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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3일(목) 07:00 ∼ 07:30

[ 회의소집통보일

01 사

8 인
5 인
5 인

감사
인

2
2

인

0 인

2022년 2월 23일(화) ]

올림피아센터 빌딩 5층 (역삼동)

3. 임원 출·결 사항
。 침석임원

- 이 사(5인) • 이찬영, 초|서원, 전영채 , 여상원, 초|은수
-

감 시(O인)

;

。 걸석임원

-

이 시(O인)

- 감 사(2 인)

4. 안

;
황용현 , 원용성

건

l) 수원대학교 교원 신규임용(인)
2) 수원과학대학교 교원 신규임용(인)
3) 수원대학교 교원 및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인)
4) 수원과학대학교 교원 및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안)
5) 수원과학대학교 대학빌전계획 SSC VIV A 2025( 안)
6) 수원대학교 총장 선임(안)
기 수원과학대학교 총장 선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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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의내용

의장 이찬영 ; 학교법인 고운학원 정관 제32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에 따라 재적이시 5명 중 5
명이 잠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호|를 선언하다.

l) 수원대학교 교원 신규임용(안)

의장 이찬영 ; 첫 번째 안건으로 수원대학교 교원 신규임용(안)을 상정하고 간사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간

사 ; 학교법인 고운학원 정관 제43조(임용)메 따라 202 2년 3월 l 일자와 2022 년 3월 7일자 수원

대학교 교원 신규임용 대상자가 제청되었다고 말하고, 3월 l 일자 임용자는 교원 소청심사
위원회 소청심사 걸정 춰지에 따라 재임용 절차 진행 후 임용된 교원 및 외국인 특별임용
교원으로 임용하며, 신규임용자는 3월 7일자로 임용활 것을 설명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
자료를 침조할 것을 알리다.

l -::7"

멀침

; 수원대학교 교원 신규임용 명단

전 체 이 사 ; 배부자료를 검토 심의하다

이사 전영채 • 원인 통과를 저|의하다.
전 처| 이 시 ; 전원 찬성을 표하다. (친성 5인, 반대 0인)

의장 이찬영 ; 참석이사 만장일치 찬성으로 수원대학교 교원 신규임용(안)이 통과되었음을 알리고, 별침에
대하여는 비공개하기로 의결하고 다음 안건을 진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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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원과학대학교 교원 신규임용(안)

의장 이찬영 ; 다음 안건으로 수원과학대학교 교원 신규임용(안)을 상정하고 간샤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간

시

‘ 학교법인

고운학원 정관 저/43조(임용)에 따라 2022년 3월 7일자와 2022년 3월 14일자로

수원과학대학교 교원 신규임용 대상자가 제청되었다고 말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자료를
침조할 것을 알리다.

CT

별침

수원과학대학교 교원 신규임용 명단

전 처| 최은수 ; 원안 통과를 제의하다.

전 체 이 사 ; 전원 찬성을 표하다‘ (찬성 5인, 반대 0인)

의장 이찬영 ; 참석이사 만장일치 찬성으로 수원과학대학교 교원 신규임용(안)이 통과되었음을 알리고, 벌
침에 대하여는 비공개하기로 의걸하고 다음 안건을 진행하다.

〈간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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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원대학교 교원 및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의장 이찬영 ; 다음 인건으로 수원대학교 교원 및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상정하고 간시에
게 설명을 요청하다

간

사 ; 학교법인 고운학원 정관 저 159조(교원 징계위원회의 조직) 및 제88조(징계 및 재심청구)에

따라 수원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일반직원징계위원회 위왼을 선임하는 안건이라고
설명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자료를 침조힐 것을 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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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침

; 수원대학교 교원 및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

이사 여상원

원인 통과를 제의하다.

전 체 이 시

; 전원 찬성을 표하다 (찬성 5인, 반대 0인)

의장 이찬영 ; 참석이사 만장일치 찬성으로 수원대학교 교원 및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이 가

걸되었음을 알리고, 벌침에 대하여는 비공개하기로 의걸하고 다음 안건을 진행하다

〈간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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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원과학대학교 교원 및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의장 이찬영 • 다음 안건으로 수원과학대학교 교원 및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상정하고 간
사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간

사 ; 학교법인 고운학원 정관 제59조(교원 징계위원회의 조직) 및 저188조(징계 및 재심청구)에
따라 수원과학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일반직원징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안건이라
고 설명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자료를 침조힐 것을 알리다

CT

별침 ; 수원과학대학교 교윈 및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

전 처l 이 사 • 배부자료를 검토 심의하다.
이시 최은수 ; 원안 통과를 제의하다.

전 처| 이 시 ; 전원 찬성을 표히다. (찬성 5인, 반대 0인)

의장 이찬영 • 침석이사 만장일치 찬성으로 수윈과학대학교 교원 및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이
통과되었음을 알리고, 벌점에 대하여는 비공개하기로 의걸하고 다음 인건을 진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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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원과학대학교 대학발전계획 SSC VIVA 2025(안)

의장 이찬영 ; 다음 안건으로 수원과학대학교 대학발전계획 SSC VIV A 2025( 안)을 상정하고 간사에게 설
명을 요청하디.

