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고운학원 

2021 (학)년도 4차 이사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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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시 : 2021 년 6월 28일(월) 18:30 ∼ 19:30 [ 호|의소집통보일 : 2021 년 6월 18일(금) >

2. 장 소 ; 올림피아센터 빌딩 5층 (역삼동) 

3. 임원 출-결 사항 

。참석임원 

- 이 샤(5인) : 이찬영, 칩서원, 전영채, 여상원, 초|은수 

- 감 사(O인) ; 

。 걸석임원 

- 이 시(O인) : 

- 감 사(2인) ; 황용헌, 원용성 

4. 안 건 

1) 수원과학대학교 교원 재임용(안) 

2) 수원과학대학교 구조조정에 따른 학칙 변경(안) 

3) 수원과학대학교 2021학년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운영(안) 

4) 수원대학교 인문대학 교앙대학 체육대학 재개발 사업 진행보고(안) 

5) 수원대학교 일반직원 징계의결(안) 

6) 수원대학교 교원 징계의걸 요구(안) 

끼 수원대학교 총장 징계의걸 요구(안) 

8) 법인 수익용기본재산 처분(안) 

〈간 서 명〉 



5. 회의내용 

의장 이찬영 • 학교법인 고운학원 정관 제32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에 따리 재적이샤 5명 중 5 

명이 침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호|를 선언하다 

l) 수원과학대학교 교원 재임용(안) 

의장 이찬영 • 천번째 인건으로 수원과학대학교 교원 재임용(안)을 상정하고 간사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간 사 : 학교법인 고운학원 정관 저143조(임용)에 따라 2021 년 9월 l 일자 수원과학대학교 교원 재임 

용 대상자가 제칭되었다고 밀하고, 자세한 내용은 배덕자료를 침조힐 것을 알리다. 

CT 별침 : 수원과학대학교 교원 재임용 명단 

전 처! 이 사 ; 배부자료를 검토 심의하다. 

이사 전영채 : 원안 통과를 저|의하다 

전 체 이 사 ; 전원 찬성을 표하다 (찬성 5인, 반대 0인) 

의장 이찬영 ; 참석이시 만장일치 찬성으로 수원과학대학교 교원 재임용(안)이 통과되었음을 일리고, 별첨 

대| 대하여는 비공개하기로 의걸하고 다음 안건을 진행하다 

〈간 서 명〉 



2) 수원과학대학교 구조조정에 따른 학칙 변경(안) 

의장 이찬영 : 다음 안건으로 수원과학대학교 구조조정에 따른 학칙 변경(안)을 상정하고 간사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간 시 : 2021 학년도 입시 결과 분석에 따른 정원 감촉으로 입시경쟁력 강화를 비롯해 교육부의 보 

건의료계열 입학정원 배정, 유얘|되었던 침단학과의 정원 감축 등을 반영한 조정이며 2022 

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조정에 따른 변경이라 설명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자료를 

침조할 것을 알리다. 

er 별침 ; 수원과학대학교 2022학년도 모집단위 구조조정 및 학칙 개정 신구대비표 

이사 죄은수 ; 원안 통과를 제의하다. 

전 체 이 사 전원 찬성을 표하다. (찬성 5인, 반대 0인) 

의장 이찬영 ; 침석이사 만장일치 찬성으로 수원과학대학교 구조조정에 따른 학칙 변경(안)이 가걸되었음 

을 알리고, 다음 안건을 진행하다. 

〈간 서 명〉 



다1 별침 ; 수원과학대학교 2022학년도 모집단위 구조조정 및 학칙 개정 신구대비표 

수월과4다l획교 2022흑변도 모집딘위 구조조젤앤 

2021학년도 모집단위 2따2학년도 모집단위 

학과 학째 정 입학원 학과 빼l 정 입학원 중갑 비고 

간호학과 4 93 간호학과 4 107 14 
치위생과 3 80 치위생과 3 83 3 
임상병리과 3 40 임상병리과 3 50 10 
보건의료행정학과 3 40 보건의료행정학과 3 60 20 
사회복지학과 3 80 사회복지학과 3 60 -20 
보육심리상담과 3 70 보육심리상담과 3 30 -40 
생활체육과 2 80 스포츠건강지도과 2 80 0 명칭변경 

