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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회기도
유낙준 주교가 개회기도를 인도하다.

2. 인원점명
◉ 출석 이사( 10인) : 이경호, 유낙준, 김기석, 주성식, 김영기, 임선빈, 이관식, 김영환, 천기흥, 탁무권 *유 주교:임기만료후 교육부 승인 미 취득
◉ 불참 이사( 2인) : 박동신, 이인재
◉ 출석 감사( 0인) :
◉ 불참 감사( 2인) : 송재룡, 박효진 *개회일 현재 자격 상실
◉ 배

석( 3인) : 정원오 부총장, 박용숙 교장, 최호용 법인사무국장

3. 개회선언 및 인사
이경호 이사장은 추운 날씨와 설 연휴 앞두고 이사회 참석에 감사하다는 시작 인사를 전하고, 새롭게 법인사무국장으로 임명한 최호용 사무국장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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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4. 전 회의록 접수
이경호 이사장이 전 회의록[제202차 이사회(2018.11.08.)]을 최호용 법인국장에게 낭독하게 하고, 처리여부를 묻자, 원안대로 받자는 김영기 이사의
동의와 탁무권 이사의 재청으로 전원 찬성 접수하다.

5. 보고사항
이경호 이사장이 1)법인 2)성공회대학교 3)성베드로학교 순서대로 보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1) 법인 보고
(최호용 법인사무국장이 법인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다.)

가. 2016년 교육부 감사 지적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조치 완료하고, 행복기숙사 건축비 충당을 위해서는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20억 원을 추가 융자 집행.
처분 요구 사항

조치 내용

조치일자

교육 사용 목적 기부금

법인 회계에서 100,000천 원을 대학으로 전출

2018.11.14

전출하기 바람

법인 회계에서 55,000천 원을 대학으로 전출

2018.12.05

성베드로학교 기부금

법인 회계에서 126,078천 원을 성베드로학교로 전출

2016.8.31

법인 회계에서 33,110천 원을 성베드로학교로 전출

2018.12.05

비고

155,000천원을 성공회대학으로

159,188천원을 성베드로학교로
전출하기 바람

나. 법인 사무국장으로 최호용을 발령하다.
다. 이사장 등기 완료 및 이사 승인 건에 대해 보고하다.
◎ 전임 김근상 이사장에 이어 현임 이경호 이사장으로 등기 완료 및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변경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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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지원을 위해
추가 전출 완료

◎ 김기석 이사 교육부로부터 승인 공문 접수(임기 : 2019.01.16. - 2022.07.31.)
◎ 주성식 이사 교육부로부터 승인 공문 접수(임기 : 2019.01.29. - 2023.01.28.)

2) 성공회대학교 보고
별첨 회의 자료에 의거 정원오 부총장이 보고하다.
가. 대학 주요 행사 보고
나. 2018년 취업 통계 조사 보고
다. 2019년 입시 주요 사항

3) 성 베드로학교 보고
박용숙 교장이 다음 사항에 관해 보고하고 임원들의 질의에 부연 설명하다.
가. 성 베드로학교 행사 및 학생 관련 사항(2018.10.23. - 2019.01.30.)
나. 교직원 임면 사항
다. 시설 보강 공사 및 공사 관련 사항
라. 실내체육 및 다양한 교육활동에 유용한 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제언)
마. 2019년도 교육 환경 개선 공사(예정)
바. 전공과 2 학급 추가 증설 요망(2020학년도 개설 목표)
임원들은 보고사항 중, 라 항의 체육관 건립은 여건상 당장 실현하기 어려우니, 사무국, 대학, 성 베드로 학교가 협의해 설계 및 검토요망하
다.
이경호 이사장은 각 기관의 보고를 받고 추가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1)법인 2)성공회대학교 3)성베드로학교 보고 사항에 대한 처리
여부를 묻자, 탁무권 이사 동의와 임선빈 이사의 재청으로 전원 찬성 접수하다.

6. 부의 안건
- 제 1호 의안 : 2018회계연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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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호 의안 : 2019회계연도 예산(안) 심의에 관한 건
- 제 3호 의안 : 교직원 인사발령에 관한 건
- 제 4호 의안 : 법인 정관 개정(안)에 관한 건
- 제 5호 의안 : 임원 선임에 관한 건 - 제 6호 의안: 기타 안건 - 제 7호 의안 :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자 선임에 관한 건

7. 회의 내용
1) 제 1호 의안 : 2018회계연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관한 건
최호용 법인사무국장은 2018회계연도 법인,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성 베드로학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본예산 대비 3,917,286,073
원 증액한 38,837,432,541 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별책 참조)하다. 각 기관별로 추경 내역을 설명하고, 임원들의 질의에 답하다.
(단위 : 원)
기관별

