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3차

이사회 회의록

2021.

04. 28.

학교법인 성공회대학교

학교법인 성공회대학교

2021년도 제213차 이사회 회의록

소집통지일
구
일시 : 2021년 4월 28일(수) 오후 2시
장소 : 주교좌교회 106호실
사회 : 이경호 이사장

분

임원정수
재적임원
결원임원
참석임원
불참임원

2021. 04. 16.
이
12
11
2
9
2

사
인
인
인
인
인

감
2
2
0
2
0

사
인
인
인
인
인

1. 개회기도
주성식 이사가 개회 기도를 인도하다.

2. 인원점명
◉ 출석 이사( 9인) : 이경호, 유낙준, 박동신, 김기석, 주성식, 김영기, 이관식, 이인재, 박명숙
◉ 불참 이사( 2인) : 김영환, 임선빈
◉ 출석 감사( 2인) : 박효진, 김세훈
◉ 배

석( 4인) : 박용숙 교장, 여재훈 총무처장, 윤진규 차장, 박미현 과장, 최호용 법인국장

3. 개회선언 및 인사
이경호 이사장이 코로나 사태 등 여러 상황으로 학교가 어려운 가운데 좀 더 힘을 내자는 격려
와 부활의 축복을 전하는 인사말을 하고 개회하다.

4. 전 회의록 접수
이경호 이사장이 전 회의록[제212차 이사회(2021.02.03)]을 최호용 법인 국장에게 낭독하게 하고 전
회의록 채택 여부를 묻자, 전 회의록을 수정 없이 채택하자는 유낙준 이사의 동의와 김영기 이사의
재청으로 전원 찬성 접수하다. 이사장의 대외 업무 일정 관계로 보고사항에 우선해 의안을 먼저 처리
하기로 양해를 구하고 의안 심의를 시작하다.

5. 부의 안건

제 1호 의안 : 2020회계연도 결산 감사 보고[법인, 성공회대학교(산단), 성베드로학교]
제 2호 의안 : 2020회계연도 결산 심의에 관한 건[법인, 성공회대학교(산단), 성베드로학교]
제 3호 의안 : 학교법인 성공회대학교 임원(공인회계사 감사 포함) 선임 건
제 4호 의안 : 학교법인 성공회대학교 감사 추천위원회 위원 선임 건
제 5호 의안 : 성공회대학교 교원 보직 임면 제청에 관한 건
제 6호 의안 : 학교법인 정관 변경 요청의 건(성공회대학교)
제 7호 의안 : 성베드로학교 교직원 임용에 관한 건
제 8호 의안 : 성베드로학교 교직원 징계 의결 요구 건
제 9호 의안 : 성베드로학교 2022학년도 정규 교원(초/중등) 신규임용(1차 필기시험) 선발
전형 방법 선정에 관한 건
제 10호 의안 : 학교법인 정관 개정에 관한 건(성베드로학교)
제 11호 의안 : 성베드로학교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개정에 관한 건
제 12호 의안 : 기타
제 13호 의안 : 이사회 회의록 간 서명자 선임에 관한 건

6. 회의 내용
1) 제 1호 의안 : 2020회계연도 결산 감사 보고⦗법인, 성공회대학교(산단), 성베드로학교⦘
박효진 감사가 별지로 첨부된 감사보고서를 설명하고 학교법인 성공회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성베드로학교의 2021년 2월 28일 현재 감사 결과,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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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2020회계연도 감사 보고 처리에 대해 이사장이 물으니, 유낙준 이사의
동의와 이인재 이사의 재청으로 전원 찬성 결산 감사보고서를 받아들이다.

2) 제 2호 의안 : 2020회계연도 결산 심의에 관한 건⦗법인, 성공회대학교(산단), 성베드로학교⦘
가. 학교법인 및 개별 학교 종합 집계표
(단위 : 원)

회계별

학교법인 일반회계

성공회대학교
학교회계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성베드로학교
학교회계

계

예산액

수입액

지출액

차기 이월금

(A)

(B)

(C)

(B-C)

140,541,732

140,559,789

119,752,821

증
수입(B-A)

20,806,968

감

비
고

지출(C-A)

18,057

-20,788,911

29,727,973,000 29,134,395,356 27,612,275,238 1,522,120,118 -593,577,644 -2,115,697,762

5,138,171,389

5,048,560,952

2,998,060,712 2,050,500,240

6,798,609,603

6,796,577,904

6,566,291,216

230,286,688

-89,610,437 -2,140,110,677

-2,031,699

-232,318,387

41,805,295,724 41,120,094,001 37,296,379,987 3,823,714,014 -685,201,723 -4,508,915,737

(세부사항 : 별첨 세부 자료 참조)

이경호 이사장이 결산 심의에 대해 질의하다. 이경호 이사장은 질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결산
승인 처리 여부를 묻자 감사로부터 감사 결과를 보고 받았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김영기 이
사의 동의와 주성식 이사의 재청으로 전원 찬성하여 감사 보고를 접수하고, 결산을 승인하다.

