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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회기도
주성식 이사가 개회 기도를 인도하다.

2. 인원점명
◉ 출석 이사( 7인) : 이경호, 유낙준, 김기석, 주성식, 김영기, 천기흥, 탁무권
◉ 불참 이사( 4인) : 김영환, 임선빈, 이관식, 이인재,
◉ 출석 감사( 2인) : 박효진, 김세훈
◉ 배

석( 4인) : 박용숙 교장, 여재훈 총무처장, 박미현 과장, 최호용 법인사무국장

3. 개회선언 및 인사
이경호 이사장이 코로나바이러스로 교회와 학교가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씩 회복되는 것에 감사
한 마음을 바쁜 일정 가운데 참석해 주신 이사들께 인사로 전하고 개회하다.

4. 전 회의록 접수
이경호 이사장이 전 회의록[제207차 이사회(2020.02.04)]을 최호용 법인 국장에게 낭독하게 하고 전
회의록 채택 여부를 묻자, 김영기 이사가 208차 본 회의의 6호 의안으로 상정된 성공회대학교 전임교
원(비정년) 직위 정정의 건은 207차 이사회 4호 의안인 성공회대학교 전임교원(비정년) 재임용 제청에
관한 건의 내용 중 행정상 잘못 기재된 이주엽, 임정아 교수의 직위를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수정하자
는 내용이므로 207차 회의록을 수정하는 것으로 대체하자 제안하였고, 또 제9호 의안 학교법인 성공
회대학교 정관 변경의 건에서 제43조 2항은“강사 및 겸임교원 등의 임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교원의
정기 승급 임용권은 성공회대학교 총장에 위임한다”로 끝맺고 있지만 1, 2, 3호 교수, 부교수, 조교
수 정년에 대한 임기 기간에 대한 명시가 빠져있기에 “이 경우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명 한

다.는 내용을 해당 문구 뒤에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김영기 이사 제안을 받아들여 전 회의록을
채택하자는 유낙준 이사의 동의와 탁무권 이사의 재청으로 전원 찬성 접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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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인 보고
최호용 법인사무국장이 주요 업무 사항을 보고하다.
가. 2019회계연도 결산 외부 감사 보고(2020.4.1. - 4.6) : 한경회계법인
나. 법인 사무실 이전 보고(구두인관 => 승연관 1308호)
다. 2019회계연도 기부금 수입 및 전출 현황 보고

2) 성공회대학교 보고
김기석 총장이 성공회대학교 주요 업무 사항을 보고하다.
가. 2020학년도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학부, 신.편입학 등록 현황
- 2020학년도 학부 신.편입생 모집 결과(2020.03.02. 기준) : 529명
- 2020학년도 대학원 전기모집 등록 결과(144명) 및 후기모집 일정
나. 직원 인사 변동 현황(신규, 재계약, 휴직)

3) 성 베드로학교 보고
박용숙 교장이 성베드로학교 주요 업무 내용을 보고하다.
가. 성베드로학교 학생 현황
나. 성베드로학교 교직원 임면 사항
다. 성베드로학교 행사 및 공사
- 신종코로나-19로 인한 학교 운영 사항
- 학교 시설 개선
라. 성베드로학교 교목실 업무 보고(2019학년도 업무, 2020학년도 계획)
이경호 이사장은 각 기관의 보고를 받고 추가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1)법인 2) 성
공회대학교 3) 성베드로학교 보고 사항에 대한 처리 여부를 묻자, 유낙준 이사의 동의와 주성
식 이사의 재청으로 전원 찬성 접수하다.

6.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2019회계연도 결산 감사보고 건〈법인, 성공회대학교(산단), 성베드로학교〉
제2호 의안 : 2019회계연도 결산 심의에 관한 건〈법인, 성공회대학교(산단), 성베드로학교〉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에 관한 건
제4호 의안 : 성공회대학교 교원 보직 임면에 관한 건
제5호 의안 : 성공회대학교 전임교원 면직에 관한 건

제6호 의안 : 성공회대학교 전임교원(비정년) 직위 정정의 건
제7호 의안 : 성베드로학교 교직원 임용에 관한 건
제8호 의안 : 성베드로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제9호 의안 : 2019학년도 성베드로학교 학교발전기금 결산 건
제10호 의안 : 기타
제11호 의안 :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자 선임에 관한 건

7. 회의 내용
1) 제1호 의안 : 2019회계연도 결산 감사 보고
박효진 감사가 별지로 첨부된 감사보고서를 설명하고 학교법인 성공회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성베드로학교의 2020년 2월 29일 현재 감사 결과, 2019년 회계연도 이
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재무제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특례 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보고하다. 이어서 외부회계(한경 회계법인)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적
정하다고 보고하다. 보고 후 피감사자 포함 학교법인 성공회대학교 감사는 등록된 인감도장으로
감사보고서 날인 해야 한다는 김영기 이사의 발언에 날인한 도장의 인감도장 확인 후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유낙준 이사의 동의와 주성식 이사의 재청으로 전원 찬성 결산 감사보고서를 받아
들이다.
2) 제2호 의안 : 2019회계연도 결산 심의에 관한 건
가. 학교법인 및 개별 학교 종합 집계표
(단위 : 원)

회계별

학교법인 일반회계

성공회대학교 학교회계

예산액

수입액

지출액

차기 이월금

(A)

(B)

(C)

(B-C)

315,208,805

141,971,295

수입(B-A)

