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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회기도
박동신 주교가 개회기도를 인도하다.

2. 인원점명
⊙ 출석 이사(10인) : 이경호, 박동신, 유낙준, 허종현, 김영기, 천기흥, 김영환, 이정구, 이인재, 탁무권
⊙ 불참 이사( 2인) : 이관식
⊙ 출석 감사( 1인) : 송재룡
⊙ 불참 감사( 1인) : 박효진
⊙ 배

석( 2인) : 윤지상 법인사무국장, 박용숙 교장

3. 개회선언 및 인사
이경호 이사장(직무대행)은 바쁘신 와중에도 많은 이사님들이 참석해주셔서 학교와 교단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모습에 감사 인사를 전하다. 또한, 대학평가 서류 제출을 무사히 마친 것에 대해 대학 관련자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 말씀과 함께 임원 승인 이후
처음 이사회에 참석하신 김영환 이사를 소개하며 인사말을 듣고 개회하다.

4. 전회의록 접수
이경호 이사장(직무대행)이 전 회의록[제197차 이사회(2018.01.24.)]을 윤지상 법인국장에게 낭독하게하
고, 처리여부를 묻자 원안대로 받자는 이인재 이사의 동의와 탁무권 이사의 재청으로 전원 찬성 접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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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고사항
이경호 이사장(직무대행)이 1)법인, 2)성공회대학교, 3)성베드로학교 순서대로 보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
다.

1) 법인 보고
가. 2017회계연도 결산 외부 감사 보고
윤지상 법인국장이 사립학교법 제31조 및 시행령 14조에 따라 2017회계연도 외부 회계 감사를 실시
하였음을 보고하다.
1) 기

간 : 2018. 4. 3(화) ~ 4. 6(금) [4일간]

2) 회계감사법인 : 한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3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86길 21 태화빌딩)
3) 회계감사대상 : 2017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법인, 성공회대학교(산학협력단), 성베드로학교]
나. 성공회대학교 행복(공공)기숙사 신축 공사 경과보고
윤지상 법인국장이 성공회대학교 행복(공공)기숙사 신축 공사 경과에 대해 보고하다.
1) 규모 : 지하1층, 지상10층(연면적 6,809.91㎡, 2,060평) / 사생실 170실, 수용인원 338명)
2) 도급계약체결 : 2017.2.8.~2018.7.31(풍림산업(주) 105억 9천만원)
3) 공정률 : 2018.04.06. 현재 44.79%
4) 기성금 지급 : 2018.04.06. 현재 13차(4,713,500천원, 기성률 44.51%)
5) 공사 진행 보고(별지 참조)
다. 2017회계연도 기부금 수입 및 전출 현황 보고
윤지상 법인국장이 2017회계연도 기부금 수입 및 전출 현황을 보고하다. (별지 참조)
라. 학교 무인주차 시스템 도입 보고
윤지상 법인국장이 학생의 통행권과 주차질서 확보를 위한 무인주차 시스템의 도입을 보고하다.
1) 시설명 : 무인 주차 및 주차료 결제 시스템
2) 시공사 : 아마노코리아(주)
3) 설치일 : 2018년 2월 27일(화)
4) 운영 : 대학 총무처
5) 추진 현황
- 3월 중 주차요금 및 조건, 내부 관계자들과의 협의 조정
- 1차 시범사업 : 2018년 4월 ~ 2018년 8월 (5개월, 1학기)
- 시범사업을 통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2차 시범 혹은 본 운영 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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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공회대학교 보고
이정구 총장이 성공회대학교 주요 학사 내용을 보고하다. (별지 참조)
가. 학생 대표 요청사항의 법인 이사회 보고에 관한 사항
나. 2018 대학기본역량진단 진행사항 보고
다. 2018학년도 학부 신・편입생 모집결과 (2018.03.02. 기준)
라. 2018학년도 대학원 전기모집(정시 및 수시) 등록 결과 및 후기모집 일정

