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의 록
1. 회의개요
일

시

작 성 자
참 석 자

2022년 08월 04일 19:00 ~

장

소

차정석 사무총장

작 성 일

식당 (회의실)
2022년 08월 06일

28기 : 참석자 3명(위임 1명)

/

29기 : 참석자 10명(위임 28명)

30기 : 참석자 4명(위임 2명)

/

31기 : 참석자

7명(위임 33명)

1.“제29대 원우회” 운영 계획서 승인의 건.
2. 원우회칙 일부 개정에 관한 건.
3. 기타 안건
안

건

- 신입생 대면식 지원의 관한 건.
- 홍보물 제작에 관한 건.
교학처 등록금 납부 안내 및 독려 시 원우회비 납부 독려 및 안내 함께 하기로...
- 원우회비 납부 재학생 및 신입생 원우 배지 제작 및 지급에 대한 건.
- 원우수첩 어플 제작 중단에 관한 건.
문 서서식 포탈비 즈폼

2. 회의내용
1. “제29대 원우회” 운영 계획서 승인의 건.
- 원우회 조직과 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소개
- 제29대 원우회 주요 행사 및 사업 내용에 관하여 소개
(학사 일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을 안내)
- 29대 원우회 사업 내역에 따른 원우회비 건전 사용 및 정도 사용에 대하여 소개
회의 내용
2. 원우회칙 일부 개정에 관한 건( 추가/수정/삭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첨부)
3. 기타 안건
- 홍보물 제작과 배부 등...

/

- 신입생 대면식 행사에 원우회에서 경비 지원.

- 원우회비 납부 재학생 및 신입생 원우 배지 제작 지급 예정.
- 원우수첩 어플 제작 관련 제작비, 유지비 및 활용도 낮아 잠정 중단함.
결정 사항

“ 제29대 원우회 임시총회 결과” 첨부
- 9월 월례회의 일정 : 9월 01일 19시 00분(장소 추후 공지)/임원회의

향후 일정

- 원장님과 점심 미팅 : 8월 12일 금요일
- 신입생 대면식 : 8월 27일 토요일
- 신입생 환영회 : 9월 03일

특이 사항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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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대 원우회 임시총회 결과
 개 요
29대 원우회 임시총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결과임
ㆍ제 1호 제29대 원우회 운영 계획서 수정안
ㆍ제 2호 원우 회칙 개정안

ㆍ제 3호 기타 안건

 일반현황
◦ 일시 / 장소 : 8. 4.(목) / 소나무가 있는 풍경
◦ 대상 : 88명(참석자

: 24명, 위임장 제출 64명)

구 분

계

28기

29기

30기

31기

참석자(명)

24

3

10

4

7

위임장(매)

64

1

28

2

33

 임시총회 결과
◦ 제 1호 “제29대 원우회 운영 계획서 수정”안건 : 찬성 19명 가결
원우회 조직소개, 위원회별 업무분장, 주요행사 일정(교학처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원우회 운영계획
◦ 제 2호 “원우회칙 개정” 안건 : 찬성 18명 가결
ㆍ추가 : 5건(제

8조 구성, 제 9조 선출, 제 10조 임기, 제 11조 임무,
제 14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ㆍ수정 2건(제

15조 임원회의, 제 18조 의결사항)

ㆍ삭제 4건(제 10장 상임고문위원회,

제 37조 임원인준, 제 38조 구성, 제 39조 기능)

◦ 제 3호 ‘기타’안건 : 찬성 24명 가결
ㆍ홍보물 제작 배부(납부시

고지시 이메일 또는 문자 발송 예정)

ㆍ신입생 대면식(원우회에서

일백만원 지급 예정)

ㆍ원우회비 납부 재학생 원우 배지 제작 및 지급(시안,

비용 등 견적확인 中)

ㆍ원우수첩 어플 제작 관련
(제작비 삼백만원, 학기당 업로드 삼십만원 소요로 현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 유지)

 향후추진
◦ 주요행사일정 일부 변경 : 양파회와 함께, 9. 17.(토) ⇨ 9. 23.(금)
◦ 9 월 산악회(가평) : 9. 17.(토) ~ 18.(일)
1 - 1

2022년 제29대 원우회 임시 총회

□ 일 시 : 2022년 08월 04일 19시
□ 장 소 :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64-18 (소나무가 있는 풍경)
회

의

식

순

□ 성 원 보 고
□ 개

회 “생 략”

