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차

이사회 회의록

2019.

4. 26.

학교법인 성공회대학교

학교법인 성공회대학교

2019년도 제204차 이사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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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회기도
주성식 이사가 개회기도를 인도하다.

2. 인원점명
⊙ 출석 이사(11인) : 이경호, 박동신, 유낙준, 주성식, 김영기, 천기흥, 임선빈, 이관식, 김기석, 이인재, 탁무권
⊙ 불참 이사( 1인) : 김영환
⊙ 출석 감사( 1인) : 박효진
⊙ 배

석( 4인) : 최호용 법인사무국장, 박용숙 교장, 여재훈 총무처장, 연봉희 회계팀장

3. 개회선언 및 인사
이경호 이사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많은 이사님들이 참석해주셔서 학교와 교단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
습에 감사 인사를 전하다. 또한, 외부 회계 감사를 받은 관계자의 노고에 대해 고마움을 전하고 새로 부임한 여
재훈 총무처장을 소개하고 인사말을 듣고 개회하다.

4. 전회의록 접수
이경호 이사장이 전 회의록[제203차 이사회(2019.01.30.)]을 최호용 법인국장에게 낭독하게하고, 처리여부
를 묻자 원안대로 받자는 박동신 이사의 동의와 탁무권 이사의 재청으로 전원 찬성 접수하다.

5. 보고사항
이경호 이사장이 1)법인, 2)성공회대학교, 3)성베드로학교 순서대로 보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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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보고
가. 2018회계연도 결산 외부 감사 보고
최호용 법인국장이 사립학교법 제31조 및 시행령 14조에 따라 2018회계연도 외부 회계 감사를 실시
하였음을 보고하다.
1) 기

간 : 2019. 4. 2(화) ~ 4. 5(금) [4일간]

2) 회계감사법인 : 한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3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86길 21 태화빌딩)
3) 회계감사대상 : 2018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법인, 성공회대학교(산학협력단), 성베드로학교]
나. 성공회대학교 행복(공공)기숙사 경과보고
최호용 법인국장이 성공회대학교 행복(공공)기숙사 경과보고를 하다.
1) 공사 기간 : 2017.3  2018.11
2) 개관식 : 2019년 4월 30일 11시 예정
3) 수용인원 : 338명 중 302명 재실(전원 학부생)
다. 2018회계연도 기부금 수입 및 전출 현황 보고
최호용 법인국장이 2018회계연도 기부금 수입 및 전출 현황을 보고하다. (별지 참조)
라. 추천감사 추천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최호용 법인국장이 공석중인 추천감사로 ‘김세훈(서울주교좌교회, 연세의대 병리학교실 교수)을 합의
추천함’을 보고하다.

2) 성공회대학교 보고
김기석 총장이 성공회대학교 주요 업무 사항을 보고하다. (별지 참조)
가. 성공회대학교 대학발전 모금위원회
나. 행복기숙사 입주 현황
다. 편입학 여석 산정 비율과 4대 요건(교지·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의 상관 비교
라. 2019학년도 학부 신・편입생 모집결과 (2019.03.05. 기준)
마. 2019학년도 대학원 전기모집(정시 및 수시) 등록 결과 및 후기모집 일정
바. 성공회대학교 주차 이용 현황(2019년 4월 기준)
사. 성공회대학교 지하주차장 건립 검토(안)

3) 성베드로학교 보고
박용숙 교장이 성베드로학교 주요 업무 내용을 보고하다. (별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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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베드로학교 교직원 임명
나. 성베드로학교 행사 및 공사 등
다. 2018학년도 성베드로학교 발전기금 결산 보고 (2018.03.01.~2019.02.28.)
라. 2018/9학년도 교목실 업무 보고
이경호 이사장은 각 기관의 보고를 받고 추가 문의 사항에 대해 물으니, 김영기 이사가 대학 발전 모금
위원회 발족과 활동의 근거에 대해 묻자 대학발전위원회 규정에 준해서 시행 예정이라고 김기석 총장이 답
하다. 이인재 이사의 대학원 정원 충원 진척에 대한 질문에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김기석 총장이
답하다. 성공회대학교 지하주차장 건립 검토에 있어 베드로학교 박용숙 교장이 베드로학교 체육관 건립 계
획과 연계하여 검토하기를 요청하다. 지하 주차장 건립에 관해서는 이경호이사장이 이사회 외 전문가들이
검토한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해 달라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질문이 없음을 확인하고, 1)법인, 2)
성공회대학교, 3)성베드로학교 보고 사항에 대한 처리 여부를 묻자 김영기 이사의 동의와 주성식 이사의
재청으로 전원 찬성 접수하다.

