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고운학원 

2022(학)년도 4차 이사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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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일 Al : 2022년 6월 27일(월) 18:00 ∼ 19:00 [ 회의소집통보일 : 2022년 6월 17일(금) ] 

2. 장 소 : 진수사 (역삼동) 

3. 임원 출-결 사항 

。 침석임원 

- 이 사(5인) ; 정진호, 강인수, 변윤석, 임수, 최원준 

- 감 사(2인) ; 장상용, 임진옥 

。 걸석임원 

- 이 사(O인) ’ 
- 감 사(O인) • 

4. 안 건 

l) 수원과학대학교 교원 재임용(안) 

2) 수원과학대학교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안) 

3) 수원과학대학교 2023학년도 모집단위벌 입학정원 조정등에 관한 학칙 변경(안) 

4) 수원대학교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위원변경(안) 

5) 수원대학교 일반직원 면직(안) 

6) 수원대학교 일반직원 징계의결 요구(안) 

7) 법인 임원 선임(안) 

〈간 서 명〉 | %까κι/ |ι랬C 냉꺼t?fv{_ 



5. 회의내용 

간 사 : 현재 법인 이시장의 공석으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이시 변윤석 ; 정진호 이시가 임시의장이 되어줄 것을 동의하다. 

이사 최원준 ; 변윤석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이시임 수 : 재칭하다 

이시 강인수 ; 재칭하다. 

이샤 정진호 ; 임시의장을 수락하다. 

간 i\f : 침석이시 만장일치 찬성으로 정진호 이시가 임시의장으로 지명되었다고 알리고 회의 진행 

을 정진호 이사어|게 넘기다. 

임시의장 정진호 : 학교법인 고운학원 정관 저132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에 따라 재적이사 5명 

중 5명이 침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l) 수원과학대학교 교원 재임용(안) 

임시의장 정진호 : 천번째 인건으로 수원과학대학교 교원 재임용(안)을 상정하고 간사에게 설명을 요청하 

다. 

간 사 ; 학교법인 고운학원 정관 저143조(임용)에 따라 2022년 9월 1 일자 수원과학대학교 교원 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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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줌 별첨 ; 수원과학대학교 교원 재임용 명단 

전 체 이 사 : 배부자료를 검토 심의하다. 

이샤 최원준 ; 원인 통과를 제의하다 

전 체 이 시 ; 전원 찬성을 표하다. (찬성 5인, 반대 0인) 

임시의장 정진호 ; 침석이사 만장일치 찬성으로 수원과학대학교 교원 재임용(안)이 통과되었음을 알리고, 

별청에 대하여는 비공개하기로 의걸하고 다음 안건을 진행하다. 

간 서 명〉 1 ~ι~ν | 뺑f짧 



2) 수원과학대학교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안) 

임시의장 정진호 ; 다음 인건으로 수원과학대학교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안)을 상정하고 긴사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간 사 ; 수원과학대학교 교육용 기본재산01지만 미활용 유후부지로 교육용으로 활용이 불가하고, 재 

산세를 납부하고 있어 매각할 계획이라 설명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자료를 참조힐 것을 

알리다. 

a ’ 별첨 ; 수원과학대학교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계획서 

이M 임 수 ; 원안 통과를 제의하다. 

전 체 이 시 : 전원 찬성을 표히다. (찬성 5인, 반대 0인) 

임시의장 정진호 ; 침석이사 만장일치 찬성으로 수원과학대학교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안)이 통과되었음을 

알리고, 다음 안건으로 진행하다. 