긴

시 ; 수원과학대학교는 기존에 추진해왔던 대학빌전계획 2021 + 2.0[]| 2022년 2월로 종료됨에 따
라 2022 년부터 2025 년까지 4개년간 츠진할 신규 대학발전계획

SSC VIVA 2025를 수립하

고,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앙성대학’이라는 대학 비전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의 비전딜성

추진 로드댐에 따라 ‘창의융합형 인재앙성 성과장출’이라는 발전목표를 세우고, 교육, 산학
협력, 학생지원, 지역사회기여, 대학경영으| 5대 부문에 걸쳐, 15 대 추진목표, 20대 발전전략,

60개 추진과제, 169개 세부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한다. 60개 추진과제별로 달성목표, 성과지

표, 추진 4개연도 세부실행계획을 세워 추진하며, 급변하는 교육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빌전계획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위해 매년 환류처|계를 통해 빌전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개
선과 조정을 시헝할 예정이라 설명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자료를 침고할 것을 일리다.

,__,, 별침

’ 수원과학대학교

대학빌전

SSC VIVA 2025 계획표

전 처| 이 시 ; 배부자료를 김토 심의하다.
이시 전영채 ; 원안 통과를 제의히다
전 체 이 사 ; 전원 찬성을 표하다. (찬성 5인 , 반대 0인)

의장 이찬영 ; 침석이시 만장일치 찬성으로 수원과학대학교 대학발전계획 SSC VIV A 2025(안)이 통과되었
음을 알리며, 다음 안건을 진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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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침 • 수원과학대학교 대학빌전 SSC VIVA 2025 계획표

수원과학때학교 대학발전계획

SSC VIVA 2025

디 대학발전계획 SSC VIV A 2025 개요

0 수립배경; 대학발전계획 2021+ 2.0의 일몰에 따른 신규 발전계획 필요
0 추진기간; 2022 년 ∼ 2025 년까지 총 4년
0 SSC VIVA 2025의 의 미

I톨

Variety of activities on campus

‘활기찬캡 퍼스‘와

Industry-led innovative education

‘산업체 주도 혁신 교육’ 구축으로

Valuable students and teachers

‘학생과교직원’

All together

모두 함께 이 난관을 극복하자.

r그

01

디 대학발전계획 SSC VIVA 2025 체계

대학비전

SSC VIVA 2025 체겨|

-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s~c

양성대학

yIVA

.。.톨

비전달성 3대 발전방향

- 지속가능한 성장구조의 대학

- 자기주도적 학생역량 계발
- 산학관협 력 수요맞춤형 교육

비전달성 추진 로드랩
- (1 기 2017-2021) 혁신적
창의융합 교육기반 조성

- (2기 2022-2025)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성과창출

-육
-웹-재-쐐-짧
-교핸-뺑-뼈-빼

창의융할형 인재앙성 성과칭출
융합과 혁신율 용한 미해형 직업교육 생태계 조성

l

-

-

상생과 협력올 룡왜 지역사획에 공헌하는 산학협력
성공 대학생활올 위한 소흉과 공감의 학생지원 서비스
평생 배움으로 지역사회에 봉사용}는 대학
혁신과 성장의 가치활 창훌하는 대학 경영
---“·、-‘·‘--

15 대추진목표

20 대일전전략
60개추진과제

- (3 기 2026-2030) 인재양성
일류대학 실현

〈간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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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대학발전계획

SSC VIVA 2025 내용

0 5대 부문 60개 추진과제 수립
부문

추진과제명

부문

추진과제명

01 혁신적인 융복합형 교양교육 강화

31 구성원 인권 존중 마인드-업

02 4차 산업 기 반 융복합형 전공교육 강화

32 학생 인권교육의 전문화 및 내실화

03 미래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 학생 33 장애학생 맞춤서비스 강화

04 SSC MVP 역 량인중제 운영 고도화

교육

지원 34 도서 정보서비스 고도화

05 자기주도 학습역량 지원 강화

35 홈페이지 고도화 및 고품질 네트워크 구축

06 기초학습능력 지원 고도화

36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

07 맞춤형 교수역 량 강화

37 지역사회를 위한 평생교육 다양화

08 수요자 중심 교수학습지원체계 내실화

38 지역사회 돌봄 전문인력 양성

09 원격교육환경 구축 및 콘텐츠 지원

39 인생다모작 중장년충 대상 평생교육 운영

10

데이터 기반 교육품질 관리 강화

40 평생교육 체계 및 인프라 개선

11 수요자 맞춤형 학사제도 개선

12 데이터 기반 교육품질 관리 강화
13 엄정한 수업관리를 통한 수업의 질 제고

14 밀착형 학생관리를 통한 둥록유지율 제고

지역
사회
기여

협력

학생

지원

42 산업체 위탁교육 확대 운영
43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확대 운영
44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의 재능기부 확산

