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고문학원 

2020(학)년도 8차 이사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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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얼 시 : 2020년 12월 28일(월) 12:30 ∼ 13:30 <회의소집통보일 : 2020년 12월 18일(금) >

2. 장 소:화상회의 

3. 셈원 출·결 사항 
。침석일원 

- 이 시(5인) ; 이찬영, 최서윈, 전엉채, 여상원, 최은수 

- 김 시(O인) ; 

。걸석임원 

~ 이 시(0인) ; 

- 감 사(2인) ; 황용현, 원용성 

4. 안 건 

1) 2020회계연도 법인 일반 추가경정 자금얘|산(인) 

2) 2020회계연도 법인 수익시업 추기경정 자금얘|신(안) 

3) 2020회계연도 수원대학교 추가경정 자금얘|산(인) 

4) 2020회계연도 수원과학대학교 추기경정 자금예산(안) 

5) 2021 회계연도 법인 일반 자금예산(인) 

6) 2021 회계연도 법인 수익사업 자금얘|신(인) 

기 수원대학교 교원 재임용(안) 

8) 수원과학대학교 교원 재임용(인) 

9) 수원대학교 인문대학 교앙대획 체육대학 재개발(안) 

1이 부원과학때학교 학칙 변경(안) 

11)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채권 민기어| 따른 처분 및 취득 심으|(안) 

12) 2020년 시학연금 법인부담금 수원대회교 및 수원과학대학교 부담 승인(인) 

듀〈갔 kl 방 
\ 



5. 회의내용 

의장 이찬영 ; 민법 저1691 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및 학교법인 고운학원 정관 저132조(이시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에 따라 재적이사 5명 중 5명이 침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 

를 선언하다. 

l) 2020회계연도 법인 일반 추가경정 자금얘산(안) 

의징 이찬영 ; 첫 번째 인건으로 2020회계연도 법인 일반 추기경정 자금예신(안)을 상정히고 간시애게 설 

명을 요청하다. 

긴 ( 사 : 2020회계연도 법인 일반 추기경정 자금얘|산(인)의 수입-지출 층규모를 벌첨괴 같이 설명히 

면서 그 동안 교육부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이니 특히 문저|될 만한 사항이 없다고 말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자료를 침조할 것을 알리다. 

ζT 별첨 : 2020회계연도 법인 일반 추가경정 자금얘|산(인) 총괄표 

전 체 이 시 ; 배부자료를 김토 심의하다. 

이시 최은수 ; 원인 통과를 제의하다. 

전 체 이 시 : 전원 찬성을 표히디 (친성 5인, 반대 0인) 

의장 이찬엉 ; 힘석이사 만장일치 찬성으로 2020회계연도 법인 일반 추기경정 자금얘|산(인)이 통과되었음 

을 알리며, 디음 안건을 진행히디 

|- 〈간 서 맹〉 핍L싫-꽉 



CY 별침 : 2020회계연도 법인 일반 추가경정 자금예산(인) 총괄표 

oλ 이 
-「 』j (딘위: 천원) 

관 별 추가경정예산 본얘|신 증감 구성비 

전입 및 기부수입 8,6’β639,600 340,140 8,299.460 82.2% 

교육외수입 75,0여 66.150 8.914 I 0.7% 

투지와 기타자신 수입 1.749.405 1.725,αm 24.405 I 16.6% 

0 지출 (딘위; 천원) 

관 별 츠가경정얘|신 본얘|신 증김 구성비 

보 
.ι 49,000 85,000 -36.000 0.5% 
-「

관리운영비 1,221,200 405,500 815.700 11.6% 

교육외 비용 0% 

--
X」」{ 늘 i를= = C그그 55,000 25.000 30,000 0.5% 

얘| tJ I 비 20,000 - 20.αm 0.2% 

투자와 기타자신 지출 9,110,000 1,610,000 7.500,00J 86.6% 

〈간 서 명〉 --껄1짧Yll-



2) 2020회계연도 법인 수익사업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의짚 이찬영 ; 다음 안건으로 2020회계연도 법인 수익사업 추가경정 자금얘|산(안)을 상정하고 간사에게 
설명을 요청히다 

간 사 : 2020회계연도 법인 수익사업 추가경정 자금예신(안)의 수입·지출 총규모를 별칩과 같이 설 
명히고, 지세한 내용은 배부자료를 침조힐 것을 일리다. 

rτ 별첨 : 2020회계연도 법인 수익사업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총괄표 

전 체 이 시 : 배부자료를 김토 심의하디. 