2018회계연도 최종추경예산액

2018회계연도 기정예산액

증 감

(A)

(B)

(A-B)

학교법인 성공회대학교 (일반회계)

612,110,000

494,500,000

117,610,000

29,710,078,628

28,294,145,918

1,415,932,710

성공회대학교

(일반회계)

산학협력단

(일반회계/수입)

2,403,556,913

1,147,290,490

1,256,004,363

성베드로학교

(일반회계)

6,111,687,000

4,983,948,000

1,127,739,000

38,837,432,541

34,919,884,408

3,917,286,073

계
※ 세부사항 : 별책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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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입 예산과 지출 예산의 주요 증감 내용에 대하여 법인은 최호용 사무국장이, 성공회대학교와 산학 협력단은 김기석 총장이(정원오 부총
장 추가 설명), 성 베드로학교는 박용숙 교장이 별첨 자료에 의거 설명하니, 임원들이 이를 듣고 심의하다.
천기흥 이사가 국가 보조금 12억 감소 원인을 묻자, 정원오 부총장이 학생 감소에 따른 연동에 의한 감소라고 답변하다.(정원 540명에서 7%
감축된 502명)
나. 산학협력단의 학교 기여도에 대해 탁무권 이사가 묻자, 1억 원 정도라고 정원오 부총장이 답하다. 또한 외국학생을 받아들이는 것 등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등 이 부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하다.
다. 법인 전입금 3억에서 3.3억으로 수정을 요하다.
이경호 이사장이 제 1호 의안에 대한 심의를 끝내고 승인 여부를 묻자, 법인 전입금 수정을 전제로 심의한 추경예산(안)을 승인하자는 탁무
권 이사 동의와 김영기 이사의 재청으로 전원 찬성 가결하다.
2) 제 2호 의안 : 2019회계연도 예산(안) 심의에 관한 건
최호용 법인국장이 2019회계연도 법인,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성베드로학교 예산(안)을 2018년 예산 대비 2,268,270,160원 감액한 36,628,662,381
원으로 편성하였다는 보고(별책 참조)를 하다. 각 기관별로 상세 예산안을 설명하다.
(단위 : 원)
기관별

학교법인 성공회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성베드로학교
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수입)
(일반회계)

2019회계연도 예산액

2018회계연도 예산액

증 감

(A)

(B)

(A-B)

487,500,000
28,840,724,914
2,015,304,467
5,285,133,000
36,628,662,381

612,110,000
29,710,078,628
2,403,556,913
6,111,687,000
38,837,432,541

△184,110,000
△869,353,714
△388,252,446
△826,554,000
△2,268,270,160

※ 세부사항 : 별책 첨부
수입 예산과 지출 예산의 증감 명세에 대하여 법인은 최호용 법인국장이, 성공회대학교와 산학협력단은 김기석 총장이(정원오 부총장 추가 설명), 성 베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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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박용숙 교장이 위와 같이 설명하니 임원들이 이를 듣고 심의하다.
이경호이사장이 제 2호 의안(2019년 예산)에 대한 심의를 끝내고 법인,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성베드로학교의 예산(안) 승인 여부를 묻자 ,천기흥 이사
가 동의하고 탁무권이사의 재청으로 전원 찬성 가결하다.