□ 국 민 의 례 “생 략”
□ 회 장 인 사
□ 회 의 안 건
1호의 안 : 제29대 원우회 운영 계획서--------------- 별첨1
2호의 안 : 원우 회칙 개정안---------------------- 별첨2
3호의 안 : 기타 안건 등...
- 홍보물 제작 배부
(납부시 고지시 이메일 또는 문자 발송 예정)
- 신입생 대면식(원우회에서 일금 일백만원정 지급 예정)
- 원우회비 납부 재학생 원우 배지 제작 및 지급
(시안 및 제작비용에 소요되는 금액 견적의뢰 중...)
- 원우수첩 어플 제작 관련
(제작비 삼백만원, 학기당 업로드 삼십만원 소요 예상)
→ 소요 비용에 비해 활용 용도가 낮아 현재의 상태를 유지

□ 공 지 사 항
- 원장과 점심 미팅 : 8월 12일(금)

- 신입생 대면식 : 8월 27일(토)
- 신입생 환영회 : 9월 3일(토)

□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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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원우회 조직 소개
구 분

원우회
회장단

운영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기획위원회

총무위원회

홍보위원회

학술위원회

문화위원회

여성위원회

행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선거관리
위원회
법률자문
위원회

고문단

직 책

이 름

연락처

기수

회 장

전성훈

010-8386-4140

29

수석부회장

이은경

010-2141-1563

30

부회장

이미자

010-5059-6542

29

부회장

이동식

010-3898-8094

29

부회장

O O O

위원장

이시훈

010-8569-0909

29

부위원장

이승용

010-9644-1967

30

부위원장

강현옥

010-9259-5015

31

위원장

윤인곤

010-3732-7899

29

부위원장

차수진

010-3312-4450

30

부위원장
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장(사무총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장

신동조
박재범
윤종석
박일남
이새영
박지우
남수정
송유나
장재영
서이화
허지훈
박현아
이은경
박민성
강희준
심유민
최수진
이지은
이윤숙
고성옥
박승현
안현정
김병모
정춘원
최성재
차정석
김경호
이석종
이승하

010-8636-4448
010-3099-1831
010-6378-7568
010-4741-4181
010-2713-2263
010-9077-7181
010-5488-1296
010-3033-2890
010-9956-7237
010-7160-7102
010-2594-2461
010-4535-3806
010-5488-1296
010-2008-7482
010-6350-4774
010-5440-4220
010-3930-9157
010-9288-8540
010-3388-5453
010-6327-6760
010-8728-9207
010-9756-0504
010-7150-5591
010-6388-2080
010-2038-8884
010-5087-4450
010-3412-3945
010-9376-7376
010-9547-0306

31
29
30
31
29
30
28
29
29
30
29
31
31
29
31
31
29
29
28
29
31
28
29
29
31
31
30
31
29

부위원장

나왕찬

010-8667-6807

29

부위원장

박범용

010-6368-6008

31

명예회장

전재홍

010-7999-7667

22

명예회장

김왕수

010-4546-3974

25

명예회장

김성일

010-6788-7795

27

명예회장

홍경원

010-6400-337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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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단국대학교 부동산⋅건설대학원

Ⅱ.위원회별 업무분장(안)
구

분

운영 위원회

주 요 담 당 업 무
-

원우회 운영 / 관리 / 실무총괄
회칙 개정에 관한 심의
회장이 위임한 사항 심의 및 의결
제29대 원우회 주요 행사 지원

비고

이시훈
위원장

- 원우회 대외 홍보 / 타 부동산 대학원간 교류
- 제29대 원우회 주요 행사 지원

윤인곤
위원장

기획 위원회

- 제29대 원우회 주요 행사 기획 및 지원

박재범
위원장

총무 위원회

- 예산 수립 / 집행 / 정산 관리 / 결산
- 회비 납부 관리 / 제29대 원우회 주요 행사 지원

이새영
위원장

대외협력 위원회

※ 공통 사항
- 행사 일정 공지 / 대학원 홈페이지 관리
- 주요 행사 홍보 / 제29대 원우회 주요 행사 지원
홍보 위원회

※ 분담 사항
- 위원회 총괄 운영(송유나 위원장)
- 카페 관리(장재영 부위원장)
- 모바일 원우회 수첩관리(서이화 부위원장)

송유나
위원장

학술 위원회

- 학술 세미나 기획 및 운영
- 외부 학술 세미나 홍보/안내

허지훈
위원장

문화 위원회

- 문화 행사 홍보 / 안내
- 제29대 원우회 주요 행사 지원

박민성
위원장

여성 위원회

- 여성 원우회 운영 관리
- 제29대 원우회 주요 행사 지원

최수진
위원장

행사 위원회

- 주요 행사 진행 및 관련업체 섭외
- 제29대 원우회 주요 행사 지원

고성옥
위원장

감사 위원회

- 원우회비, 특별회비 등 감사

김병모
위원장

선거관리 위원회

- 제30대 원우회장 선거관리

차정석
위원장

법률 자문 위원회

- 원우회 회칙 등 기타 법률자문

이승하
위원장

♣ 제29대 원우회 주요 행사 진행은 행사별 추진위원회 및 위원장을 두어 기획하고
진행하며 각 위원회에서는 인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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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행사 일정
기 간