〈간 서 명〉 1 ~j/zv 161흉‘ I KYL쫓/. 



er 별침 ; 수원과학대학교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계획서 

수원과학대학교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1. 용도변경 및 처분할 재산의 표시 

구분 주소지 지번 지목 면적(m') 감정평가액(원) 비고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패랑리 60-1 임야 31,073 2,846,175,50(]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패랑리 60-48 임야 96,532 6,550,042,000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패랑리 60-49 임야 1,983 158,640,000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패랑리 60-50 임야 1,983 158,640,000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패랑리 60-51 임야 1,983 158,640,000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패랑리 60-52 임야 1,985 158,800,000 

토지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패랑리 60-55 임야 33,058 4,016,54 7,000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패랑리 60-56 엄야 29,752 3,421,692,00(]

경기도 화성시 정남변 보통리 산9-15 임야 55,537 3,526,599,500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12-25 임야 2,864 3,035,840,000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패랑리 616-7 임야 198 34,452,000 

경기도 화성시 정남연 패랑리 616-8 임야 278 48,372,000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패랑리 562-22 임야 420 70,980,000 

합 계 257,646 24, 185,420,000 

2. 처분예정 금액 

- 감정평가액 ￦24,185,420,000원 이상 

3. 용도변경 및 처분사유 

- 상기 토지는 수원과학대학교 교육용 기본재산이나 미활용 부지로 교육부 회계감사 처분에 

따른 토지 활용이 불가하고,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어 매각하고자 함 

4. 처분금의 용도 

- 수원과학대학교 교비회계로 편입하여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할 계획 

5. 재산보유 현황(기준일자 : 2022. 4. 1 정보공시 예정 기준 ) 

교육용 기본재산 
구분 교 지 (m’) 

입학생 기준 보유 확보f%) 

현 126,122 222,458 176.4 

처분후 126,122 126,590 10(] .37

※ 교지 보유 95,868m' 감소 

〈간 서 명〉 씨6).Vlv |짧깐느 I~옳IS 



3) 수원과학대학교 2023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조정 등에 관한 학칙 변경(안) 

임시의장 정진호 ; 다음 안건으로 수원과학대학교 2023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조정 등에 관한 학칙 

변경(안)을 상정하고 간샤에게 설명을 요청히다. 

간 사 ; 수원과학대학교 2023학년도 입학정원을 학교 상황에 맞춰 조정하는 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자료를 침조할 것을 알리다. 

ζT 별침 : 수원과학대학교 입학정원 학칙 신 ·구 대비표 및 2023학년도, 2022학년도 입학정원 

전 체 이 사 : 배부자료를 검토 심의하다. 

이사 강인수 : 원안 통과를 저|의하다. 

전 체 이 시 ; 전원 찬성을 표하다. (찬성 5인, 반대 0인) 

임시의장 정진호 ; 참석이사 만장일치 찬성으로 수원과학대학교 2023학년도 모집단위벌 입학정원 조정 등 

에 관한 학칙 변경(안)이 통과되었음을 알리고, 다음 안건을 진행하다. 

간 서 명〉 1 ~넘%/ I f견~염 



며- 별첨 ; 수원과학대학교 입학정원 학칙 신 ·구 대비표 및 2023학년도, 2022학년도 입학정원 

학척 신·구조문 대벼표 

변청 전(2022. 31 I 변령 후(2022. 61 

저1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본 대학에 두는 학 |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본 대학에 두는 학 

과/계열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 과/계열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 

[별표 1] 별지로 첨부 | [별표 1] 2023학년도 입학정원 추가 

~ ::l:I 

(시 행 일) 이 학칙은 2022년 6월 30부터 시행한 

다. 

간 서 명〉 | M많κ/ | 용觀〉 | 변즉~~ 



I멀표 1 ) 

2023악년도 입학정원 
,.ι- gj 

학과/계열 
입학정원 수업 

학과/계열 
입학정원 

연한 주간 야간 겨| 연한 주간 야간 겨| 

4년저| 간호학과 118 118 소방행정학과 40 40 
지위생과 83 83 

3년제 
연기영상과 70 70 

잉상영리과 50 50 스포츠건강지도과 80 80 
보건의료행정학과 60 60 자동차과 60 60 
사회복지학과 60 60 전기과 80 80 
아동보육상담과 30 30 반도체시스텀과 60 60 
건축학과 60 60 경영학과 30 30 

실내건축디자인학과 85 85 토목과 30 30 
산업디자인학괴 35 35 항공관광과 240 240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30 30 호덜관광확과 60 60 