3) 성베드로학교 보고
박용숙 교장이 성베드로학교 주요 업무 내용을 보고하다. (별지 참조)
가. 성베드로학교 교직원 임명
나. 성베드로학교 행사 및 공사 등
다. 2017학년도 성베드로학교 발전기금 결산 보고 (2017.03.01.~2018.02.28.)
라. 2017학년도 교목실 업무(보고)
이경호 이사장(직무대행)은 각 기관의 보고를 받고 추가 문의 사항에 대해 물으니, 송재룡 감사가 행복
기숙사 분야별 시공업체 관리를 통해 추후 하자보수에 대비해달라 요청하여, 개별 업체의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겠다고 윤지상 법인국장이 답하다. 이인재 이사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의 모집에 대해 묻자, 일반대
학원과 최고경영자 과정 등은 모집이 부진한 반면 협동조합MBA, 마을공동체전공 등은 정원을 채우는 등
사회적 트렌드에 따라 모집에 부침이 있다고 이정구 총장이 설명하다. 또한, 성베드로학교의 채플에 대한
보고를 듣고 김영기 이사가 대학의 경우에도 매일 예배가 있어도 좋은 것이니, 참여인원에 구애받지 말고
채플이 잘 운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다.
이경호 이사장(직무대행)은 추가적인 질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토의를 종결한 후 1)법인, 2)성공회대학
교, 3)성베드로학교 보고 사항에 대한 처리 여부를 묻자 김영기 이사의 동의와 탁무권 이사의 재청으로 전
원 찬성 접수하다.

6. 부의 안건
제 1호의안 : 2017회계연도 결산 감사보고[법인, 성공회대학교(산단), 성베드로학교]
제 2호의안 : 2017회계연도 결산 심의에 관한 건[법인, 성공회대학교(산단), 성베드로학교]
제 3호의안 : 성베드로학교 교원 임면(교감 재임명)에 관한 건
제 4호의안 : 정관 개정에 관한 건
제 5호의안 : 임원 선임에 관한 건 (이사장 및 이사)
제 6호의안 : 이정구 총장 사임서 제출 및 제8대 신임총장 선출의 건
제 7호의안 : 기타
제 8호의안 :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자 선임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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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의 내용
제 1호의안 : 2017회계연도 결산 감사 보고 건
송재룡 감사가 별지로 첨부된 감사보고서를 설명하고 학교법인 성공회대학교(성공회대학교), 성공회대학
교 산학협력단, 성베드로학교의 2018년 2월 28일 현재 감사결과, 2017년 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
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재무제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특례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보
고하다. 이어서 외부회계(한경회계법인)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보고하다.

제 2호의안 : 2017회계연도 결산 심의에 관한 건
윤지상 법인국장이 2017회계연도 법인·성공회대학교·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성베드로학교의 전체 예
산 총액은 38,394,862,294원이며 결산액은 38,292,001,809원으로 예산대비 102,860,485원이 미달하
였으며, 차기 이월금은 1,674,418,610원임을 보고하다. (별책 첨부)
(단위 : 원)
회계별
학교법인
일반회계
성공회대학교
학교회계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성베드로학교
학교회계
계

예산액

수입액

지출액

차기 이월금

(A)

(B)

(C)

(B-C)

568,500,000

436,251,349

증
수입(B-A)

감
지출(C-A)

420,242,544

16,008,805 -132,248,651

-147,757,456

28,295,025,023 28,038,583,621 27,914,931,632

123,651,989 -256,441,402

-380,093,391

3,662,890,271

3,863,715,854

2,474,839,132 1,388,876,722

5,868,447,000

5,953,450,985

5,807,569,891

145,881,094

비
고

200,825,583 -1,188,051,139
85,003,985

-60,877,109

38,394,862,294 38,292,001,809 36,617,583,199 1,674,418,610 -102,860,485 -1,776,779,095

이경호 이사장(직무대행)이 제 1호의안 2017회계연도 결산 감사보고와 제 2호의안 법인·성공회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성베드로학교 결산에 대한 질의 여부를 묻자, 이인재 이사가 대학의 수입 감소에
대해 질의하다. 이에 김태욱 총무처장이 대학 1주기 평가 후 정원감축에 따라 수입 감소가 발생했으며, 그
에 따라 지출에서 그동안 확보하고 있던 각종 기금을 2017년에 소진했다고 답변하다. 이에 송재룡 감사는
9년간 대학 등록금이 동결되는 등 모든 대학이 내핍의 경영을 하고 있다고 하고 학교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한다고 하자, 이에 대해 이미 대학 직원의 경우 결원을 보충하지 않고 있다고 김태욱 총무처장이 답변
하다.
이경호 이사장(직무대행)은 추가적인 질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심의를 종결하고 제 1호의안 2017회계연
도 결산 감사보고와 제 2호의안 법인·성공회대학교·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성베드로학교 결산 승인 처리
여부를 묻자 감사로부터 감사 결과를 보고 받았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이인재 이사의 동의와 김영기 이
사의 재청으로 전원 찬성하여 감사보고를 접수하고, 결산을 승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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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호의안 : 성베드로학교 교원 임면(교감 재임명)에 관한 건
윤지상 법인국장이 성베드로학교에 재직 중인 교감(이상진)의 임기 만료에 따른 연임을 제청하고, 교감
의 임기가 정관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정관 변경안(제 4호의안 나번)을 설명하니 이를
임원들이 심의하다.
김영기 이사는 교감의 임기는 기존 2년과 동일하게 연임에 찬성하나, 정관 개정은 보고 절차와 규정을
지켜야 함에 따라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다. 이에 대해 이경호 이사장(직무대행)
은 교감(이상진)의 임기는 현행처럼 2년 연임을 승인하고, 교감 임기의 정관 반영에 대해서는 차기 이사회
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 처리여부를 묻자 김영환 이사의 동의와 천기흥 이사의 재청으로
전원 찬성 가결하다.
1) 성베드로학교 교감 재임명
소속