8월

행 사

장 소

대 상

4일(목)

임시 총회

교외인근

원우회

24일(수)

학위 수여식(27기)

교내 강당

27기 졸업생

27일(토)

신입생 대면식

교외인근

2022년 2학기 개강

교내

임원회의

교외인근

교학안내 및

ICT밸리

신입생 환영회

컨벤션

31기/32기
원우회

비 고

31기 주관

1일(목)

9월
3일(토)

원우회 임원진
신입생
재학생
동문회
양파회

23일(금)

“양파회”와 함께

교외인근

원우회

양파회 주관

동문회
6일(목)

임원회의

교외인근

29일(토)

체육대회

교내

4일(목)

임원회의

교외인근

원우회 임원진

10월
재학생
동문회
원우회 임원진
산악회
11월

19일(토)

“산악회”와 함께

교외인근

원우회

산악회 주관

동문회
19일~27일

30대 원우회장 선거

교내

선거관리위원회

1일(목)

임원회의(총회)

교외인근

원우회

12월
10일(토)

원우회 날
원우회장 이/취임식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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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원우회 운영 계획안
1. 원우회 분과 위원회 활용방안
구 분

내

용

- 원우회를 구성하는 각 분과위원회 주요 담당 업무 분담.
- 원우회의 구성은 해당 학기 원우회장 기수(29기)를 중심으로 재학 중인
선·후배 기수를 고루 배치하여 원우회 운영 노하우를 지속하여 이어
받고 후배 기수에게 선행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계획 내용

- 선대의 기수 회장 및 원우 회장을 명예 고문으로 위촉하여 선대 원우회
운영 노하우 등을 전달 받고, 선배 기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하여
원우회 운영에 있을 시행착오와 리스크를 줄이는데 중점 한다.
- 위원회별 단톡방을 개설하여 위원회 별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원우회에
발생하는 이슈들에 대하여 좋은 의견들을 수시 피드백 할 수 있도록
한다.
- 학기 중 횟수를 결정하여 수업일자 별로 원우간 친목 도모를 위하여 간식
제공 이벤트 (커피/간식 DAY)

2. 원우간 친목 도모와 활동 활성화 방안구성
구 분

내

용

- 대표적인 동호회(산악회/양파회)와 원우회가 협업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한다.
- 신입생들이 동호회에 많이 진입하고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동호회(산악회/양파회)들의 적극적인 홍보에 원우회가 도움을 줄 수 있도
록 한다.
- 신입생 대면식 및 환영회 시 대표적 동호회를 홍보하고 입회를 안내한다.
계획 내용

- 신입생과 재학생들이 새롭게 만들고 활동하고 싶어 하는 동호회가 있는지
각 기수에서 조사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책에 대해서도 원우회
내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
- 네이버 카페를 활성화하여 본 대학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관계자 및 입
학 희망자 모두 유익한 정보와 본 대학원의 소식을 접할 수 있게 하여 본
대학원의 홍보와 활성화에 도움이 되게 한다.
또한, 원우들 및 원우회, 동호회 간 서로의 활동을 소개하고 공유하는 등
의 활동을 활발하게 게시하여 원우들 간 소통이 더욱 편리하고 활발해질
수 있도록 카페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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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입생 환영회
구

분

내

용

- 신입생들의 유익하고 슬기로운 대학원 첫 출발을 위하여 자세한 교학 안
내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중점 사안

- 신입생들이 활동을 개시할 수 있는 동호회 소개 및 입회 안내 병행.
-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행사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 모색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58 기흥ICT밸리 (ICT밸리컨벤션)
● 일시 : 2022년 9월 3일(토) 15시30분~21시
● 참여예상인원: 32기(25~30명), 선배(60~70명) 총 100명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추일에 따라 변경 가능함
- 레크레이션 위주의 당일 행사로 친목도모.
- 행사장 및 진행자 섭외, 명찰준비, 경품준비
- 당일 행사 진행 및 시나리오 작성, 내빈 및 신입생, 재학생 참석 확인
- 뒤풀이 행사 진행 및 신입생 동행 안내

계획 내용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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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우 수첩 관리
구 분

내

용

- 신입생 최초 등록 및 재학생(졸업생) 프로필 신상 정보 변동 시
중점 사안

정기적으로 신속하게 업데이트 필요.(홍보위원회 = 서이화 부위원장)
- 신상 정보 및 프로필과 추가 필요 사항 검토.(교학처 협조 필요)
- 원우수첩 사이트 알림 및 추가 기능 탑재한 어플리케이션 제작 보류.
(어플리케이션을 신규로 제작해야 하는 상황임으로 기존 원우수첩 사용)
- 현재 이용 중인 원우수첩 사이트를 신입생에게 체계적으로 안내.
- 신입생 등록 기간 중 대학원에 제출되는 신상 정보에 대하여 원우회에
정보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교학처 및 원장님과 협의함.