Ol시 여싱원 ; 원인 통괴를 제의하다. 

전 체 이 시 : 전원 찬성을 표히다. (친성 5인, 빈대 0인) 

의장 이찬영 • 침석이사 만장일치 찬성으로 2020회계연도 법인 수익사업 추기경정 자금예산(안)이 통과되 
었음을 일리며, 다음 인건을 진행히디 

잔할~,- 맹〉 l 좌X짧철-꾀-종깐-I 쫓f짧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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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 별침 : 2020회계연도 법인 수익사업 추기경정 자금얘|신(안) 총괄표 

0 수입 (단위: 천원) 

관 별 추가경정얘|산 본예산 증감 구성비 

교- 외 A。|I격 -「』j 164.110 203.150 -39,040 100% 

투자와 기티자신수입 

. .‘ 

---·‘-‘- / 「 ·、. i、‘;i、 "" 、 2“ ‘t --

--

0 지출 (단위; 천원) 

관 벌 추가경정얘|산 본얘|신 증감 구성비 

관리운영비 45.010 63.010 -18.000 27.4% 

투자와 기티자신지훌 

L갖그{ ::> 들를= = C그그 119,100 140.140 -21.040 72.6% 

,닙 ’., ' .. ” 1” 
J 」 ' ' 、 .1텅‘4떠 I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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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회계연도 수원때학교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의점 이찬영 ; 다음 인건으로 2020회계연도 수원대학교 추기경정 자금예산(안)을 상정하고 간사에게 설명 

을요청히다. 

간 샤 : 2020회계연도 수원대학교 추가경정 자금얘|신(안)의 수입·지출 총규모를 별칩과 같이 설명하 

다 주요 내용으로는 45억원을 건축기금으로 적립히여 2021 년도 인문대학, 체육대학 부지 

활용에 시용할 얘|정이고, 수원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 

정되었으며 그 동안 교육부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이나 특히 문저|될 만한 시항이 없디고 일 

리고, 지써|한 내용은 배부자료를 침조할 것을 일리디. 

CJ 별첨 : 2020회계연도 수원대학교 추가경정 자금이|신(인) 총괄표 

전 체 이 사 : 배부지료를 검토 심의하다. 

이사 전엉채 ; 원안 통괴를 저|의하디. 

전 체 이 사 : 전원 찬성을 표히다 (친성 5인, 반대 맨) 

의장 이친영 ; 칭석이시 만장일치 찬성으로 2020회계연도 수원대학교 추가경정 자금얘|산(인)이 통과되었음 

을 알리며, 다음 안건을 진행하다. 



er 별침 : 2020회계연도 수원대학교 추가경정 자금얘|신(인) 총괄표 

0 ¢:입 
(단위; 천원) 

추가경정예산 본여|신 관 얼 
증감 ! 구성비 등록금회계 비등록긍회계 내부거래저|거 합계 (등록금+비등록금) 

등록긍수입 72.317.209 2.085.997 74,얘3,206 77.582,537 -3, 179.331 43,앉% 

전밑및기부수입 20,608. 100 4.500,α)() 16.108, 100 16, 109,874 -1,684 9.52% 
교육부대수입 2.836.595 2.836,595 4.480.435 -1.643,840 1.68'4 
교육외수잉 110,α)() 4.910.705 5,020.705 7, 171,364 -2. 150,659 2.97‘ 

0 지출 (단위 천원) 

추기경정예산 몬예산 
관 얼 증감 | 구성비 

등록금회계 비둥록금회계 내부거래제거 힘계 (둥혹금+비등록금) 

보수 37.400.267 5.331.496 42.821.763 46 .206.332 -3.384 1569 I 25.30% 

원리운영비 11.461.348 3.549.431 15,010.779 28 ,680.322 -13.669,543 I 8.87” 
연구학생경비 19.513,잊)9 17.330.353 36.844.262 38 .971.826 -2.127.564 I 21.77‘ 
전흩긍 4.500,αm 4.500.000 0/ 0,α* 

」11육외비용 675.400 0.40% 

이ll:ll 비 300.αm ’ ,200,α)() 1.500.αm | 1 500.αm | 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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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0회계연도 수원과학대학교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의장 01찬영 : 다음 안건으로 2020회계연도 수원과학대학교 추가경정 자금에신(안)을 상정히고 간시대|게 
설명을 요청히다. 