그래픽디자인전공 

멀티미디어디자인확과 
30 30 호텔조리과 60 60 

3년제 영상디자인전공 2년제 

기계공확과 40 40 저|과저|빵과 60 60 
소망안전설비공학과 50 50 뷰티코디네이션과 

40 40 
게임공학과 40 40 

헤어전공 

뷰티코디네이션과 
40 40 

컬퓨터정보과 40 40 메이크업네일전공 

Al 소프트웨어과 30 30 
뷰티코디네이션과 

30 30 
m부화장풍전공 

세무회계학과 
실버사회복지과 25 25 

35 35 
외식조리창업과 24 24 

행저o~「|고 o-며r월‘-괴 30 30 
경찰업무행정확과 70 70 합계 2,005 2,005 

2022학년도 입학정원 

-」T‘-。.d
학과/계열 

입학정윈 수업 
학과/계열 

입학징윈 

연한 주간 야간 겨| 연한 주간 야간 겨| 

4년제 간호학과 107 107 세무회계혁과 35 35 
치위생과 83 83 행정직공무원과 30 30 
임상영리과 50 50 토목직공무원과 30 30 

보건의료행정학과 60 60 
3년제 

경찰업무행정학과 60 60 
사회복지학과 60 60 소방행정학과 40 40 
보육심리상담과 30 30 연기영상과 70 70 

건축과 60 60 스포츠건강지도과 80 80 
실내건축디자인학과 85 85 자동차과 60 60 
산업디자인학과 35 35 전기과 80 80 

멀티미디어디자민학과 항공관광과 240 240 
그래픽디자인전공 

30 30 
호델판광확과 60 60 

멀티미디어디자민학과 
30 

영상디자민전공 3년제 
30 호텔조리과 60 60 

기계공학과 40 40 저|과저|빵과 60 60 
소망안전설비공학과 40 40 2년저| 글로멀한식조리과 35 35 
전자정보통신공학과 

30 30 뷰티코디네이션과 40 40 
전자전공 헤어전공 

전자정보통신공학과 
30 30 뷰티코디네이션과 40 40 

정보통신전공 메이크업네일전공 

킴퓨터정보과 40 40 뷰티코디네이션과 30 30 
m부미용전공 

컴퓨터게임과 40 40 
실버사회복지과 25 25 

Al 소프트워|어과 30 30 
외식조리창업과 20 20 

경영획과 30 30 합계 2 005 2 005 

〈간 서 명〉 WAWI 짧~니) | /?@/ν? 



4) 수원대학교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위원변경(안) 

임시의장 정진호 ; 다음 안건으로 수원대학교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위원 변경(안)을 상정하고 간사에게 설 

명을 요청하다. 

간 사 ; 학교법인 고운학원 정관 저188조에 따라 수원대학교 직원 징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안건 

이라고 설명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자료를 침조할 것을 알리다. 

[ r 별침 : 수원대학교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 

전 체 이 사 : 배부자료를 검토 심의하다. 

이시 최원준 ; 통과를 제의하다. 

전 체 이 사 ; 전원 찬성을 표하다. (찬성 5인, 반대 0인) 

임시의장 정진호 : 참석이사 만장일치 찬성으로 수원대학교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위원 변경(안)이 통과되 

었음을 알리고, 별첨에 대하여는 비공개하기로 의결하고, 다음 안건을 진행하다. 

간 서 명〉 [ %짧&/ |ι騙그- 1 ~~fff 



5) 수원대학교 일반직원 면직(안) 

임시의장 정진호 ; 다음 인건으로 수원대학교 일반직원 면직(안)을 상정하고 간사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간 사 : 수원대학교 일반직원 인사위원회에서 일반직원 면직에 대하여 제청받은 사안이라 설명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침조할 것을 알리다. 

=- 별첨 ; 수원대학교 일반직원 면직 사유시 

전 체 이 샤 ‘ 배부자료를 검토 심의하다. 
이사 변윤석 ; 원인 통과를 저|의하다. 

전 체 이 i\f : 전원 찬성을 표하다. (찬성 5인, 반대 0인) 

임시의장 정진호 ; 침석이시 만장일치 찬성으로 수원대학교 일반직원 면직에 대하여 해당 일반직원 인사 

위원회에 조치 결과대로 통과되었음을 알리며, 별첨에 대하여는 비공개하기로 의결하 

고 다음 인건을 진행하다. 