계획 내용

- 원우수첩에 간단하게 공개되는 프로필 중 추가 항목 검토.
(년생, 취미, 특기, 희망동호회, 주요 거주지 등에서 선별하여 공개)
- 신입생 신상 정보 개시를 최대한 서두르고 변동사항 등이 있는 원우들의
정보 변경일은 정기적으로 매월 말일과 서이화 홍보부위원장에게 문자로
보내면 변경하여 관리 운영하도록 한다.
(현재 사용 중인 원우수첩 사이트 게시판을 적극 활용한다.)

5. 원우회 활동 계획 내역
구분
중점 사안

내

용

- 2022년 2학기 원우회에서 진행할 주요 행사 일정 및 컨셉 확정
(1) 신입생 면접 도우미 (비대면 면접으로 본 학기는 취소 예정)
(2) 임원회의 –학기 중 매달 첫째주 목요일 회의 예정
(임원회의를 통하여 임원 및 위원회간 유기적인 협업과 협심의 목적)
(3) 학위 수여식 참석 – 08월 24일(수) 예정
(각 위원회에서 보조 예정)
(4) 신입생 대면식 – 08월 27일(토) 14:00시 예정 / 원우회에서 지원
(32기 회장 및 운영진 선출, 임명 등 31기에서 안내 및 지원 계획)

계획 내용

(5) 신입생 환영회 – 09월 03일(토) 예정
(본 대학원 동문회 및 졸업원생과 재학원생 대상 예정)
(6)“양파회와 함께”- 09월 23일(금) 예정
(대표적 동호회의 활성화를 위해 원우회 + 교수님 + 동문회와 함께)
(7) 체육대회 – 10월 29일(토) 예정
(밴드 + 태권도 시범 + 군악대 시범 등 이벤트 제공 예정)
(8)“산악회와 함께”- 11월 19일(토) 예정
(대표적 동호회의 활성화를 위해 원우회 + 교수님 + 동문회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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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원우회장 선거 지원 – 11월 26일(토) 예정
(30대 원우회장 선출 /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10) “원우회 날” 및 “원우회장 이/취임식” 행사
– 12월 10일(토) 예정
(11) 수업일 원우 교실 간식 제공 계획 수립, 신설 동호회 모임 지원 검토
(12) “총동문회”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재학 중인 원우들과 다양한
교류를 기획하고 지원

6. 예산사용 및 결산계획
구 분
중점 사안

내

용

- 원우회비 운영에 대한 기준과 건전한 운용으로 신뢰도/만족도 증가 목적
- 원우회비 성실 납부를 위해 다양한 방법의 홍보 및 권고 정책 수립
- 원우회비의 합리적 지출을 위해 주요 행사별 예산 배정
(원우회에서 주요 사업에 대해 검토 승인 후 예산의 규모 가감 예정)
-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원우회비 납부 독려 위한 홍보 방법 도출

계획 내용

(교학처와 상의하여 고지서에 또는 납부 메시지 송신과 병행 검토)
- 해당 기수 만료 후 수일 이내에 결산 보고 및 감사 실시
(결산/감사 보고 등의 자취를 적절한 사이트를 통해 원우들에게 공개)
- 신입생 대면식 또는 신입생 환영회에서 원우회비 납부 독려 및 사용 계획
안내 (담당 : 총무위원회 +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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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우 회칙 개정안 (별첨2-1)

