다.

A동 (지하 1층) 카페

(1층) 안경점, 24시편의점, 중식당, 문구센터 등

(2층) 복사, 제과점, 레스토랑, 한우동 등

(3층) 당구장

B동 (지하 1층) 당구장

(1층) 커피숍, 화장품코너, 선물코너, 신협 등

(2층) 노래연습장, 영화감상실, 광고사 등

(3층) 당구장 등

￭ 56주년기념관 <56동>

1956년도에 개교한 우리대학을 기념하는 56주년기념관은 2010년 8월 착공하여 2012년 6월에 준공하였다. 연면적

21,857.19㎡(6,614평)의 대형건물로 대학은 물론 시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열린공간으로 조성되어 공연장, 은행,

고급음식점, 카페테리아, 전시실 등을 갖춘 교육공간으로서 첨단강의실과 화상강의 등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고 열람

실과 전자열람실 등을 조성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1층) 공연장, 중회의실, 전시실, 화상강의실

(2층) 특수대학원, 입학관리팀, 입학홍보팀, 입학사정관 실, 금융기관, 카페테리아, 음식점, 전자열람실

(3층) 특수대학원 사무실, 세미나실, 열람실

(4층) 연구실, 실습실, 강의실

(5-8층) 연구실, 실습실, 강의실

(9층) 대회의실, 옥외 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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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형예술관 실습동2<44동>

2018년 4월에 착공하여 2018년 12월 28일에 사용승인을 받았다. 기존 1층 노후된 작업실을 철거하고, 2층(건축면적

254.51㎡, 연면적 373.94㎡) 규모 미술실기 실습동을 조성하였다. 이와 더불어 조형예술관(7동)을 미술실기 관련 시설

(학과)들로 조닝(Zoing)하기 위해 미술교육과를 기존 조형예술관 1층 탁구부 자리로 이전하였다.

￭ 시빌리하우스2<62동>

2017년 6월에 착공하여 2018년 03월 09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지하1층, 지상 6층 기숙사 건물로 기존 61동 시빌리

하우스1 옆 부지에 조성하였다.

건축면적 364.81㎡, 연면적 2,290.02㎡으로 총 수용인원 136명으로 3인실 45개, 장애학생전용 1인실 1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층마다 휴게실 및 간편조리실이 있으며, 지하1층에는 세탁실 및 대형 휴게실을 갖추고 있다.

￭ 창업마켓<58,59,60동>

2018년 4월에 착공하여 2018년 12월 28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전체 3개동(58동 아마서적, 59동 창업마켓1, 60동 창

업마켓2)으로 구성되며, 건물 간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Street Mall을 형성하고 있다. 기존 상권 옆에 위치함에 따라

기존 상권은 물론 창업마켓 상권까지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2층 건물로 이어지는 창업마켓은 전체 건물면적 681.42㎡, 연면적 합계 1,069.55㎡로서 보행자들에게 친근한 규모로

디자인되었으며, 거리 쪽 유리 벽면을 계획하여 Show Window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 Maker Space<57동>

2019년 8월에 착공하여 2020년 3월 9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건물면적 589.25㎡, 연면적 682.09㎡로서 대형 건물은

아니지만, 실내 높이가 7m가 넘는 개방감 있는 공간으로 컨벤션 등을 진행하기 적합한 건물이다.

창업존 내 위치한 시설로, 기존 창업 시설들(교육 및 창업공간)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건물로 계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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