6. 부의 안건
제 1호의안 : 2018회계연도 결산 감사보고[법인, 성공회대학교(산단), 성베드로학교]
제 2호의안 : 2018회계연도 결산 심의에 관한 건[법인, 성공회대학교(산단), 성베드로학교]
제 3호의안 : 성공회대학교 정관 개정에 관한 건
제 4호의안 : 추천 감사 선임에 관한 건
제 5호의안 : 성공회대학교 교직원임면에 관한 건(비 정년 트랙 전임 교원 채용, 교원보직)
제 6호의안 : 성베드로학교 교직원 임면에 관한 건
제 7호의안 : 기타
제 8호의안 :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자 선임에 관한 건

7. 회의 내용
제 1호 의안 : 2018회계연도 결산 감사 보고 건
박효진 감사가 별지로 첨부된 감사보고서를 설명하고 학교법인 성공회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공회대학
교 산학협력단, 성베드로학교의 2019년 2월 28일 현재 감사결과,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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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 의안 : 2018회계연도 결산 심의에 관한 건
2018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관하여 법인은 최호용 국장이, 성공회대학교와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여재훈 총무처장이, 성베드로학교는 박용숙 교장이 별첨 자료에 의거 보고하다.
(별책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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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회계별

학교법인
일반회계
성공회대학교
학교회계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성베드로학교
학교회계

계

예산액

수입액

지출액

차기 이월금

(A)

(B)

(C)

(B-C)

증

감
비

수입(B-A)

612,110,000

628,169,832

601,426,851

26,742,981

16,059,832

-10,683,149

29,616,426,639

29,026,980,445

28,830,859,086

319,773,348

-589,446,194

-785,567,553

4,010,638,058

4,052,388,854

2,185,845,386 1,866,876,722

6,252,301,000

6,224,406,093

6,049,201,966

40,491,475,697

39,931,945,224

175,204,127

37,667,333,289 2,388,597,178

고

지출(C-A)

41,750,796 -1,824,792,672

-27,894,907

-203,099,034

-559,530,473 -2,824,142,408

(세부사항 : 별첨 세부 자료 참조)

이경호 이사장이 제 1호 의안, 2018회계연도 결산 감사보고와 제 2호 의안, 법인·성공회대학교·성공회
대학교 산학협력단·성베드로 학교 결산에 대한 질의 여부를 묻자, 천기흥 이사가 교외 장학금 성격에 대해
질문하여 국가가 등록금을 지원하는 성격이라고 김기석 총장이 대답하다. 국가 보조금이 19억 4천만 원
책정되었는데 이는 혁신지원 사업비 성격이기에 적정 사업 계획을 세워 집행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설명하
다. 유낙준 이사가 대학원 모집 부족분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촉구하다.
이경호 이사장은 추가적인 질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심의를 종결하고 제 1호 의안, 2018회계연
도 결산 감사보고와 제 2호 의안, 법인·성공회대학교·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성베드로학교 결
산 승인 처리 여부를 묻자 감사로부터 감사 결과를 보고 받았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박동신
이사의 동의와 탁무권 이사의 재청으로 전원 찬성하여 감사보고를 접수하고, 결산을 승인하다.

제 3호 의안 : 성공회대학교 정관 개정에 관한 건
김기석 총장이 제안 설명하다. 개정안에 관해 이경호 이사장이 심의를 요청하다. 이에 관해 심
의를 한 임원들은 ⑭항, ⑮항은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하다. 천기흥 이사가 ⑭항, ⑮항은
존치하자는 수정 제안을 하다. 이 수정 제안에 대해 김영기 이사 동의와 탁무권 이사 재청으로
전원 찬성 가결하다.

〈신구조문 대조표〉
개정 전
제91조(하부조직)

개정 후
제91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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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교에 교무처, 학생복지처, 기획처, 연구·대외협력처, 총무처, 입학홍보처,
더불어숲교육혁신원을

둔다.

<개정

2015.11.19.><개정

2017.08.21.>

<개정

① 대학교에 교무처, 학생복지처, 기획처, 연구·대외협력처, 총무처, 입학홍보처,

2019.1.30.>

더불어숲교육혁신원을 둔다. 처 단위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학교의

➁교무처에 교무팀, 학과지원팀을 둔다.<개정 2013.11.20.>

직제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11.19.><개정 2017.08.21.><개정 2019.1.30.>

③삭제 <2015.11.19.>

<개정2019.00.00>

④학생복지처에 학생복지팀을 둔다. <개정 2013.11.20.>

② 삭제 <2019.00.00.>

⑤기획처에 기획예산팀, 평가감사팀을 둔다. <개정 2015.11.19.>

③ 좌동

⑥연구·대외협력처에 대외협력팀, 연구지원팀을 둔다. <개정 2015.11.19.>

④ 삭제 <2019.00.00.>

⑦ 총무처에 총무팀, 회계팀을 둔다. <개정 2015.11.19.>

⑤ 삭제 <2019.00.00.>

⑧입학홍보처에 입학홍보팀을 둔다.