긴 샤 : 2020회계연도 수원과학대학교 추가경정 자금예산(인)의 수입·지출 총규모를 별칩과 같이 설 

명하고, 수원괴학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싱정되었으며 그 

동안 교육부로부터 지적받은 시항이나 특히 문제될 만한 샤힘이 없다고 일러고, 자서|한 내 

용은 배변자료를 참조힐 것를 암리다. 

CT" 별첨 : 2020회계연도 수원괴학대학교 추기경정 자금예산(인) 총괄표 

전 져| 이 시 ; 배부자료를 검토 심의하다 

O싸 여상원 ; 원안 통과를 저|의히다. 

전 체 이 시 ; 전원 친성을 표히디. (힌성 5인, 반대 0인) 

의장 이친영 ; 침석이시 만장일치 찬성으로 2020회계연도 수원과학대학교 추기경정 자금예산(안)이 통과되 

었음을 일리며, 다음 인건을 진행하다. 

M 값=-~ 



당 별첨 : 2020회계연도 수원과학대학교 추기경정 자금예산(안) 총괄표 

0 -λr 이 』걱 
(딘위; 천원) 

관 별 
2020회계연도 교비회계 추기경정 예산액 2020 예산액 

증감 | 구성비 등혹금회계 비등록금회계 내부거래져|거 할계 (등록금+비등록금) 
등록금수입 30,028,200 150,αm 30, 178.290 32,503,260 -2,앓4.97이 46.8% 

전잉 및기부수입 11,966,870 11,앉36 ,870 12.406 , α)() -갱9 . 130 I 18 .5% 

교육부대수입 659.567 659.567 1,238.400 -578 ,833 I 
1 0‘ 

교육외수입 19.293 1,001,326 1, 100,619 1,837.000 -736 ,381 I 1. 7% 

0 지출 (단위; 천원) 

2020회계언도 교비회계 추가경징 예산액 2020 예산액 
관 멀 증감 | 구성비 

둥록금회계 비둥록금회계 내부거래저!거 합계 (등록긍+비등록긍) 

보수 17 .538.775 1.701.300 19 ,240. 075 20 ,399.469 -1, 159 ,394 29.8‘ 
원리운영비 6. 172.795 678.868 6.851.663 7 ,830.591 -978 .928 10 .6‘ 
연구.생경비 6.633.224 12.470.460 19. 103.684 20 ,565.500 -1.461 ,8 16 29 6 ‘ 
f륙외비용 331 ‘ 426 10,000 341.426 230,αm 111.426 0 5 ‘ 
예비비 100,αm 300,αm 400 , αm 400.000 0.6‘ 

〈간 서 l성〉 ~ιγτ 



5) 2021회계연도 법인 일반 자금예산(안) 

의확 이찬영 : 디음 안건으로 2021 회계연도 법인 일반 자금예신(안)을 상정히고 간시에게 설명을 요청하 

다 

간 사 ; 시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려|규칙 저16조(얘l신의 확정 및 저|출 등)대| 따리 2021 회계 

연도 법인 일반 자금예산(안)의 수입 지출 층규모를 별침과 같이 설명하면서 그 동인 교육 

부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이나 특히 문제월 만한 시항이 없다고 말하고, 자셔|한 내용은 배부 

자료를 참조할 것을 일리다. 

CT 벌첨 : 2021 회계연도 법인 일빈 자금예산(인) 총괄표 

전 처| 이 시 ; 배부자료를 검토 심의히디. 

01시 전명채 : 20'21 회계연도 법인 일빈 자금예신(안)이 무난히게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밀히고, 원안 통 

과를 제의하다 

전채이시: 전원찬성을표히디 (찬성 5인 빈대 0인) 
의장 이친영 ; 칭석이시 만장일치 찬성으로 2021 회계연도 법인 일반 자금얘|신(안)이 통괴되었음을 알리며, 

다음 인건을 진행하다. 