간 서 명〉 | 때따tν 륨쳤ιp I J<fi 6tf1 



6) 수원대학교 일반직원 징계의결 요구(안) 

임시의장 정진호 : 다음 안건으로 수원대학교 일반직원 징계의결 요구(안)을 상정하고 간시대|게 설명을 요 

청하다. 

간 사 ; 수원대학교 법무감사실 자체 감시 결과에 따리 수원대학교 일반직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시안이라고 설명하고, 자서|한 내용은 배부된 징계의걸 요구서를 잠조할 것을 알 

己|다. 

며S 벌침 수원대학교 일반직원 징계의걸 요구서 

전 체 이 사 : 배부자료를 검토 심의하다. 

이사 강인수 ; 원안 통과를 제의하다. 

전 체 이 사 전원 찬성을 표하다. (찬성 5인, 반대 0인) 

의장 이찬영 ; 침석이사 만장일치 찬성으로 수원대학교 일반직원에 대하여 해당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통과되었음을 알리며, 별첨에 대하여는 비공개하기로 의걸하고 다음 안건 

을진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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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인 임원 선임(안) 

임시의장 정진호 : 다음 안건으로 법인 이사 선임(안)을 상정하겠다고 이사들에게 알리며 간사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간 시 : 2022년 4월 25일 2022년 3차 이사회에서 신임이사 5인과 신임감사 2인을 선임하여 교육부 

에 임원춰임 승인 신청하였으며 2022년 5월 25일자로 임원춰임 승인 통보를 받아, 사립학 

교법 제24조 및 교육부 걸원 임원 선임 촉구 따라 걸원 임원 선임하는 안으로 선임대상자 

는 임기가 만료된 고운학원 이시로서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이찬영 교수와 가톨릭대학교 의 

과대학 여상원 교수를 새로 선임하며, 현재 두분 모두 퇴직하셨지만 오랜기간 교직생활을 

하셨기에 교육 경험이 풍부하며, 법인을 위해 이바지 해주실수 있을거라 설명하고, 각 이사 

들에게 세부내역은 배부된 자료를 침조하여 심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전 체 이 사 : 이찬영 교수와 여상원 교수의 이력사항을 검토하다. 

임시의장 정진호 ; 추가로 추천자가 있는지 묻다. 

전 체 이 사 ; 더 이상 추천자가 없음을 알리다 

임시의장 정진호 • 이찬영 교수와 여상원 교수가 최종 추천되었다고 알리고, 법인 임원 선임(안)을 심의하 

여 줄 것을 요청하다. 

이사 최원준 ; 이찬영 교수와 여상원 교수의 이력을 살펴본 바, 본 법인의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경영 대 

학의 발전에 이바지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하고, 01사로 선임할 것을 제의하다. 

이시 임 수 ; 재칭하다. 

전 체 이 사 : 전원 찬성을 표하다. (찬성 5인, 반대 0인) 

임시의장 정진호 ; 걸원 이사 l 명도 조속히 선임할 것을 말하며, 이찬영 이사 후임으로 이찬영 교수로, 초| 

은수 이사 후임으로 여상원 교수가 이샤로 선임되었음을 알리고, 임기는 교육부 승인 

일로부터 4년이라 말하다. 

er 이시 선임 현황 

」....L、- ~ 직위 성 명 생년월일 임기 비고 

학교법인 고운학원 01시 이찬영 1952.07.16 교육부 승인일로부터 4년 
신임 

(교육01시) 

학교법인 고운학원 01시 여상원 1953.02.03 교육부 승인일로부터 4년 
신임 

(교육01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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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의장 정진호 : 01상으로 이사회 인건 심의를 모두 마치겠다고 밀하고, 정진호, 최원준, 변윤석 이시를 

호선하여 회의록에 간서명 할 것을 전체이사에게 동의 받고, 2022년도 학교법인 고운 

학원 저14차 이사회 펴|회를 선언하다 

2022년 6월 27일 

위 사실을 확인힘 

임시 의장 정 진 호 %해f까/ 

01 시 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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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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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 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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