건축과 3 60 건축과 3 60 0 
실내건축디자인학과 3 90 실내건축디자인학과 3 85 -5 
산업디자인학과 3 40 산업디자인학과 3 35 -5 

멸티미디어디자인학과 3 40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그래픽디자인전공 3 30 

20 분리 
멸티미디어디자인학과 영상디자인전공 3 30 

스마트로봇기계과 2 75 
기계공학과<통합〉 3 40 -75 통합/ 3년제 

신소재학과 2 40 
소방안전설비공학과 2 60 소방안전설비공학과 3 40 -20 3년제 

자동차과 2 90 자동차과 2 60 -30 
전기과 2 100 전기과 2 80 -20 
컴퓨터전자과 2 75 전자정보통신공학과 전자전공 3 30 -45 명칭변경,3년제 

스마트IT학과 3 70 전자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전공 3 30 -40 명칭변경 
컴퓨터정보과 2 80 컴퓨터정보과 3 40 -40 3년제 

컴퓨터게임과<신셜〉 3 40 40 신설 
AI소프E웨어융합과 3 40 AI소효트웨어과 3 30 -10 명칭변경 

경영학과 2 60 
경영학파<통합〉 3 30 -70 통합I 3년제 

스마트산업경영공학과 3 40 
세무회계학과 2 80 세무회계학과 3 35 -45 3년제 

비서사무학과 2 60 
행정직공무원과〈통합〉 3 30 -70 통합/ 3년제 

공공행정학과 3 40 
토목환경공학과 2 40 토목직공무원파 3 30 -10 명칭변경, 3년제 

경찰법무행정학과 3 40 경찰법무행정학과 3 60 20 
소방행정학과<신설〉 3 40 40 신설 

항공관광과 2 200 항공관광과 2 240 40 
호텔관광학과 2 100 호텔관광학과 2 60 -40 

호텔조리제과제빵과 2 80 
호텔조리과 2 60 

40 분리 
제과제빵과 2 60 

글로벌한식조리과 2 35 글로벌한식조리과 2 35 0 
뷰티코디네이션과 헤어전공 2 40 

뷰티코디네이션과 2 78 뷰티코디네이션과 메이크업네일전공 2 40 32 분리 

뷰티코디네이션과 피부미용천공 2 30 
연기영상과 3 40 연기영상과 3 70 30 

소계 2,236 소계 1,960 -276 
자율감축 

실버사회복지과 2 25 25 신설 
외식조리창업과 2 20 20 신설 

소계 45 45 
합계 2,236 합계 2,005 -231 

자율감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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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신·구조문 대벼표 

변청 전(2021. 31 I 변경 후(2021. 61 

저1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본 대학에 두는 학 | 저1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본 대학에 두는 학 

과/계열 및 입학정원은 열표 1과 같다 . ! 과/계열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 

[별표 1] 멀지로 첨부 | [별표 1] 2022학년도 입학정윈 추가 

제52조(부속기관) @] 본 대학에 다음과 같은 부속| 제52조(부속기관) @ 본 대학에 다음과 같은 부속 

기관을 둔다 . |기관을 둔다 
1. 입학관리본부 6 . 직장예비군대대 11. 입학관리본부 6 . 직장예비군대대 

2. 교육혁신원 7 . 정보전산원 12. 교육혁신원 7. 정보전산원 

가. 역량교육센터 8 . 4차산업기술교육원 | 가 . 역량교육센터 8. 4차산업기술교육원 

나. 교수학습센터 

력센터 

3 . 미디어센터 

센터 

4 . 국제협력센터 

5 . 도서관 

가 스마트팩토리기술인 | 나 교수학습센터 가 스마트팩토리기술인 
력센터 

나 . 인공지능기술인력 | 다. 윈격교육지원센터 나 . 인공지능기술인력 

센터 

다 클라우드교육센터 13. 미디어센터 다 클라우드교육센터 

4 . 국제협력센터 

5. 도서관 

부 칙 

(시 행 일) 이 학칙은 2021 년 6월 30일부터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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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 