-

-

-

---장£ 
〈간 서 멍〉 



양 뱉침 : 2021 회계연도 법인 일반 자금여|산(안) 총괄표 

0 .,A..「「이t그 (단위; 천원) 

관 별 2021 회계연도 2020회계연도 증강 구성비 

전입 및 기부수입 349.010 8,639,600 -8.290,590 71.9% 

교육외수입 66,150 75,064 -8,914 13.7% 

1,749.405 -l.749,405 0% 

0 지출 (단위; 천원) 

관 벌 2021 회계연도 2020회계연도 증감 구성비 

보 -ι 53,000 49,αm 4000 10.9% 
-「

관리운영비 332,500 l.221 ,200 -888,700 68.6% 

교육외비용 - 0% 

- -- --
L갖J’ 글 i를= = I그그 25.000 55,000 -30.000 5.2% 

얘| ti I 비 20,000 20.000 4.1% 

I 

9,110,000 -9.110.000 0% 



6) 2021회계연도 법인 수익사업 자금예산(안) 

의칙 이찬영 ; 다음 안건으로 2021회계연도 법인 수익시업 자금예산(인을 상정하고 긴사에게 설명을 요 
청하다. 

간 시 : 2021 회계연도 법인 수익사업 자금얘|산(안)의 수입·지출 총규모를 별칩과 같이 설명하고, 자 
세한 내용은 배부자료를 참조할 것을 알리디. 

ζr 별침 : 2021 회계연도 법인 수익사업 자금얘|산(안) 총괄표 

전 제l 이 시 ; 배부자료를 검토 심의때 

이시 죄은수 ; 원인 통과를 제의하다. 

전 처| 이 시 ; 전원 찬성을 표히다. (친성 5인, 반대 0인) 

의장 이찬영 : 참석이사 만장일치 찬성으로 2021회계연도 법인 수익사업 자금예신(안)이 릉괴되었음을 일 
리며, 다음 인건을 진행히디. 

r 《간 λ[ - 멍~-1 짜싫% trf 짧E〕 



CY 벌침 : 2021 회계연도 법인 수익사업 자금예산(안) 총괄표 

|

팩
-
-
-

(단위; 천원) 

관 별 2021 회계연도 2020회계연도 증감 구성비 

교육외수입 190,150 164.110 26.040 67.4% 

투짜와 기타자신수입 92,17[) 92.170 32.6% 

E 끼 “”‘ • ’괜←「난「???? ” ” ?? 껑J 
-~ : '/j;?,;'..~:강t ; > 1 」 ; .: ·'·\I 펙 시썩|;| 

” ’ ' 1」 " 、

*- ;---……“ιJ . ι ”;;ι. ;와J I 

0 지출 (단위 천원) 

관 별 2021 회계연도 2020회계연도 증김 구성비 

관리운영비 47,010 45.010 2.000 16.6% 

투자와 기티지신지출 86.300 86,300 30.6% 

전 출 금 149,010 119, l 00 29.910 52.8% 

〈펴1 - -ι~,혔 
"'"'' ’.“ ‘” ‘ ? ‘;‘·. 

----‘ ,,,: ·- 한t~~灣 3繼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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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원대학교 교원 재임용(안) 

의장 이친영 ; 디음 안건으로 수원대학교 교원 재임용(인)을 상정하고 긴시에게 설명을 요청히다. 

간 I 시 : 학교법인 고운학원 정관 제43조(임용)어| [[}라 2021 년 3월 1일자 수원대학교 교원 재임용 

대상자가 저|청되었다고 밀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자료를 침조할 것을 알리다. 

er 별침 : 수원대학교 교원 재임용 명딘 

전 체 이 시 ; 배부자료를 검토 심의하디. 

이사 rn싱원 ; 원안 통괴를 제의하다. 

전 처| 이 시 ‘ 전원 찬성을 표이다 (친성 5인, 빈대 02_1) 

의장 이친영 ; 참석이시 만장일치 찬성으로 수원대학교 교원 재임용(인)이 통과되었음을 일리고, 별침에 

대하Qi는 비공개하기로 의결하고 다음 인건을 진행하디. 

|- y간 서- -굉〉까장J싫잃깐펴 
c 



8) 취원과학대학교 교원 재임용(안) 

의징 이찬영 ; 디음 안건으로 수원괴학대학교 교원 재임용(안)을 상정하고 간"'이|게 설명을 요청히디. 