6,101,732

28,962,472,291 28,468,207,316 27,915,365,890

552,841,426

-494,264,975 -1,047,106,401

246,515,808 -2,205,852,161

4,670,693,467

4,917,209,275

2,618,841,306 2,298,367,969

성베드로학교 학교회계

7,203,583,291

7,211,174,720

7,041,276,154

169,898,566

41,151,957,854 40,738,562,606 37,711,352,913 3,027,209,693

-173,237,510

지출(C-A)

135,869,563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계

증 감

7,591,429

비
고

-179,339,242

-162,307,137

-413,395,248 -3,594,604,941

(세부사항 : 별 첨 세부 자료 참조)

이경호 이사장이 제1호 의안, 2019계연도 결산 감사보고와 제2호 의안, 법인·성공회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성베드로학교 결산 심의에 대해 질의하다. 이경호 이사장은 질의가 없

음을 확인하고 결산 승인 처리 여부를 묻자 감사로부터 감사 결과를 보고 받았으니 원안대로 승
인하자는 천기흥 이사의 동의와 주성식 이사의 재청으로 전원 찬성하여 감사보고를 접수하고, 결
산을 승인하다.

3) 제3호 의안 : 법인 이사 선임에 관한 건
이름

직위

박동신

이사

구분
당연직이사 (부산교구
주교)

현임기

비고

2016.03.09. 2020.03.08

당연직 이사(박동신) 임기 만료에 따른 이사 선임에 대해 이경호 이사장의 설명을 듣고 이사
선임에 대해 물으니, 박동신 현재 이사를 선임 승인하자는 유낙준 이사의 동의와 김영기 이사의
재청으로 전원 찬성 가결하다.
4) 제4호 의안 : 성공회대학교 교원 보직 임면에 관한 건
김기석 총장으로부터 연구교류 처장⦗(면:장영석, 임:남일성(2010.05.01.-2022.02.28.)⦘임면과 일
반대학원장(김용득:2020.05.01.-2022.02.28.)교원 임면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이사장이 가결 여부
를 물으니 주성식 이사의 동의와 탁무권 이사의 재청으로 전원 찬성 가결하다.
5) 제5호 의안 : 성공회대학교 전임교원 면직에 관한 건
김기석 총장의 성공회대학교 전임교원(김종욱 조교수:임기 만료)의 면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
사장이 이에 대한 처리를 물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주성식 이사의 동의와 탁무권 이사의 재
청으로 전원 찬성 가결하다.
6) 제6호 의안 : 성공회대학교 전임교원(비정년) 직위 정정의 건
해당 의안의 내용 중 직원의 실수로 인한 교원의 직위 오기를(부교수=>조교수) 확인하고 제207
차 이사회 회의록 수정으로 대체하자는 김영기 이사의 제안으로 6호 의안을 삭제하기로 하다.(유
낙준 이사 동의, 탁무권 이사 재청)
7) 제7호 의안 : 성베드로학교 교직원 임용에 관한 건
박용숙 교장의 성베드로학교 교감(이상진) 재임명, 교목 임면(면:이선우, 명:이민우)에 대한 설명
을 듣고, 이에 대한 처리를 물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유낙준 이사의 동의와 김영기 이사의 재
청으로 전원 찬성 가결하다.
8) 제8호 의안 : 성베드로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의 건
최호용 법인사무국장의 성베드로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5인 구성 :
성베드로학교 2명(이상진 교감, 문미선 교무기획부장), 법인 이사 2명, 외부인사 1명)⦘ 법인 이사
2명과 외부인사 1명의 선임에 대해 이사장이 물으니 법인에서는 주성식, 김영기 이사를 추천하고
외부인사는 선임된 이사와 협의해 정하기로 탁무권 이사의 동의와 유낙준 이사의 재청으로 전원
찬성 가결하다.

9) 제9호 의안 : 2019학년도 성베드로학교 학교발전기금 결산 건
박용숙 교장의 2019학년도 성베드로학교 학교발전기금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학교 운영
위원회 심의 사항은 보고 건이기에 김영기 이사의 동의와 탁무권 이사의 재청으로 보고 사항으
로 결정하다.
10) 제10호 의안 : 기타 안건
가. 성공회대학교 후원자에게 보내는 뉴스 레터인 “아름다운 동행”과, 사진으로 보는 성공회
대학교 100년사(1914 – 2014) 자료를 설명하다.
나. 성공회대학교 온라인 강의 현황과 설문 결과 내용을 설명하다.
다.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학교법인 관련 지표와 행복기숙사 운영을 설명하다.
라. 가, 나, 다항의 김기석 총장의 설명에서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항목 중 대학 운영 책무성
항목에서 법인 책무성(2점=>4점)과 구성원 참여.소통(1점=>5점)의 배점 비중이 상향 조정되었
음을 보고하다. 이에 대해 구성원 참여.소통을 통한 주요 의사 결정 및 개선 부분이 미흡하
니 학교와 법인에서 논의 후 연구안을 차기 이사회에 제출하기로 이사장이 당부하다.
11) 제11호 의안 : 이사회 간서명자 선임에 관한 건
이경호 이사장이 사립학교법 제 18조의 2 제 2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 간 서명자로,
이경호 이사장, 천기흥 이사, 탁무권 이사로 추천하자 유낙준 이사의 동의와 탁무권 이사의 재청
으로 전원 찬성 가결하고 유낙준 이사의 폐회 기도로 제208차 이사회 마치다.

2020년 4월 28일

기록 : 최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