⑥ 삭제 <2019.00.00.>

⑨삭제 < 2019.1.30.>

⑦ 삭제 <2019.00.00.>

⑩ 각 처장은 교원 또는 부참사이상의 일반직원 중에서 보한다.

⑧ 삭제 <2019.00.00.>

<신설 2013.02.21.>

⑨ 좌동

⑪각 팀장은 조교수이상의 교원 또는 주사이상의 일반직원으로 보한다.

⑩ 좌동

⑫삭제

⑪ 삭제 <2019.00.00.>

⑬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정한다.

⑫ 좌동

⑭더불어숲교육혁신원의 조직과 운영을 위하여 별도 규정을 둔다.

⑬ 삭제 <2019.00.00.>

<신설 2017.08.21.>

⑭ 삭제 <2019.00.00.>

⑮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별한 과업을 수행할 임시조직

⑮ 삭제 <2019.00.00.>

(Task Force Team)을 1년 미만 기한으로 둘 수 있다.<신설 2019.1.30.>

〈제 91조 개정 후 조문〉
제91조(하부조직)
① 대학교에 교무처, 학생복지처, 기획처, 연구·대외협력처, 총무처, 입학홍보처, 더불어숲교육혁신원을
둔다. 처 단위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학교의 직제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11.19.><개정
2017.08.21.><개정 2019.1.30.> <개정 2019.04.26>
② 삭제 <2019.04.26.>
③ 삭제 <2015.11.19.>
④ 삭제 <2019.04.26.)
⑤ 삭제 <2019.04.26.)
⑥ 삭제 <2019.04.26.)
⑦ 삭제 <2019.04.26.)
⑧ 삭제 <2019.04.26.)
⑨ 삭제 < 2019.1.30.>
⑩ 각 처장은 교원 또는 부참사 이상의 일반직원 중에서 보한다. <신설 2013.02.21.>
⑪ 삭제 <2019.04.26.)
⑫ 삭제
⑬ 삭제 <2019.04.26.)
⑭ 더불어숲교육혁신원의 조직과 운영을 위하여 별도 규정을 둔다. <신설 2017.08.21.>
⑮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별한 과업을 수행할 임시조직(Task Force Team)을 1년 미만 기한으로 둘
수 있다.<신설 20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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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호의안 : 추천 감사 선임에 관한 건
추천 감사 선임에 대해 추천 감사 선임위원회 위원인 주성식 이사에게 추천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다.
동 위원인 탁무권이사가 3명 후보 추천자에서 만장일치로 김세훈 후보자를 선출했음을 보충 설명하다. 이
에 대한 심의를 통해 김세훈 신임 추천 감사를 선임하기로 박동신 이사 동의와 이관식 이사의 제청으로
전원 찬성 가결하다.

제 5호의안 : 성공회대학교 교직원 임면에 관한 건(비정년트랙 전임교원채용, 교원 보직)
김기석 총장으로부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김종욱 대우교수(교육학 전공, 서울시 정무 부시장 경력)을 1
년 계약직인 비정년트랙직으로 전환하는 의안과 보직 임면 인사 발령 제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다. 위원
들의 질의에 대해 총장의 보충 설명을 들은 후, 이사장이 가결 여부를 물으니 이인재 이사의 동의와 박동
신 이사의 제청으로 전원 찬성 가결하다.

제 6호의안 : 성베드로학교 교직원 임면에 관한 건
성베드로학교 교직원 임면에 대해 박용숙 교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해 유낙준 이사의 동
의와 이인재 이사의 재청으로 전원 찬성 가결하다.

제 7호의안 : 기타 안건
가. 성베드로학교 체육관 건립은 성공회대학교와 연계 T/F팀 구성해 장기적 계획 수립을 이관식
이사가 요청하다.
나. 김영기 이사와 이관식 이사가 성공회대학교 학사과정에서의 신학교육은 성공회대학교 설립 정신
을 펴는 당연한 일이며, 성공회 교단의 신앙정체성과 선교의 토대가 되는 것이니, 법
인과 총장은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하다.
5월 2일 주교단 회의와 교수. 성소위원장이 참석하는 신학위원회에서 이에 관하여 논의
하겠다고 이사장이 말하다.
다. 유낙준 이사가 세종시 학교용지에 대해 설명하다.
라. 성공회대학교 발원지인 강화도 강화읍교회에 속한 대지를 성공회대학교가 매입해 활용하는 방안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성식 이사의 의견에 서울교구, 법인, 학교의 관계자들이
적극 검토해 보고하기로 하다.
제 8호의안 :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자 선임에 관한 건
사립학교법 제18조의 2 제2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할 대표자를 이경호 이사장, 김기
석 총장, 김영기 이사로 이경호 이사장이 추천하자 유낙준 이사 동의와 박동신 이사 재청으로 전
원 찬성 가결하다.
박동신 이사 폐회 동의와 이인재 이사의 재청으로 204차 이사회를 마치다.

2019년 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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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자 : 최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