간 I 시 ; 학교법인 고운학원 정관 저143조(임용)에 따라 2021 년 3월 1일지 수원과학대학교 교원 재임 

용 대상자가 저|청되었다고 말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자료를 침조힐 것을 알리디. 

I T 먹침 ; 수원과학대학교 교원 재임용 명딘 

전 처| 이 시 ; 배부자료를 검토 심의하다. 

이시 휴|은수 ; 원인 통괴를 제의하다 

전 처| 이 시 ; 전원 찬성을 표히다. (찬성 5인, 반대 0인) 

의장 이찬영 ; 참석이시 만장일치 찬성으로 수원괴학대학교 교원 재임용(인)이 통과되었음을 알리고, 별첨 

에 대히여는 비공개히기로 의결하고 다음 안건을 진행하다. 

〈간 서 명〉 



9) 4원대학교 인문대학 교앙대화 체육대학 재개빌(안) 

의징 이찬영 • 다음 안건으로 수원대학교 인문대학교앙대학처|육대획 재개발(인)을 상정히고 간시에게 설 
명을 요칭하다. 

간 | 시 ; 수원대학교 노후 건물에 대한 재개벌이라고 설명하고 자서|힌 내용은 배부자료를 창조할 것 
을일리디 

l-:J 별침 수원대학교 인문대학 교앙대학 체육대학 재개발 계획표 

전 체 이 사 ; 배부자료를 검토 심의히다. 

이시 천영채 ; 원인 통괴를 저|으|하디 
전 체 이 사 • 전원 찬성을 표히다. (찬성 5인, 반대 0인) 

의장 이찬영 ; 침석이시 만장일치 찬성으로 수원대학교 인문대학‘교앙대학·체육대학 재개빌(안)이 통과되 

었음을 일리고 별점에 대히여는 비공개히기로 의결하고 다음 안건을 진행히디. 

〈간 서 명〉 ι* 



l이 후원과학대학교 학칙 변경(인) 

의장 이찬영 ; 디음 안건으로 수원괴학대학교 학칙 변경(인)을 상정히고 간시에게 설명을 요청히디, 

간 샤 : 2021 학년도 모집딘위별 입학정원 조정에 따른 내용 변경01리고 설명하고, 지세한 내용은 
배부자료를 칩조할 것을 일리디. 

1-Y 벌침 • 수원과학대학교 학칙 개정 신구때비표 

전 체 이 사 ; 배부자료를 검토 심의하다, 

이사 여상원 ; 원안 통과를 저|의히다. 

전 체 이 사 ; 전뭔 찬성을 표하다. (찬성 5인, 반대 0인) 

의징 이찬영 ; 참석이시 만징일치 친성으로 수원괴학대학교 학칙 변경(인)이 통괴되었음을 알리고, 디음 

안건을 진행하디. 

〈간 서 명〉 {Jt κ$ 



’T 밸점 ; 수원과회대학교 회칙 개정 신구대비표 

학칙 신·구조문 대버표 

변경 전(2020. 81 변 경 후(2020. 12) 
제4조(설치학과 및 입획정원) 본 대학에 두는 학과/계얼 저14조(얻 Al 학과 및 입학정원) 온 대학에 두는 학과 

및 압학정원은 다음고} 갈다. /계얼 및 입학정원은 얻표1과 같다. 

수엉 
학과/계얼 

잉획정원 수입 
·!퍼/계얻 

입확정원 

연한 주긴 이긴 계 g힌 추긴 아긴 겨| [얻묘 1) 얻지로 첨부 
4브져| 긴호학과 93 93 토g인전괴 60 60 

건측괴 00 00 를잉싣엄괴 40 40 
상뻐흉g믿괴 100 100 생l!XU육괴 40 40 
공연연기과 % fi) 유통링영과 60 60 

윈처| 
치위생괴 80 00 금융경엉고i 40 40 
잉상엉리과 40 40 뷰티코디네이션과 74 74 
&!엉디자인괴 50 % 사회특지괴 110 110 
|얻축기계얼비괴 100 100 a견저| g공관굉괴 200 200 
킹엄퓨터정보괴 80 00 서llil-회계정보과 110 110 
기계과 120 120 