3) 제 3호 의안 : 학교법인 성공회대학교 임원(공인회계사 감사 포함) 선임 건
임기

만료되어(천기흥

이사:2021.01.24)

공석인

임원과

임기

만료

예정인

이경호

이사

(2021.05.10.) 김영기 이사(2021.06.20.), 공인회계사 박효진 감사(2021.05.02.)에 따른 후임 임원 선
임에 대해 이경호 이사장이 설명하다. 이에 이경호 이사는 당연직 이사이기에(교구장) 중임하는
것으로 하고, 김영기 이사의 후임으로 이경수 후보자, 공석으로 있는 임원에 권순엽 후보자, 공인
회계사로 조정은 후보자를 임원 및 공인회계사 감사로 선임하는 건에 대해 이경호 이사장이 처
리를 물으니 임원 자격에 충분하다는 유낙준 이사의 동의와 이관식 이사의 재청으로 전원 찬성
가결하다.
4) 제 4호 의안 : 학교법인 성공회대학교 감사 추천위원회 위원 선임 건
법인 임원 중 추천 감사는 정관 제 24조 3항 4항 규정에 의거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
서 선임해야 하기에 추천위원회 법인 위원 2명을 임원 중 누구로 추천할 것인지를 이경호 이사

장이 물으니 유낙준 이사의 이인재, 박명숙 임원을 추천하자는 의견에 박동신 이사의 동의와 김
영기 이사의 재청으로 전원 찬성 가결하다.
5) 제 5호 의안 : 성공회대학교 교원 보직 임면 제청에 관한 건
김기석 총장의 성공회대학교 교무처장, 학생복지처장, 연구교류처장 보직 임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경호 이사장이 이에 대한 처리를 물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유낙준 이사의 동의와 이
인재 이사의 재청으로 전원 찬성 가결하다.
6) 제 6호 의안 : 학교법인 정관 변경 요청의 건(성공회대학교)
김기석 총장의 정관 제92조(부속시설) 대학교의 부속, 부설기관은 외부 평가 및 연구프로젝트
수행 등을 위해 유연한 관리가 필요하나 명칭 등이 변경될 때마다 정관을 수정해야 하는 어려움
이 있어 세부적인 기관 명칭을 정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정관 변경 요청에 대한 설명을 듣다.
이에 이경호 이사장이 정관 변경 요청에 대한 의견을 물으니, 부설기관 성격과 크기에 따라 이사
회 의결이 필요하고, 학교 행정의 편리함 만을 추구하면 안되고 이사회가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김영기 이사의 의견과 기관의 모든 것을 이사회가 알아야 하고 결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박명숙
이사의 의견을 놓고 토의하다. 학교 주요 기관은 정관에 근거를 두고, 나머지 부설기관 근거는
학칙으로 하는 것에 대해 숙고해 달라는 의견을 이인재 이사가 제시하다. 이에 이경호 이사장이
정관 변경 요청안 처리에 관하여 물으니 상기 의견을 반영해 이번 이사회에서는 안건 철회 후
학교에서 좀 더 논의와 검토를 거쳐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자는 조정안에 박동신 이사의 동의와
유낙준 이사의 재청으로 전원 찬성 가결하다. 성베드로학교 정관 변경 요청 건을(10호, 11호 의
안) 이어서 하기로 이사장이 양해를 구하다.
7) 제 10호 의안 : 학교법인 정관 개정에 관한 건(성베드로학교)
박용숙 교장의 사립학교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교원 인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학교 민주주의 문화 정착 유도하기 위해 제시한 사립학교 교원 인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침⦗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13863(2021.04.02.)호⦘을 반영하고자 하는 제53조 인사위원
회 조직 인원 변경을 요청하는 설명을 듣고, ⓵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5
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 ⓵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성공회대학교 5인, 성베드로학교 7인) 학
교의 장이 임명하는 교원으로 조직한다(개정) ⓶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있다. => ⓶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있다. 당연직 위원은 제외한다.
(개정)로 변경하자는 수정안에 김영기 이사의 동의와 유낙준 이사의 재청으로 전원 찬성 가결하
다.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52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전문개정)
제52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② 성베드로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성베드로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교장 제외)의 임용 등 중요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
2. 신규교사 임용에 따른 공개 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1.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기간제교사 임용에 따른 공개 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

