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고운학원 

2021 (학)년도 6차 이사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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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 시 : 2021 년 8월 25일(수) 18:30 ∼ 19:30 <호|의소집통보일 2021 년 8월 17일(회) ] 

2. 장 소 ; 올림피아센터 빌딩 5층 (역심동) 

3. 임원 출-결 사항 

。침석임원 

- 이 시(5인) ; 이찬영, 초|서원, 전영채, 여상원, 초|은수 

- 감 사(O인) ; 

。 걸석임원 

- 이 사(O인) ; 

- 감 사(2인) ; 황용현, 원용성 

4. 안 건 

l) 수원과학대학교 교원 신규임용(안) 

2) 수원대학교 중앙도서관 도써 펴l기(안) 

3) 수원대학교 교원 징계의걸 요구(인) 

4) 수원대학교 총장 징계처분(인) 

5)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채권 만기에 따른 처분 및 취득 심으|(안) 

〈간 서 명〉 



5. 회의내용 

의장 이찬영 ; 학교법인 고운학원 정관 제32조(이샤호|의 개호| 및 의결정족수)에 따라 재적이시 5명 중 5 

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1) 수원과학대학교 교원 신규임용(안) 

의징 이찬영 ; 천번째 인건으로 수원과학대학교 교원 신규임용(안)을 상정하고 간사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간 사 • 학교법인 고운학원 정관 제43조(임용)에 따라 2021 년 9월 1 일자 수원과학대학교 교원 신규 

임용 대상자가 제정되었다고 말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자료를 침조힐 것을 알리다 

CJ 별침 ; 수원과학대학교 교원 신규임용 명단 

전 체 이 사 ; 배부자료를 검토 심의하다. 

이시 여상원 • 원인 통과를 제의하다. 

전 처| 이 Af: 전원 찬성을 표하다 (찬성 5인, 반대 0인) 

의장 이찬영 ; 침석이시 만장일치 찬성으로 수원과학대학교 교원 신규임용(안)이 통과되었음을 일리고, 벌 

침에 대하여는 비공개하기로 의결하고 다음 안건을 진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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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원대학교 중앙도서관 도서 펴|기(안) 

의장 이찬영 ; 다음 안건으로 수원대학교 중앙도서관 도서 폐기(인)을 상정히고 간사에게 설명을 요청하 

다 

간 사 ; 수원대학교 중앙도서관 도서 펴|기는 한정된 소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장시의 최신 

성 유지하고, 노후 자료의 증가로 죄신 자료가 눈에 띄지 않게 되므로 이용자의 탐색시간 

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신간 서적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어 이용자 

가 도시관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으며, 효율적인 장서 관리와 이용을 위해 장서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유용한 자료를 보존하기 위힘이라 설명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자료를 침조힐 

것을 알리다. 

이샤 전영채 ; 원안 통과를 제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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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이찬영 ; 침석이시 만장일치 찬성으로 수원대학교 중앙도서관 도시 펴|기(안)이 가걸되었음을 알리고, 

다음 안건을 진행하다. 

<=>' 수원대학교 중앙도시관 도서 펴1기 내역 

--「l~ 권수(권) 금액(원) 비고 

국내단행본 7.744 71 .081.340 

서앙단행본 10.249 113.470.30(]

침고도서 409 934.500 

합계 18.402 l 85.48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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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원대학교 교원 징계의결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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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사 : 2021 년 5월 3일자 교육부 종합감시 결과 수원대학교 교원에 대하여 중징계 조치 통보를 

받은 사안이라고 설명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징계의걸 요구서를 참조할 것을 알리다 

CJ' 별침 : 수원대학교 교원 징계의걸 요구서 

전 체 이 시 ; 배부자료를 검토 심의하다. 

이시 여상원 : 원안 통과를 제의하다. 

전 체 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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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점에 대하여는 비공개하 

기로 의걸하고 다음 안건을 진행하다. 