효댈핀굉서비스괴 120 120 
자동차괴 120 120 

비서헝정고} 80 80 
a펀저| 싣소재괴 70 70 

효.'11묘때마제썽과 80 80 
전기과 120 120 

이동보육과 100 100 
전자괴 120 120 

정보통신과 100 100 글로열힌식조리괴 40 때 

산잉경영괴 80 80 앙계 2.557 2. 557 

제31조(졸업 및 수료) @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 

제31조(졸업 및 수료) @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제24 고 제24조 저12항의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는 뿔지 

조 저12항의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는 얼지 2-1호 또는 얼 2-1 호 또는 멀지 2-3호 및 얼자 2-2호 또는 뿔지 

지 2-3호 및 멀지 2-2호 또는 얼지 2-4호 서식에 의하여 2-4호 서식에 의하여 흘표2에 해당하는 전문학사학 

얼묘 1에 해당하는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 위 및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 

∼ 중간 생략 ∼ ∼ 중간 생략 ∼ 

© 1996년도 이전에 졸업한 자에 α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 1900년도 이전에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몬인의 

따리 멀지 2호 서식에 의하여 뿔표l에 해당히는 정문학사 신청얘 따리 얼지 2호 서식에 의하여 벌표2에 oH 당 

학위휴 수여할 수 있다 하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31조의 2(학점인정 등애 의한 학위수여 및 절차) 
재31조의 2(학점인정 등에 의한 학위수여 및 절차) ∼ 중간 생략 

∼ 중간 생략 @ 학위수여 절차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률 시행 

@ 학위수여 절차는 학점인정 등애 관한 법률 시행령과 령과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칩에 근거하여 

학점민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칭에 근거하여 충징이 따 총장이 따로 정하며 학위의 종류 및 전공은 월묘g , 

로 3하며 학위의 종류 및 전공은 뿔표l 학위증은 별지 학위증은 얼지 2-5와 갈다 . 

2-5 같다. 

!='「 칙 

(시 행 일) 이 학획은 2020년 1 2월 30일부터 시행 
하되 , 제4조는 2020년 4월 28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온다j 

잖싫v!r-갖”| 
、

ικ7 7-n자했」 〈간 서 명〉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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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전(2020 . 8J 변 경 후(2020. 121 

I 펄 합 1 ] 

2021 학년도 입학정원 

-ι「ι 。d 입학정원 
-ι「ι 。t그4 입학정원 

연략 
학과/계열 학과/계얼 

주간 야간 겨l 연한 주간 야간 겨| 

4년제 간호학과 93 93 스마트로봇기계과 75 75 

치위생과 80 80 소방안전설비공학과 60 60 

자동차과 90 90 
임상병리과 40 40 

신소재학과 40 40 
건축고} 60 60 

전기과 100 10(]