2022학년도 입학정원 

-」「、。d 입학정원 
-λ「.어"=' 입학정원 

연한 
학과/계열 

연한 
학과/겨|열 

주간 야간 겨| 주간 야간 겨| 

4년제 간호학과 107 107 세무회계학과 35 35 

치위생과 83 83 행정직공무원과 30 30 

임상병리과 50 50 
3년제 

토목직공무원과 30 30 

보건의료행정학과 60 60 
경찰법무행정학과 60 60 

소방행정학과 40 40 
사회복지학과 60 60 

연기영상과 70 70 
보육심리상당과 30 30 

A포흐건강지도과 80 80 
건축과 60 60 

자동차과 60 60 
실내건축디자인학과 85 85 

전기과 80 80 
산업디자인학과 35 35 

항공관광과 240 240 
멀티미디어디자요흰과 

30 30 
3년제 그래픽디자인전공 호텔관광학과 60 60 

멀티미디어디자요한과 
30 30 

영상디자인전공 호텔조리과 60 60 

기계공학과 40 40 
2년제 제과제빵과 60 60 

소방안전설비공학과 40 40 
글로벌한식조리과 35 35 

전자정보통신공학과 30 30 뷰티코디네이션과 
전자전공 40 40 

헤어전공 

전자정보통신공학과 30 30 뷰티코디네이션과 
정보통신전공 40 40 

메이크업네일전공 

컴퓨터정보과 40 40 뷰티코디네이션과 
30 30 

III 부미용전공 

컬퓨터게임과 40 40 살버사회복지과 25 25 

Al 소 IIE 워|어과 30 30 외식조리창업과 20 20 

경영학과 30 30 합계 2,005 2,005 

〈간 서 명〉 |짜ι~ I~~ ~ I vt 4'YL- l 



2021 학년도 입확정월 

수업 
학과/계열 

입학정원 수업 
학과/계열 

입학정원 

연한 주간 야간 겨| 연한 주간 야간 겨| 

4년제 간호학과 93 93 λ마E로봇기계과 75 75 
치위생과 80 80 소방안전설비공학과 60 60 
임상병리과 40 40 자동차과 90 90 
건축과 60 60 신소재학과 40 40 

실내건축디자인학과 90 90 전기과 100 100 

산업디자인학과 40 40 컴퓨터전자과 75 75 

멀=.u COCIAI요탈피} 40 40 컴퓨터정보과 80 80 
토목환경공학과 40 40 

연기영상과 40 40 2년제 경영학과 60 60 

3년제 사회복지학과 80 80 비서사무학과 60 60 
보육심리상담과 70 70 세무회계학과 80 80 
A마 EIT학과 70 70 뷰티코디네이션과 78 78 

스o~길~~월뀔훈피{ 40 40 생활체육과 80 80 
경찰법무행정학과 40 40 항공관광과 200 200 
공공행정학과 40 40 호델관광학과 100 100 

호텔조리제과제빵과 80 80 
보건의료행정학과 40 40 글로벌한식조리과 35 35 

Al소프트웨어융합과 40 40 합계 2.236 2,236 

2020학년도 입학정월 

수업 
학과/계열 

입학정원 수업 
학과/계열 

입학정원 

연한 주간 야간 겨| 연한 주간 야간 겨| 

4년제 간호학과 93 93 토목안전과 60 60 
건축과 80 80 환경산업과 40 40 

실내건축디자인과 100 100 생활체육과 40 40 
공연연기과 50 50 유통경영과 60 60 

3년제 
지위생과 80 80 금융경영과 40 때 

임상병리과 40 40 뷰티코디네이션과 74 74 
산업디자인과 50 50 사회복지과 110 110 
건축기계설비과 100 100 2년제 항공관광과 200 200 
컬퓨터정보과 80 80 세무회계정보과 110 110 
기계과 120 120 호텔관광서비 λ과 120 120 
자동차과 120 120 비서행정과 80 80 

2년제 신소재과 70 70 호텔조리제과제빵과 80 80 
전기과 120 120 아동보육과 100 100 
전자과 120 120 

글로벌한식조리과 40 때 
정보통신과 100 100 
산업경영과 80 80 합계 2.557 2,557 

〈간 서 명〉 I 1~o1f多11 것l ~/찍 | C끼;(t}《 | 



3) 수원과학대학교 2021 학년도 일학습병형 공동훈련센터 운영 계획(안) 

의장 이찬영 다음 안건으로 수원과학대학교 2021학년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운영(안)을 상정하고 

간사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간 시 ; 산업체가 요구하는 현장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대학생들의 조기 입직을 도울 수 있는 

전문대 재학생 단계로 학교와 끼업을 오가며 이론교육과 체계적인 현징훈련을 병행하는 훈 

련센터 운영 사업이라 설명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자료를 침조힐 것을 알리다. 