■ 목적 : 원우 회칙 개정으로 통일성과 명확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 개정내용
Ⅰ. 문맥과 단어의 띄어쓰기 등을 수정한 부분을 변경합니다.
Ⅱ. 제8조(구성) 본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원우회장 : 1명
- 명예회장 : 약간 명(재학 중인 前 원우회장)
=> 명예회장 : 약간 명(前 원우회장)
◎ 개정이유) 현 원우회와 불일치로 일치시켰습니다.
Ⅲ. 일괄 부위원장 : 2명 이내 => 부위원장 : 3명 이내
◎ 개정이유) 부위원장의 수가 2명 이내인데 신입생 기수를 추가할 경우 3명 이내로 수정
Ⅳ. 제8조(구성) 9. 임원진에서 결정(삭제) 제8조 9호 항목은 상임고문위원회 선임에 관한 내용
◎ 개정이유) 제10장 상임고문위원회를 현 원우회와는 맞지 않는 내용이라 전체 삭제하기로 함.
Ⅴ. 제8조 13. 대회협력위원장 : 1명
- 부위원장 : 3명 이내
14. 행사위원장 : 1명
- 부위원장 : 3명 이내
◎ 개정이유) 현 원우회와 불일치로 일치시켰습니다.
Ⅵ. 제9조(선출) (생략) 1. 원우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대학원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원우회장은 원우회 투표로 선출하고 대학원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대학원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 원우회 임원진은 원우회장이 추천하여 대학원장이 인준을 받는다.
=> 원우회 임원진은 원우회장이 임명한다.
◎ 개정이유) 현 원우회와 불일치로 일치시켰습니다.
Ⅶ. 제10조(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1학기로 한다.
=> 제10조(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1학기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개정이유) 1학기로 한정하기보다는 연임을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회칙을 추가
변경한다.
Ⅷ. 제11조(임무) (생략)
13. 대회협력위원장은 대외협력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원우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대외협력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4. 행사위원장은 행사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원우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행사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개정이유)

현 원우회와 불일치로 일치시켰습니다.

Ⅸ. 제14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 학기 중에 개최하며 그 일시는 운영위원회에서 원우회장에게
요청한다. => 제14조(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정기총회는 매 학기 중에 1회 개최하며 그 일시는
운영위원회에서 원우회장에게 요청한다.
임시총회는 회장 및 재적회원 10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할 수 있다.
◎ 개정이유) 임시총회를 제15조에서 제14조 항목으로 변경
Ⅹ. 제15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 및 재직회원 10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할 수 있다.
=> 제15조(임원회의) 임원회의는 학기 중 매월 지정 일에 소집할 수 있다.
◎ 개정이유) 임원회의를 정기적으로 함으로써 원활한 원우회의 발전 및 의사소통을 기대할 수 있다.
Ⅺ. 제18조(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삭제)
3.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사항(삭제)
=> 제18조(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가 부의한 안건
3. 기타 주요사항
◎ 개정이유) 현 원우회와 불일치로 일치시켰습니다.
Ⅻ. 제10장 상임고문위원회 => 전체삭제
◎ 개정이유) 현 원우회와 불일치로 일치시켰습니다.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구성) 본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제8조(구성) 본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같은 임원을 둔다.

1. 원우회장:1명

１. 원우회장:1명

-명예회장:약간 명(재학중인 前 원우회장)

-명예회장:약간 명(前 원우회장)

- 수석부회장: 1명(차기 원우회장 기수)

- 수석부회장: 1명(차기 원우회장 기수)

- 부회장 : 5명 이내

- 부회장 : 5명 이내

2. 운영위원장 : 1명
- 부위원장 : 2명 이내
3. 총무위원장 : 1명
- 부위원장 : 2명 이내
4. 홍보위원장 : 1명
- 부위원장 : 2명 이내
5. 기획위원장 : 1명
- 부위원장 : 2명 이내
6. 문화위원장 : 1명
- 부위원장 : 2명 이내
7. 감사위원회 : 1명
- 부위원장 : 2명 이내
8. 학술위원회 : 1명
- 부위원장 : 2명 이내
9. 임원진에서 결정
10. 여성위원장 : 1명

2. 운영위원장 : 1명
- 부위원장 : 3명 이내, 당연직위원 3명 이내
(원우회장, 사무총장, 명예회장)
3. 총무위원장 : 1명
- 부위원장 : 3명 이내
4. 홍보위원장 : 1명
- 부위원장 : 3명 이내
5. 기획위원장 : 1명
- 부위원장 : 3명 이내
6. 문화위원장 : 1명
- 부위원장 : 3명 이내
7. 감사위원장 : 1명
- 부위원장 : 3명 이내
8. 학술위원장 : 1명
- 부위원장 : 3명 이내
9. 여성위원장 : 1명

- 부위원장 : 2명 이내

- 부위원장 : 3명 이내

11. 선거관리위원장 : 1명

10. 선거관리위원장 : 1명

- 부위원장 : 2명 이내

- 부위원장 : 3명 이내

12. 법률자문위원 : 1명
- 부위원장 : 2명 이내

11. 법률자문위원장 : 1명
- 부위원장 : 3명 이내
12. 대외협력위원장 : 1명
- 부위원장 : 3명 이내
13. 행사위원장 : 1명
- 부위원장 : 3명 이내

제9조(선출) 본회의 임원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원우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대학원장의 인
준을 받아야 한다.
2.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대학원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원우회 임원진은 원우회장이 추천하여 대학원
장의 인준을 받는다.