실내건축디자인학과 90 90 
컬퓨터전자괴 75 75 

산업디자인학과 40 40 
컬퓨터정보괴 80 80 

멀드D C.Pf.IA~흩꾀 40 40 토목환경공학과 40 40 

연기영상과 40 40 2년제 경영학과 60 60 

3년제 사회복지학과 80 80 비서사무학과 60 - 60 

서|무회계학과 80 80 
보육심리상담과1 70 70 

뷰티코디네이션과 78 78 
A 마EIT학과 70 70 

생활체육과 80 80 

쓰:JJI§스닫엉옆공펀i 40 40 
항공관광과 200 200 

•--- ------
겸찰법무햄정학과 40 40 

호텔관광학과 100 100 

공공행정학과 40 40 호델조리제과제빵과 80 80 

보건의료행정학과 40 40 글로벌한식조리과 35 35 

재소프트웨어융합과 40 40 합계 2,236 2,236 

〈칸 서 명〉 



2020학년도 입학정원 

-λ「-。d
입한정원 

수업 
입학정원 

연한 
학과/계얼 학과/계얼 

주간 야간 겨| 
연한 

주간 야간 계 

4\: 저| 간호학과 93 93 토목안전과 60 - 00 

건축과 80 80 환경산업과 40 40 

실내건축디자인과 100 100 
생휠체육과 40 40 

공연연기과 50 50 
유통경영과 60 60 

3년제 

치위생과 80 80 
금융경영과 40 40 

임상병리과 40 40 
뷰티코디네이션과 74 74 

산업디자인과 50 50 
사회복지과 110 110 

건축기계설비과 100 100 2년제 

항공관광과 200 200 

컴퓨터정보과 80 80 

세무회계정보괴 110 HO 
기계과 120 120 

호델관광서비A과 120 120 
자동차과 120 120 

비서행정과 80 00 
2년처| 신소재과 7(] 70 

전기과 120 
호텔조리저|과저l빵과 80 80 

120 

전자과 120 120 아동보육과 100 100 

정보통신과 100 100 글로벌한식조리과 40 40 

산업경영과 80 80 합계 2,557 2,557 

〈간 서 명〉 ~「킹 



학위의 드E t펴 
<:::> 도므 

~ 

[멸표2] 

일련 ~ ‘g 
번효 국문 엉문 

~H 당 획 과 비고 

자동치고},하이테크디지인과,윌렉트로닝스때키징괴 .신소재응 

~ 업 용과,신소재괴, 전지과, 정보통신고| , 컬휴터정보과.인터넷경영 

전운학사 
Ass。ciate In Applied Science 정보과,산업경영과, 건축과,건혈시스템괴 , 토목과,토목인전 

괴 ,건축얼비소방괴 ,건축기계싫비과‘흰경보건괴 ,환경산엉과, 
기계과,전기과 

2 
~ ~예=· 세무회계정보과,흥컨금융과.국저|경영괴 ,유통경영계얼(금융 

전문학사 
Associate In Business Admlnlstratl。n 경영전공.유통물휴전공) ,유통경영과(금융경영전공.유통물류 

전공) ,유홍경엉과.급융경영과 

3 
s「a 지 

전문학사 
Associate in Welfare 시회복지과,시회륙지전공(학칩은행제) 

4 
관 광 항공관광고1 ,관광영어과,관광중국어과,핀광일어과,관광비즈 

전운학사 
Associate in Tourism 

니스과(관광마케팅전공 ,관광서비스전공) ,효탤관광서비스과 

5 
디자인 

전문학사 
Ass。ciate in Design 싫내건축디자인과,신업디자인과 

6 
여| 술 

전문학사 
Associate in Art 연기영상과,공연연기과,용악계얼(뮤지컬전공 ,싫용음익전공) 

7 
처| 'i?‘ 
전문학사 

Ass。ciate in Sports 생활체육계얼(스포츠재휠전공,생활체육전공) ,생활체육과 

8 
긴 호 

전문학사 
Associate of Nursing 간효과(3년제) 

9 간호학시 Bachelor 。f Nursing 간호혁과 

10 
치위생 Associate Degree 。f Dental 

전문학사 Hygiene 
Ai위생과 

11 
행 X。f

전문학사 
Associate in Public Administration 비서행정과 

12 
미용예술 

Associate in Beauty Art 뷰티코디네이션과 
전문학사 

13 
。,동보육 

Associate in Olild Care and Ee삐cation 아동보육과, 이동 • 가즉전공(학점은행제) 
전운학사 

식풍조리 
호덜조리·제앙계일(호델조리전공,저|과찌를전공),호텔조리찌 

14 
전문학사 

Associate in F。。d Cooking 과저|빵과(효델조리정공,져|과져|앙전공) ,효델조리저|과제빵과, 

글로얼한식조리과 

환경기술 A표mete of &:ience in Erwirmnrta 
공학기술인증학과(환경보건과) 15 

전문학사 ErQreering Toctroogy 
사회복지 

16 Bach el。r 。f Social Welfare 사회복지학과 전공심화 

한 사 

17 
전 기 

Bach el。r of Electrical Engineering 전기공확고i 전공싱회 

공학사 

18 
자동차 

Bach el。r 。f Aut。m。tive Engineering 자동차공학과 전공심회 

공학사 

19 
조리외식 

Bachelor 。f Culinary Arts 글로얼한식조리학과 전공심화 

&! 사 

20 관광학사 Bache I。r 。f T。urism 항공관광학과 전공심화 

21 
실내건축 

디자인학사 
Bache I。r of lnteri。r Design 살내건축디자민학과 전공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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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법인 수익용 기본재신 채권 만기애 띠른 처분 및 취득 심의(인) 
의징 QI찬영 ; 디음 인건으로 법인 수익용 기본재신 체권 만기애| 따른 처분 및 취득 심으|(안)을 상정히고 

간시에게 설명을 요청히다. 