CJ 빌침 ; 수원과학대학교 2021학년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운영 계획 

전 체 이 사 ; 배부자료를 김토 심의하다. 

이시 여상원 ; 원인 통과를 저|의하다. 

전 체 이 사 : 전원 찬성을 표하다 (찬성 5인, 반대 0인) 

의장 이찬영 • 침석이사 만장일치 찬성으로 수원과학대학교 2021 학년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운영(안) 

이 통과되었음을 알리고, 다음 안건을 진행하다 

〈간 서 명〉 



er 별첨 ; 수원과학대학교 2021학년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운영 계획 

2021 학년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운영계획 

口사업목적 

。 NCS 학사체계에 기반한 학교교육(OFF-JT)과 현장훈련(OJT)의 병행을 통해 현장중심 기 
술인재 양성 

口사업목표 

。 해당 사업연도에 학습기업 5개·학습근로자 30 명 이상 훈련 실시 

口 학습근로자 참여대상 

0 잔여학기가 2학기 이상 남은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최종학년 

※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군 면제자 

口훈련수준 

o NCS 기반 자격의 레벨3 이상 

口 공동훈련센터 역할 

1. 공동훈련센터형 학습기업 발굴 모집 

2. 학습근로자 모집 • 선발 지원 

3. 훈련과정 및 학습도구 지원 • 컨설팅(학교 교육과정 개편 포함) 

4. 현장외교육훈련(Off」T) 제공 및 도제식현장교육훈련(OJT) 지원 

5. 학습근로자 평가 관리(단독기업형 학습기업 내부평가 컨설팅 포함) 및 지원 

6. 연간 사업계획서 작성l 예산관리/ 운영위원회 운영 및 관리/ 사업 실적 및 
업무 

7. 정부부처 또는 공단/ 허브사업단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한 자료 작성 

~: 기타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口기타사항 

성과관리의 

1.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전문대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사업’에 참여 빛 이 
에 필요한 제반 신청 행위 

2. 위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의 수령 및 이에 필요한 지급 
이행보증보험 계약 체결. 

- 또한, 향후 동 정부지원금의 추가 또는 변경이 있을 경우 이에 필요한 지급이행보증보험 
추가 또는 변경 계약 체결도 동 의결서로 갈음 

〈간 서 명〉 γ끼짧ζ갱끼\ 딩l 어깡I .죄T1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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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원대학교 인문대학-교양대학-체육대학 재개발 사업 진행보고(안) 

의장 이찬영 ; 다음 인건으로 수원대학교 인문대학 교앙대학 체육대학 재개발 사업 진행보고(안)을 상정하 

고 간사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간 시 ; 수원대학교 노후건물 재개발 사업 진헝중이며 공모전에 작품 두 개기 접수되어 2021 .06.29. 

일 공모전 심사를 진행할 여|정이라 설명히다. 

이사 여상원 ; 원안 통과를 제의하다‘ 

전 처| 이 1'f : 전원 찬성을 표하다. (찬성 5인, 반대 0인) 

의장 이찬영 ; 침석이사 만장일치 찬성으로 이 사업을 상황에 맞추어 세심히 검도하여 문제없이 신중히 

진행할 것을 지시한 후 수원대학교 인문대학 교앙대학 체육대학 재개빌 사업 진행보고(안) 

이 통과되었음을 알리고, 다음 안건을 진행하다. 

〈간 서 명〉 



5) 수원대학교 일반직원 징계의결(안) 

의장 이찬영 : 다음 안건으로 수원대학교 일반직원 징계의결(안)을 상정하고 간사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간 샤 : 2021 년 5월 3일자 교육부 종합감시 결과 수원대학교 일반직원에 대하여 문잭(경징계) 2인 

조치 통보를 받은 사인이라고 설명하고, 자서한 내용은 배부된 징계의걸서를 침조활 것을 

알리다. 

며· 벌침 ; 수원대학교 일반직원 징계의걸서 

전 체 이 사 ; 배부자료를 검토 심의하다. 

이시 최은수 : 원안 통과를 제의하다. 