제9조(선출) 본회의 임원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원우회장은 원우회 투표로 선출하고 대학원장
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 원우회 임원진은 원우회장이 임명한다.

현

행

제10조(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1학기로 한다.

개 정 안
제10조(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1학기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임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11조(임무) -----------------.

(생략)

(생략)
13. 대회협력위원장은 대외협력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원우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대외협력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
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4. 행사위원장은 행사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원
우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행사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
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 학기 중에 개최하

제14조(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정기총회는 매 학기

며 그 일시는 운영위원회에서 원우회장에게 요청한

중에

다.

원우회장에게 요청한다.

1회

개최하며

그

일시는

운영위원회에서

임시총회는 회장 및 재적회원 10분의 1이상의 요
청이 있을 때에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 및 재직회원 10

제15조(임원회의) 임원회의는 학기 중 매월 지정일

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때에 소집할 수 있다.

에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8조(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1.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가 부의한 안건

3.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사항

3. 기타 주요사항

4. 운영위원회가 부의한 안건
5. 기타 주요사항
제10장 상임고문위원회
제37조(임원인준) 본회의 임원은 부동산·건설대학원
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38조(구성)
1. 지도위원회는 대표고문, 상임고문, 상임
위원, 상임위원 간사로 구성된다.
2. 고문은 총장, 위원장은 부동산·건설대학
원장, 위원은 각 학과 주임교수, 상임위원은 교학과
장, 간사는 교학주임으로 한다.
제39조(기능) 상임고문위원회는 총원우회의 발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지도 육성한다.

전체삭제

● 원 우 회 칙 (별첨2-2)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단국대학교 부동산·건설대학원 원우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단국대학교의 창학정신인(창학 정신인) 구국·자주·자립정신을 구현하고 부동산·
건설에 관련한 학문을 수학 연마하여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우의를 증진하고 권익신장에 기여함
(권익 신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회의 위치는 단국대학교 부동산·건설대학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활동(상호 간의 친목 활동) 및 상호부조
2. 연구발표 및 학술강연
3. 회지발행(회지 발행)
4. 본회 및 회원의 학문증진을(학문 증진을) 위한 일체의(모든) 대내외 활동
5. 기타 본회의 목절달성(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 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
제6조(권리) 회원은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제7조(의무) 본회 회원은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납부(회비 납부)와 총회 참석 및 각종
행사에 출석의 의무를 가진다.(진다.)

제3장 임원
제8조(구성) 본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원우회장 : 1명
- 명예회장 : 약간 명( 재학 중인(삭제) 前 원우회장)
- 수석부회장 : 1명 (차기 원우회장 기수)
- 부회장 : 5명 이내
2. 운영위원장 : 1명
- 부위원장 2(3)명 이내, 당연직위원 3명 이내(원우회장, 사무총장, 명예회장)
3. 총무위원장 : 1명
- 부위원장 2(3)명 이내
4. 홍보위원장 : 1명
- 부위원장 2(3)명 이내
5. 기획위원장 : 1명
- 부위원장 2(3)명 이내