간 | 시 ; 사립학교법 제16조저11 항저11 호때 의거하여 학교법인 재신 춰득-처분 ·관리에 관힌 사횡은 이 

시회 심의시항으로 현재 법인얘서 보유 중인 수의용 기본재산 채권의 만게2021.1.31)대| 띠 

라 원금은 새로운 채권으로 취득히고, 01자는 법인의 운영비로 시용될 예정O떼 밀하다. 배 

부된 자료의 모의투자 내역서는 현재 기준이며, 취득 및 만기 시점에 따라 채권 기격 및 

물량, 금리가 변동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자세한 시항은 배부자료를 침조힐 것을 일리다. 

QI 별첩 : 만기 채권 모의투자 내역서 및 취득 채권 모의투자 내역서 

전 처| 101 시 - 배부자료를 검토 심의히다. 

이시 최은수 ; 원인 통과를 저|의하디. 

전 처| ,01 시 : 전원 찬성을 표히디. (찬성 5인, 빈대 0인) 

의장 01찬영 ; 침석이사 만장일치 찬성으로 만기 채권에 대하여 관힐청에 조속히 허가를 받아 처분히고, 

수의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높일 수 있는 채권을 춰득할 것을 지시한 후 법인 수의용 기본 

재신 채권 만기에 따른 처분 및 춰득 심으|(안)이 통과되었음을 일리고, 별첩얘 때하여는 비 

공개히기로 의결하고 다음 인건을 진행하다. 

〈간 서 명〉 



12) 2020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수원대회교 및 수원괴학대학교 부팀 승인(인) 

의장 01찬영 ; 디음 안건으로 202(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수원대학교 및 수원괴희대학교 부당 승인(인) 
을 상정하고 간시때게 설명을 요청히다. 

간 | λ}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저147조(법인부담금) 및 동법시행령 저169조의3(토|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에 따른 2020년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총 3.405,568천원 중 %,αm천원을 

법인에서 부담하고 U머지 금액은 각 대학의 학교부담금으로 승인히는 인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자료를 참조할 것을 일리다. 

전 처| 이 사 ; 배부자료를 검토 심의히다. 

이사 전영채 ; 법인의 부담여건을 고려해 봤을 때 원인 통과를 제의하다. 

전 처| 이 사 ; 전원 찬성을 표히다. (찬성 5인, 반대 0인) 

의장 이찬영 ; 침석이시 만장일치 찬성으로 2020년도 시학연금 법인부담금 수원대학교 및 수원과학대학교 
부담 승인(안)이 통괴되었음을 일리다. 

CT"" 2020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수원대학교 및 수원과학대학교 부담 내역(딘위 • 원) 

세부항목 수원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합계 비고 

시학연금 21.000,αm 14,α)(),000 35.000.000 

법인부담금 퇴직수딩 9,000,αm 6,αJO.ooo I 15.000.000 

소계 30,000,αm | 20,α)(),000 I 50.α)(),()()() 

시학연금 1.689.690.())() I 808.736.000 I 2.498.426,000 

학교부담금 퇴직수당 662.367.00J I 194.775.000 I 857.142.000 

〈칸 서 명〉 -Ji십~--; 



의장 ID I친명 : 01싱으로 이사회 인건 심의를 모두 마치겠다고 밀하고, 초|은수, 전영채, 여싱원 이시률 호 

선히여 회의록애 긴서명 할 깃을 전처|이사에게 동의 받고, 2020년도 고운학원 저18치 이/\I 

회 펴|회를 선언히다 

2020년 12월 28일 

위 사실을 확인힘 

으| 장 01 친 꼈\꽤/th 
01 시 초| 서 원 4옳 히 서·ν 

01 시 전 영 

01 시 01 ~그} 

01 시 최 C> 수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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