전 처| 이 시 ; 전원 찬성을 표하다 (찬성 5인, 반대 0인) 

의장 이찬영 : 침석이사 만장일치 찬성으로 수원대학교 일반직원에 대하여 해담 일반직원징계위원회에 교 

육부 조치 통보대로 징계의결이 통과되었음을 일리며, 별침에 대하여는 비공개하기로 의결 

하고 다음 안건을 진행하다. 

〈간 서 명〉 



6) 수원대학교 교원 징계의결 요구(안) 

의장 이찬영 : 다음 안건으로 수원대학교 교원 징계의걸 요구(안)을 상정하고 간사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간 사 : 2021 년 5월 3일자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수원때학교 교원대| 대하여 문잭(경징계) 5인 조치 

통보를 받은 시인이라고 설명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징계의걸 요구서를 침조할 것을 

알리다. 

CJ' 별첨 ; 수원때학교 교원 징계의걸서 요구서 

전 체 이 사 : 배부자료를 검토 심의하다 

이사 여상원 ; 원안 통과를 제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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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이찬영 ; 침석이사 만장일치 찬성으로 수원대학교 교원에 대하여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 교육부 조 

치 통보대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통과되었음을 알리며, 별침에 대하여는 비공개하 

기로 의결하고 다음 안건을 진행하다 

〈간 서 명〉 -싫~ 



7) 수원대학교 총장 징계의결 요구(안) 

의장 이찬영 ; 다음 안건으로 수원대학교 총장 징계의결 요구(안)을 상정하고 간사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간 사 : 2021 년 5월 3일자 교육부 종합감시 결과 수원대학교 박철수 총장에 대하여 경징계 조치 

통보를 받은 시인이라고 설명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징계의걸 요구서를 침조할 것을 

알리다. 

CJ' 별침 ; 수원대학교 총장 징계의결 요구시 

전 체 이 시 ; 배부자료를 검토 심의하다. 

이사 전영채 원안 통과를 제의하다. 

전 체 이 시 : 전원 찬성을 표하다. (찬성 5인, 반대 0인) 

의장 이찬영 ; 침석이사 만장일치 찬성으로 수원대학교 박철수 총장에 대하여 법인 교원징계위원회에 교 

육부 조치 통보대로 경징계 사안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통과되었음을 알리며, 

별침에 대하여는 비공개하기로 의걸하다. 

〈간 서 명〉 ~ 



8) 법인 수의용기본재산 처분(안) 

의장 이찬영 ; 다음 안건으로 법인 수의용 기본재산 처분(인)을 상정하고 간사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간 시 : 사립학교법 제16조저ll 항저ll 호에 의거하여 학교법인 재산 취득 ·처분·관리에 관한 사힐은 이 

사회 심의사항으로 수원대학교 교원 재임용 소송 패소로 인한 위자료 지급에 있어 법인 자 

금이 부족한 관계로 현재 법인에서 보유 중인 수익용 기본재산(얘|금)으| 처분에 대해 교육 

부 승인을 득한 후 그 자금으로 소송의 판결금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자서|한 사 

항은 배부자료를 침조할 것을 알리다 

이사 최은수 ; 원인 통과를 제의하다. 

전 체 이 시 ; 전원 찬성을 표하다. (찬성 5인, 반대 0인) 

의장 이찬영 ; 침석이시 만장일치 찬성으로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이 통괴되었음을 알리다. 

수익용기본재산(얘|금) 처분 및 M용계획 

기본재산종류 보유액(원) 처분액(원) 사용계획 비고 

수의용 예금 7 .500,000,000 200,000,000 
수원대학교 교원 재임용 소송 

패소로 인한 위자료 지급 

〈간 서 명〉 



의장 이찬영 : 01상으로 이시회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겠다고 말하고, 여상원, 전영채, 초|은수 이시를 호 

선하여 회의록에 간시명 할 것을 전체이사에게 동의 받고, 2021 년도 학교법인 고운학원 

저14차 이사회 펴|회를 선언하다 

2021 년 6월 28일 

위 샤실을 확인힘 

으| 장 01 천 꼈(xft~ 

01 사 초| 시 원 썩찌W 

01 시 저」-- 영 체 1~? 

01 사 초| 0 ιk‘ 싹 」-- ,-

01 사 rn 상 외‘-- .[장~ 

〈간 서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