직위

성명

교감임기

비고

성베드로학교

교감

이상진 (1963년)

2018.07.01.~2020.06.30.(2년)

재임명 (연임)

제 4호의안 : 정관 개정에 관한 건
윤지상 법인국장이 우리 정관 제116조, 제117조 (대학평의원회 기능 및 운영 관련)에 대한 개정(안)
및 개정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니 임원들이 심의하다.
가. 우리 정관 제116조, 제117조 정관 개정(안)
현

행

제116조(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 5호는 자문에
한한다.
1. 대학교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에 관한 사항
3. 대학의 헌장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
항
5. 대학의 예 ․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변

경(안)

제116조(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제4호, 제5호는 자문
에 한한다.
1. 대학교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의 헌장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
항
5. 대학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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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유
l 대학평의원회는 사립학교법(제2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제10조의 6)에 따
라 학교법인 성공회대학교 정관 제9
장에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구성, 기
능과 평의원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
으며, 평의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
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고
두고 있음
l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2.5 구성원 참
여·소통’의 내용 관련 ‘대학평의원회’
의 ‘개최 공개, 운영 공개, 결과 공
개’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반영하고
자 함.(현재 홈페이지 공개 시행 중,
제117조)

현

행

변

경(안)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
으로써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
로써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7조(운영규정) 평의원회의 운영
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
로 정한다.

제117조(운영규정) 평의원회의 개최
일정, 평의원 명단, 회의록은 공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관한 세
부 사항 등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사유
l 제116조의 문안에서 ‘제3호 내지 제
5호’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의미
이나, ‘내지’는 ‘또는’의 의미로도 통
용하므로 혼동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
를 ‘제3호, 제4호, 제5호’로 나열하여
규정 적용 범위의 혼동을 없애고자
함.

이경호 이사장(직무대행)이 제 4호의안 가. 정관 116조, 117조의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묻자, 김영기 이
사가 정관 변경에 대해서는 사전 자료 배포 및 절차와 규정을 정확히 지켜야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다.
이경호 이사장(직무대행)은 특별히 정관 변경에 대해서는 향후 절차와 규칙 등을 준수하도록 학교법인과
대학에 요청하고 심의를 종결한 후 처리여부를 묻자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탁무권 이사의 동의와 허종현 이
사의 재청으로 가결하다.
나. 우리 정관 제93조(교장 등), 제94조(하부조직) 등 관련 개정(안)
윤지상 법인국장이 성베드로학교의 교감 임기가 정관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정을 통해 책임
감 있는 업무 수행과 평교사들에 대한 기회의 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하니 임원들이 심의하다.
이경호 이사장(직무대행)이 제 4호의안 나. 우리 정관 제93조, 제94조에 대한 개정은 제 3호의안 심의
때 나온 것처럼 현 교감(이상진)의 임기는 지금과 동일하게 2년 연임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나, 관련한 정관
의 변경은 차기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심의를 종결하고 처리여부를 묻자 김영환 이사의 동의와 유낙
준 주교의 재청으로 전원 찬성 가결하다.