6. 문화위원회(장) : 1명
- 부위원장 2(3)명 이내
7. 감사위원회(장) : 1명
- 부위원장 2(3)명 이내
8. 학술위원회(장) : 1명
- 부위원장 2(3)명 이내
9. 임원진에서 결정(삭제)
9. 여성위원장 : 1명
- 부위원장 2(3)명 이내
10. 선거관리위원장 : 1명
- 부위원장 2(3)명 이내
11. 법률자문위원회(장) : 5명 이내
- 부위원장 2(3)명 이내
12. 대외협력위원장 : 1명
- 부위원장 : 3명 이내
13. 행사위원장 : 1명
- 부위원장 : 3명 이내(삽입)
제9조(선출) 본회의 임원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원우회장은 총회에서(원우회 투표로) 선출하고 대학원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대학원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한다.)
3. 원우회 임원진은 원우회장이 추천하여 대학원장의 인준을 받는다.(임명한다.)
4. 전임회장(전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5. 원우회장의 피선거권은 3학기 이상 재학 중 인자(중인 자)로 한다.
제10조(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1학기로 한다.(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임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원우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수석 부회장은 원우회장을 보좌하며 원우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수석 부회장 유고시에는 운영위원장, 총무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원우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운영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총무위원장은 총무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원우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5. 홍보위원장은 홍보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원우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홍보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기획위원장은 홍보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원우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기획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문화위원장은 문화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원우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문화위원장은 회원의 건강증진과 각종 문화행사에 관한 업무를 진행한다.
- 문화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감사위원장은 본회의 재정회계 및 운영사항에 관한 감사업무를 행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 감사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학술위원장은 학술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원우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학술위원장은 학술대회 및 강연, 회지발간(회지 발간) 등 제반 학술관계(학술 관계)
업무를 집행한다.
- 학술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0. 여성위원장은 여성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원우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여성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1.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원우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선거관리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2. 법률자문위원회(장)는 부동산건설대학원과 관련된 직무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3. 대회협력위원장은 대외협력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원우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대외협력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삽입)
14. 행사위원장은 행사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원우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행사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삽입)
제12조(유급 직원) 본 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기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본회에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3조(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원우회장이 소집하고 총회의장(총회 의장)이
된다.
제14조(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정기총회는 매 학기 중에 1회 개최하며, 그 일시는 운영위원회에서
원우회장에게 요청한다.
(임시총회는 회장 및 재적회원 10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임원회의) 임시총회는 회장 및 재직회원 10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할 수 있다.
(임원회의는 학기 중 매월 지정일에 소집할 수 있다.)삽입
제16조(의사) 총회의 소집은 총회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사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이 어려운 경우 위임(의사 정족수에 포함)으로 갈음한다.
제18조(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사항(삭제)
2. 운영위원회가 부의한 안건
3. 기타 주요사항

제5장 운영위원회
제19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본 위원회 의장은
운영위원장이 된다.
제20조(소집) 정기운영위원회는 정기총회 3일 전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운영위원회는 원우회장
또는 운영위원 5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21조(의결)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의결)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개정에 관한 심의
2.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심의 의결
3. 기타 사항

제6장 총무위원회
제23조(구성) 총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위원으로 구성하며 본 위원회 의장은
총무위원장이 된다.
제24조(소집) 총무위원회는 정기총회 3일 전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 총무위원회는 원우회장
또는 자문 위원 5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25조(의결) 출석 총무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기능) 총무위원회는 원우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원우회 운영에 적극 협조한다.

제7장 홍보위원회
제27조(구성) 홍보위원회는 홍보위원장 1명, 부위원장, 홍보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28조(소집) 홍보위원회는 정기총회 3일전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홍보위원회는 원우회장
또는 자문위원 5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29조(의결) 출석 홍부위원(홍보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기능)
① 홍보위원회는 원우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원우회 운영에 적극 협조한다
② 원우회 일정에 관한 홍보 및 대내외 홍보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③ 원우회의 각종 행사의 사절단으로 활동
④ 각 위원회의 계획에 따라 홍보 활동 전개

제8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1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32조(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선거위원으로 구성하며 본 위원회 의장은
선거관리위원장이 된다.
제33조(후보 등록) 원우회장 후보자는 선거 공고 후 7일 이내에 회원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4조(참관인) 선거의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는 투개표 참관인 1인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9장 재정
제35조(재원) 본회의 재정은 원우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기타 조성금으로 한다.
제36조(회계) 본회의 회계 기간은 원우회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하고, 회계 처리는 일반관례에(일
반 관례에) 의한다.

제10장 상임고문위원회 (제10장 전체 삭제)
제37조(임원인준) 본회의 임원은 부동산·건설대학원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38조(구성)
1. 지도위원회는 대표고문, 상임고문, 상임위원, 상임위원 간사로 구성된다.
2. 고문은 총장, 위원장은 부동산·건설대학원장, 위원은 각 학과 주임교수, 상임위원은
교학과장, 간사는 교학주임으로 한다.
제39조(기능) 상임고문위원회는 총원우회의 발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지도 육성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1기 원우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일반관례에 따른다.
3. 회칙은 2007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4. 회칙은 2008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5. 회칙은 2008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6. 회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회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원 우 회 칙 (2022. 08. 04. 개정본)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단국대학교 부동산·건설대학원 원우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단국대학교의 창학 정신인 구국·자주·자립정신을 구현하고 부동산·건설에 관련
한 학문을 수학 연마하여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우의를 증진하고 권익 신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3조(위치) 본회의 위치는 단국대학교 부동산·건설대학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 상호 간의 친목 활동 및 상호부조
2. 연구발표 및 학술강연
3. 회지 발행
4. 본회 및 회원의 학문 증진을 위한 모든 대내외 활동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 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
제6조(권리) 회원은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제7조(의무) 본회 회원은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납부와 총회 참석 및 각종
행사에 출석의 의무를 진다.