3). 제 3호 의안 : 교직원 인사 발령에 관한 건
가. 성베드로학교 교원 휴직
나. 성베드로학교 교원 파견 및 파견 복귀
다. 성베드로학교 사무직원 대우 직원
라. 성베드로학교장 임기 만료 전 조치 요청 건
마. 성공회대학교 전임교원 퇴직 대상자
바. 성공회대학교 보직 인사 발령
사. 성공회대학교 비 정년 전임교원 재임용 인사 발령
=>가, 나, 다 항에 관하여 성 베드로학교 박용숙 교장이 제안 설명을 하다. 임원들은 심의 후, 가·나·다 항은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정관에서도
학교장에게 위임한 것이니, 보고사항으로 승인 처리하자는 김영기 이사의 동의와 임선빈 이사의 재청으로 전원 찬성 승인하다.
=>라 항에 관하여는 관련자 박용숙 교장을 이석 시킨 후, 법인국장 최호용이 제안 설명을 하다. 임원들은 정관과 관계 법령의 규정, 교직원
현황, 학교장 교체 사유 유무, 현임 교장의 리더십 등에 관해 심의 후, 이경호 이사장이 처리 여부를 묻자, 김영기 이사의 동의와 천기흥 이사
의 재청으로 현임 박용숙 교장을 1차 임기 만료일로부터 4년 간 중임 발령키로 전원 찬성 가결하다.
=>마, 바, 사 항에 관하여 김기석 총장장이 제안 설명을 하다.
김영기 이사는 바 항, 성공회대학교 보직 인사 발령 중 역량강화처 처장의 면직발령 사유를 이 하부조직이 정관 개정(2018.12.20.)으로 소
멸됨에 따른 것이란 설명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하다. 임원들은 역량강화처를 조직에서 삭제하는 정관 개정은 4호 의안에서 심의하기로
하고, 처장 면직발령은 총장의 보직인사에 관한 것으로 한정 심의하다.
마·바·사 항, 성공회대학교 교직원 인사 발령에 관해 심의를 끝내고 이경호 이사장이 처리 여부를 묻자, 역량강화처 처장의 면직발령일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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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소멸과 무관한 것이며, 성공회대학교의 인사발령을 승인하자는 임선빈 이사의 동의와 탁무권 이사의 재청으로 전원 찬성 가결하다.
4) 제 4호 의안 : 법인 정관 개정(안)에 관한 건
가. 성 베드로학교 정년 전 임기가 끝나는 교장에 대한 정관 조항 신설 건
* 제43조(임면) ①~⑥(좌동) ⑦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교사(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
다)는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신설) ⑧ 제 7항에 따라 임용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로교사로 우대하여야 한다(신설)<신설2019.01.30.>
나. 성공회대학교 조직 및 부속 시설에 대한 정관 변경 제청 건
=> 제 91조(하부 조직) ⑨ 역량강화처 <삭제 2019.01.30.>
=> 제 91조 ⑮항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별한 과업을 수행할 임시조직(Task Force Team)을 둘 수 있다<신설 2019.01.30.>
가 항에 관하여는 박용숙 교장이, 나 항에 관하여는 김기석 총장이 제안 설명하다. 임원들이 이에 관해 심의하다.
이경호 이사장이 제 4호 의안에 대한 처리 여부를 묻자, 제43조 ⑦⑧항 정관 신설은 교원인사 법규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하고, 제 91
조(하부 조직) ⑨ 역량강화처는 삭제하고, 제 91조 ⑮항의 신설규정은 “1년 미만”이란 제한규정을 넣어 수정〔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별한 과업을 수행할 임시조직(Task Force Team)을 1년 미만 기한으로 둘 수 있다.〕해서 승인하자는 김영기 이사의 동의와 탁무권 이사의
재청으로 전원 찬성 가결하다.
5) 제 5호 의안 : 임원 선임에 관한 건
법인 임원 중, 임기 만료(2019.01.26.)된 당연직 이사(유낙준 교구장 주교) 와 감사(법인추천 감사 박효진, 개방감사 송재룡)에 대하여 우리
정관 제 22조 ③항과 제 24조 규정에 의해 선임해야 한다고 이경호 이사장이 제안 설명하다.
임원들은 논의를 통해 당연직 이사, 법인추천 감사, 개방감사 추천 및 선임은 각각 별도로 심의하기로 하다.
유낙준 교구장 주교는 현직이니, 당연직 이사로 연임 제청한다는 김영기 이사 동의와 탁무권 이사 재청으로 전원 찬성 가결하다.
법인추천감사 1인은 박효진 공인회계사를 중임 추천한다는 김기석 이사 동의와 김영환 이사 재청으로 전원 찬성 가결하다.
이경호 이사장이 개방감사 1인은 정관에 따라 개방감사추천위원회로부터 복수 추천을 받아 차기 이사회에서 선임해야 하는 바, 법인추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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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감사추천위원 2인의 선임을 주문하다.
탁무권 이사, 주성식 이사를 추천하는 김영기 이사의 동의와 천기흥 이사의 재청으로 탁무권 이사, 주성식 이사를 법인 추천위원으로 전원
찬성 가결하다.
이경호 이사장은 개방감사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이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해당 부서에 공문으로 통지하고
적극 협조하기를 법인 사무국장에게 당부하다.
6) 제 6호 의안 : 기타 안건
이경호이사장의 기타 안건에 대해 묻자, 별다른 안건이 없다는 의견에 제 7호 의안으로 넘어가다.
7) 제 7호 의안 :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자 선임에 관한 건
- 이경호 이사장이 사립학교법 제 18조의 2 제 2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 간 서명자로, 이경호 이사장, 김기석 이사, 김영기 이사
3인을 추천하며 이에 대한 승인 여부를 묻자, 제안대로 하자는 임선빈 이사 동의와 탁무권 이사 재청으로 전원 찬성 가결하다.
이관식 이사의 폐회 동의와 김영기 이사의 재청, 임원들의 찬성으로 203차 이사회를 마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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