〈간 서 명〉 % (~/J--Yl 



3) 수원대학교 교원 징계의결 요구(안) 

의장 이찬영 ; 동일 안건으로 수원대학교 교원 징계의결 요구(안)을 상정하고 간시대|게 설명을 요청하다 

간 사 : 2020년 6차 이사회에서 연구비 부담집행으로 징계의걸 요구한 내용에 추가하여 2021.07.14. 

교육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용도외 사용 관련 제재처분 확정 통지된 근거에 따라 

추가적인 징계시유를 더하여 수원대학교 교원에 대해 징계의걸을 요구하는 사안이라 설명 

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징계의걸 요구서를 침조힐 것을 알리다. 

CY 벌침 : 수원대학교 교원 징계의걸 요구서 

전 처| 이 사 • 배부자료를 김토 심의하다. 

이사 죄은수 ; 원안 통과를 제의하다. 

전 처| 이 사 ; 전원 찬성을 표하다 (찬성 5인, 반대 0인) 

의장 이찬영 ; 참석이사 만장일치 찬성으로 수원대학교 교원에 대하여 해당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 

구하는 것으로 통과되었음을 알리며, 별침에 대하여는 비공개하기로 의결하고 다음 안건을 

진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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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원대학교 총장 징계처분(안) 

의장 이찬영 ; 다음 안건으로 수원대학교 총장 징계처분(안)을 상정하고 간샤대|게 설명을 요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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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 받은 M안으로 6월 28일 이사회에서 법인교원징계위원회에 교육부 조치 통보대로 경 

징계 사안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동 위원회에서 징계의결서(경징계[견책])를 법인대| 

게 보내어 일렸으며 그 의결 내용을 교육부에 통보하였고, 교육부로부터 재심의를 요구받 

은 경우를 저l외하고는 그 의걸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m 한다고 설명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징계의걸서를 침조할 것을 알리다 

CJ' 별침 : 수원대학교 총징 징계의걸서 

전 체 이 시 ; 배부자료를 검토 심의하다. 

이사 최은수 ; 원안 통과를 제의하다. 

전 체 이 사 ; 전원 찬성을 표하다. (찬성 5인, 반대 0인) 

의장 이찬영 ; 침석이시 만장일치 찬성으로 수원대학교 빅칠수 총장에 대하여 징계의걸서(경징계[견잭])에 

교육부 조치 통보대로 징계의걸이 통과되었음을 알리며, 벌침에 대하여는 비공개하기로 의 

결하고 다음 안건을 진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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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 수의용 기본재산 채권 만기에 따른 처분 및 취득 심의(안) 

의장 이찬영 다음 안건으로 법인 수의용 기본재산 채권 만기에 따른 처분 및 춰득 심으|(안)을 상정하고 

간사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간 사 ; 사립학교법 제16조저ll 항저ll 호에 의거하여 학교법인 재산 취득-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사회 심의사항으로 현재 법인에시 보유 중인 수익용 기본재신 채권의 만기( 202 l.8.3 l )에 따 

라 원금은 새로운 채권으로 취득하고, 이자는 법인의 운영비로 사용될 예정이라 말하다.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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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량, 금리가 변동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침조할 것을 알리다-

C> 벌침 ; 만기 채권 모의투자 내역서 및 취득 채권 모의투자 내역서 

전 체 이 시 ; 배부자료를 검토 심의하다. 

이사 전영채 ; 원인 통과를 제의하다. 

전 처| 이 사 ; 전원 찬성을 표하다 (찬성 5인, 반대 0인) 

의장 이찬영 : 침석이샤 만장일치 찬성으로 만기 채권에 대하여 관힐청대| 조속히 허가를 받아 처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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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채권 만기에 따른 처분 및 취득 심의(안)이 통과되었음을 알리고, 벌점에 대하여는 비 

공개하기로 의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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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찬영 ; 이상으로 이사회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겠다고 말하고, 여상원, 전영채, 초|은수 이사를 호 

선하여 회의록에 간서명 힐 것을 전처1이사에게 동의받고, 2021 년도 학교법인 고운학원 제 

6차 이사회 펴|회를 선언하다 

2021 년 8월 25일 

위 사실을 확인힘 

으| 장 01 찬 영j |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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