제 5호의안 : 임원 (이사장, 이사) 선임에 관한 건
윤지상 법인국장이 우리 정관 제24조, 제26조 규정에 의해 이사장과 임원의 선임에 대해 설명하다.
가. 이사장 선임
제197차 이사회에서 논의했던 현 이사장(직무대행) 이경호 주교에 대한 이사장 호선 결과가 절차상 사
전 의안으로 올라오지 못해 결정하지 못한 사항이므로 제198차 이사회에서 당시 논의의 연장선에서 이경
호 이사장(직무대행)을 학교법인 성공회대학교 제11대 이사장으로 추대하자는 김영기 이사의 안을 듣고
이사들이 논의하다.
이경호 이사장(직무대행)은 논의를 종결하고 이사장 선임에 대한 처리 여부를 물으니 김영기 이사의 제
안대로 받자는 탁무권 이사의 동의와 박동신 주교의 재청으로 이사 전원 찬성 가결하고 현 이경호 이사장
(직무대행)을 제11대 학교법인 성공회대학교의 이사장으로 선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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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1대 이사장 선임
직

위

성 명

소

속

임

기

비

고

이사장 직무대행

이경호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장

2017.04.25. ~ 현재

현

제11대 이사장

이경호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장

교육부승인일로부터 4년

선임

나. 이사 선임
제197차 이사회 이후 교회유지 이사인 유병우 이사가 사임서를 제출했고, 성직자 대표 이사인 허종현
이사(당연직)가 정년퇴임에 따른 사임의사를 표명한 바 이에 대한 후임 이사의 선출에 대해 이사들이 논의
하다.
김영기 이사는 현 이사 구성 중 성직자 대표와 신자 대표는 대한성공회 헌장에 정한대로 당연직이며 전
국상임위원회에서 파송하는 것이 좋으며, 허종현 이사의 경우 후임 성직자 대표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을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표하다. 탁무원 이사는 전국상임위원회에서 성공회대학교 이사 파송을 논
의하는 것은 교인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동의하다. 이경호 이사장(직무대행)
은 허종현 이사(성직자 대표)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하고, 후임은 전국상임위원회에서 논
의해 파송하는 것으로 하며, 유병우 이사(교회유지)의 후임선출은 차기 이사회까지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
을 모아 정리하다.
이경호 이사장(직무대행)이 이사 선임에 대한 논의를 종결하고 처리여부를 물으니 김영환 이사의 동의와
천기흥 이사의 재청으로 이사 전원 찬성 가결하다.

제 6호의안 : 이정구 총장 사임서 제출 및 제8대 신임총장 선출의 건
이정구 총장이 사임서 제출에 대한 배경과 함께 차기 총장 선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사들이 심의하다.
탁무권 이사는 대학은 조직의 선례와 전통이 중요한 단체이므로 개인적으로 불가피한 혹은 법적인 문제
가 없는 한 임기 중간에 사임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표하다. 송재룡 감사 역시 명백히 심각한 개인
적 결함이 아니기 때문에 사임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의견을 표하다.
반면, 이인재 이사는 총장 본인의 사직 의사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의사를 표하다. 김영기 이사는 모든 논의를 고려할 때 지금 당장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되
며, 좀 더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표하다.
이경호 이사장(직무대행)은 모든 의견을 종합해 이정구 총장 사임에 대한 건은 다음 이사회에서 심도 깊
게 논의해보자고 의견을 정리하고 2018년 5월 3일 오후 2시, 제199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논의하는 것에
대해 처리 여부를 물으니 이사장 제안대로 받자는 김영환 이사의 동의와 유낙준 주교의 재청으로 참석 이
사 전원 찬성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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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호의안 : 기타 안건
해당 사항 없음.

제 8호의안 :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자 선임에 관한 건
윤지상 법인국장이 사립학교법 제18조의 2 제2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할 대표자를
이경호 이사장(직무대행), 이정구 총장, 김영기 이사로 제의한 바, 김영기 이사가 결산이사회이니만큼 송재
룡 감사를 추천해 최종적으로 간서명자는 이경호 이사장(직무대행), 이정구 총장, 송재룡 감사 3인으로 하
고자 한다고 제의하다.
이에 대해 이경호 이사장(직무대행)이 제 8호의안에 대한 승인여부를 묻자 제안대로 하자는 박동신 주
교의 동의와 허종현 이사의 재청으로 전원 찬성 가결하다.
폐 회 : 이경호 이사장(직무대행)이 오후 4시에 폐회를 선언하다.
2018년 4월 17일
학교법인 성공회대학교

이사장(직무대행) 이 경 호
이 사 박 동 신
이 사 유 낙 준
이 사 이 정 구
이 사 허 종 현
이 사 김 영 기
이 사 김 영 환
이 사 천 기 흥
이 사 탁 무 권
이 사 이 인 재
감 사 송 재 룡

◈ 이사장(직무대행) : 이 경 호
◈ 기록자 : 윤 지 상

- 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