4. 교감 또는 교사의 자격연수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에 관한 사항

5. 교원 보직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보직교사 임명, 교무 분장,

3.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공개 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교과 담임과 학급담임 배정에 관한 사항 포함)

2020.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
의 구성 세칙에
따른 보완 수정

6. 교원의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교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
항

제53조(인사위원회의 조직)

제53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성공회대학교 5인, 성베드로학교 7인) 학교

명하는 5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의 장이 임명하는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0.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
의 구성 세칙에
따른 보완 수정

8) 제 11호 의안 : 성베드로학교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개정에 관한 건
박용숙 교장의 10호 정관 개정 의안에 연계된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에서 5인을 7인으로 변경
하는 개정안을 10호 의안과 일치하게 적용하자는 김영기 이사의 제안에 이경호 이사장이 처리를
물으니 주성식 이사의 동의와 유낙준 이사의 재청으로 전원 찬성 가결하다.
9) 제 7호 의안 : 성베드로학교 교직원 임용에 관한 건
박용숙 교장의 성베드로학교 교직원 휴직과 사무직원 대우직원 선발 요청 건에 대한 설명을 듣
고, 이경호 이사장이 이에 대한 처리를 물으니 교직원의 휴직, 복직 등 법에 보장된 행정 사항은
의안으로 하지 말고 보고사항으로 대체하고, 사무직원 대우직원 선발 안건은 원안대로 처리하자
는 의견에 주성식 이사의 동의와 박동신 이사의 재청으로 전원 찬성 가결하다.
10) 제 8호 의안 : 성베드로학교 교직원 징계 의결 요구에 관한 건
박용숙 교장의 김○○ 교사의(상해로 인한 구약식 처분) 징계 의결 요구가 아닌 징계위원회 개
최 승인 소집 요구 건으로 수정 제안하는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처리를 이경호 이사장이 물으
니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유낙준 이사의 동의와 주성식 이사의 재청으로 전원 찬성 가
결하다.
11) 제 9호 의안 : 성베드로학교 2022학년도 정규교원(초/중등) 신규임용(1차 필기시험) 선발
전형 방법 및 선정에 관한 건
박용숙 교장이 2022학년도 정규 교원 신규임용 1차 필기시험 선발 전형 방법 선정에 관해 학

교 자체 선발하는 1안과 교육청 위탁 선발하는 2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경호 이사장이 이에
대한 처리를 물으니 성베드로학교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원 적격자를 선발하는 방법은 학교 자체
로(초등 교사 2명, 중등교사 4명 계 6명)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에 유낙준 이사의 동의와 김영기
이사의 재청으로 전원 찬성 가결하다.
12) 제 12호 의안 : 기타 안건
이경호 이사장이 기타 안건이나 의견을 물으니 더 이상 없다는 모두의 발언에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다.

13) 제 13호 의안 : 이사회 회의록 간 서명자 선임에 관한 건
이경호 이사장이 사립학교법 제18조의 2 제 2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 간 서명자로
이경호 이사장, 이관식 이사, 이인재 이사로 추천하자 박동신 이사의 동의와 주성식 이사의 재청
으로 전원 찬성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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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인 보고
최호용 법인사무국장이 주요 업무 사항을 보고하다.
가. 학교법인 성공회대학교 임원(감사 포함) 임기 만료에 따른 후보자 선임 준비
(이경호 이사, 권순엽 이사후보자, 이경수 이사후보자, 조정은 공인회계사 후보자)
나. 김정기 교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행정 소송 진행
다. 2021년 대학 기본 역량진단 대비 대학 운영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T/F팀 회의 내용(3/12일)
라. 외부 회계 감사(2021.4.5.-7)
마. 법인 및 학교 발전을 위한 내.외부 인사 만남 지속 실행
바.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자료 작성 제출
사. 2020회계연도 기부금 수입 및 전출 현황

2) 성공회대학교 보고
김기석 총장이 성공회대학교 주요 업무 사항을 보고하다.
가. 성공회대학교 신학과 독립을 요청하는 탄원서에 대한 답변
나. 대학 발전실 현황 보고
나. 학부제 개편 이후 입시 결과 추이(2018 – 2021학년도)

3) 성베드로학교 보고
박용숙 교장이 성베드로학교 주요 업무 내용을 보고하다.
가. 성베드로학교 교직원 임면

나. 성베드로학교 운영
다. 성베드로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축 관련 사항
라. 성베드로학교 학교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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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하고 박동신 이사의 폐회 기도로 213차 이사회를 마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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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 최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