제3장 임원
제8조(구성) 본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원우회장 : 1명
- 명예회장 : 약간 명(前 원우회장)
- 수석부회장 : 1명 (차기 원우회장 기수)
- 부회장 : 5명 이내
2. 운영위원장 : 1명
- 부위원장 3명 이내, 당연직위원 3명 이내(원우회장, 사무총장, 명예회장)
3. 총무위원장 : 1명
- 부위원장 3명 이내
4. 홍보위원장 : 1명
- 부위원장 3명 이내
5. 기획위원장 : 1명
- 부위원장 3명 이내

6. 문화위원장 : 1명
- 부위원장 3명 이내
7. 감사위원장 : 1명
- 부위원장 3명 이내
8. 학술위원장 : 1명
- 부위원장 3명 이내
9. 여성위원장 : 1명
- 부위원장 3명 이내
10. 선거관리위원장 : 1명
- 부위원장 3명 이내
11. 법률자문위원장 : 5명 이내
- 부위원장 3명 이내
12. 대외협력위원장 : 1명
- 부위원장 3명 이내
13. 행사위원장 : 1명
- 부위원장 3명 이내
제9조(선출) 본회의 임원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원우회장은 원우회 투표로 선출하고 대학원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 원우회 임원진은 원우회장이 임명한다.
4. 전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5. 원우회장의 피선거권은 3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로 한다.
제10조(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1학기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임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원우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수석 부회장은 원우회장을 보좌하며 원우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수석 부회장 유고시에는 운영위원장, 총무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원우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운영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총무위원장은 총무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원우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5. 홍보위원장은 홍보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원우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홍보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기획위원장은 홍보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원우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기획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문화위원장은 문화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원우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문화위원장은 회원의 건강증진과 각종 문화행사에 관한 업무를 진행한다.
- 문화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감사위원장은 본회의 재정회계 및 운영사항에 관한 감사업무를 행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 감사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학술위원장은 학술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원우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학술위원장은 학술대회 및 강연, 회지 발간 등 제반 학술 관계
업무를 집행한다.
- 학술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0. 여성위원장은 여성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원우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여성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1.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원우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선거관리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2. 법률자문위원장는 부동산건설대학원과 관련된 직무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3. 대회협력위원장은 대외협력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원우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대외협력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4. 행사위원장은 행사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원우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행사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유급 직원) 본 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본회에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3조(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원우회장이 소집하고 총회 의장이 된다.
제14조(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정기총회는 매 학기 중에 1회 개최하며, 그 일시는 운영위원회에서
원우회장에게 요청한다.
임시총회는 회장 및 재적회원 10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임원회의) 임원회의는 학기 중 매월 지정일에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의사) 총회의 소집은 총회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사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이 어려운 경우 위임(의사 정족수에 포함)으로 갈음한다.
제18조(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가 부의한 안건
3. 기타 주요사항

제5장 운영위원회
제19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본 위원회 의장은
운영위원장이 된다.

제20조(소집) 정기운영위원회는 정기총회 3일 전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운영위원회는 원우회장
또는 운영위원 5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21조(의결)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의결)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개정에 관한 심의
2.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심의 의결
3. 기타 사항

제6장 총무위원회
제23조(구성) 총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위원으로 구성하며 본 위원회 의장은
총무위원장이 된다.
제24조(소집) 총무위원회는 정기총회 3일 전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 총무위원회는 원우회장
또는 자문 위원 5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25조(의결) 출석 총무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기능) 총무위원회는 원우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원우회 운영에 적극 협조한다.

제7장 홍보위원회
제27조(구성) 홍보위원회는 홍보위원장 1명, 부위원장, 홍보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28조(소집) 홍보위원회는 정기총회 3일전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홍보위원회는 원우회장
또는 자문위원 5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29조(의결) 출석 홍보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기능)
① 홍보위원회는 원우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원우회 운영에 적극 협조한다
② 원우회 일정에 관한 홍보 및 대내외 홍보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③ 원우회의 각종 행사의 사절단으로 활동
④ 각 위원회의 계획에 따라 홍보 활동 전개

제8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1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32조(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선거위원으로 구성하며 본 위원회 의장은
선거관리위원장이 된다.

제33조(후보 등록) 원우회장 후보자는 선거 공고 후 7일 이내에 회원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4조(참관인) 선거의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는 투개표 참관인 1인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9장 재정
제35조(재원) 본회의 재정은 원우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기타 조성금으로 한다.
제36조(회계) 본회의 회계 기간은 원우회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하고, 회계 처리는 일반 관례에
의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1기 원우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일반관례에 따른다.
3. 회칙은 2007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4. 회칙은 2008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5. 회칙은 2008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6. 회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회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