15 가족회사 산학협력 시스탱 고도화

산학

41 성인 친화적 학습체계 구축

45 지자체 지원 지역사회 봉사사업 운영

16 교직원 산학협력 역량강화

46 교내 구성 원 봉사활동 확대

17 사회 맞춤형 산학협 력 교육 확대

47 구성원 의견기반 입시정책 운영

18 산업체 이해도 및 산학협력 만족도 제고

48 신입생 충원률 제고를 위한 지역사회 홍보 강화

19 주변 산업체 맞춤 산학공동연구 프로젝트 발굴

49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 기반 구축

20 지역사회 산학협력사업 확대

50 데이터 기반 성과분석 및 환류체계 구축

21 단계별 취업 CAREER PATH 설계 지원

51 교육목표 달성과 교육 품질 개선

22 직무별 취업지원 효로그램 운영

52 글로벌 인재 양성올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랩 운영

23 맞춤형 취업지원체계 구축

53 대학 조직 관리 강화

24 창업 마인드 제고를 위한 창업교육 강화

대학

25 실전 창업을 위한 창업지원 강화

경영 55 장기적 대학발전올 위한 재정 건전성 확립

54 행정 역량 강화 및 효율화

26 밀착형 학생관리체계 내실화

56 교직원 인사관리 체제 혁신

27 학생 중심 복지서비스 강화

57 교원의 연구 및 역량 향상 지원

28 맞춤형 진로·심리상담 서비스 강화

58 자율 소통 문화 정착

29 위기 학생 관리를 위한 상담 강화

59 쾌적한 캠퍼스 구축

30 인성 및 리더십 역량 강화

60 캠퍼스 편의시설 확충

0 추진과제별 달성목표와 성과지표 및 추진 4개연도 세부 실행계획 수립

0 발전계획의 종합성과 평가를 위한 10대 정량 성과지표 및 10대 정성 성과지표 수립
0 대학의 특성화 계획에 따라 학사구조 및 학사제도 개편계획 수립
0 발전계획 추진 예산확보를 위한 중장기 재정운영계획 수립

0 매년 환류 체계를 통한 발전계획의 개선 및 조정 시행

〈칸

서

명〉

|

%

6) 수원대학교 총장 선임(안)

의장 이찬영

다음 인건으로 수원대학교 총장 선임(안)을 상정하디 후보자인 박칠수 총장은 현재 수원대
학교 총장이며, 2022년 2월 28일자로 임기가 만료되어 선임히는 안건이라고 밀하고 이M
들에게 심의를 요청하다.

전 처| 이 사 ; 배부자료를 검토 심의하다.

이사 죄은수 ; 박칠수 총징이 재임기간 동안 학교 빌전을 위하여 공헌한 점을 감안히여 2022년 3월 3일
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수원대학교 총장으로 선임힐 것을 제의하다.

이사 여상원 ; 빅칠수 총장을 수원대학교 총장으로 선임할 것을 재칭하다
전 체 이 사 ; 전원 찬성을 표하다. (찬성 5인, 반대 0인)

의장 이찬영 ; 침석이사 만장일치 찬성으로 수원대학교 박칠수 총장이 선임되었음을 알리고 임기는 2022
년 3월 3일부터 2023 년 2월 28 일까지라고 말하다.

- 수원대학교 총장 선임 현황
」‘깊느
_J_-,

직위

성명

생년월일

수원대학교

총징

빅칠수

1955. 2. 10.

〈간

서

명〉

1v1#1
I
」

때

비고

임기

2022. 3. 3.

∼

2023. 2. 28.

선임

b1 짧~l

7) 수원과학대학교 총장 선임(안)

의징 이찬영

다음 안건으로 수원과학대학교 총장 선임(안)을 상정히다 후보자인 정원섭 총징은 현재 수
원과학대학교 총장이며 , 2022년 2월 28일자로 임기가 만료되어 선임하는 안건이라고 밀히
고 이시들어|게 심의를 요청하다.

전 처| 이 사 ; 배부자료를 검토 심의하디.

이사 전영채 ; 정원섭 총장이 재임기간동안 학교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점을 감안하여 2022년 3월 3일부
터 2023 년 2월 28 일까지 수원과학대학교 총장으로 선임할 것을 제의하다.

이시 여상원

정원섭 총장을 수원과학대학교 총장으로 선임힐 것을 재정하다.

전 처l 이 사 ; 전원 찬성을 표하다. (찬성 5인, 반대 0인)

의장 이찬영

침석이사 만장일치 찬성으로 수원대학교 정원섭 총장이 선임되었음을 알리고 임기는 2022
년 3월 3일부터 2023 년 2월 28 일까지라고 말하다.

- 수원과학대학교 총장 선임 현황 」‘깅느
_J_-,

직위

성명

생년월일

수원과학대학교

총장

정원섭

1955. l o. 8.

〈간

서

명〉

|

I 2022. 3. 3.

임기
∼

2023. 2. 28.

비고

선임

의징 이찬영 ; 이상으로 이사회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겠다고 밀히고, 여상원, 전영채, 죄은수 이사를 호

선하여 회의록에 간서명 할 것을 전체이사에게 동의받고, 2022년도 학교법인 고운학원 제
2차 이사회 펴|호|를 선언하다.

2022 년

위 시실을 확인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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