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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이사 감사
임원정수 8 인 2 인
재적임원 8 인 2 인
참석임원 7 인 2 인

1. 일    시 : 2023년 02월 07일(화) 14:00
(회의소집 통보일: 2023년 01월 30일)

2. 장    소 : 이사회 회의실 (원격영상회의 병행)

3. 회의 참석자
○ 참석임원

- 이사( 7인 ) : 조선영 이사장, 이종수 이사, 이종민 이사, 오승훈 이사
- 이사( 7인 ) : 배일환 이사, 김영만 이사, 이향철 이사(불참 : 김기영 이사)
- 감사( 2인 ) : 배홍기 감사, 이동훈 감사

4. 안    건
q 제2022-47호 : 학교법인 및 각급학교 2022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1) 광운초등학교 2022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2) 남대문중학교 2022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3) 광운중학교 2022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4)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2022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5) 광운대학교 2022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6) 학교법인 광운학원 2022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q 제2022-48호 : 학교법인 및 각급학교 2023학년도 예산(안)
1) 광운초등학교 2023학년도 예산(안)
2) 남대문중학교 2023학년도 예산(안)
3) 광운중학교 20223년도 예산(안)
4)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2023학년도 예산(안)
5) 광운대학교 2023학년도 예산(안)

        학교법인 광운학원
2022학년도 제8차 이사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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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교법인 광운학원 2023학년도 예산(안)
q 제2022-49호 : 2023학년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 부담(안)
q 제2022-50호 : 광운대학교 2022학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 및 2023학년도 기금 운용

계획
q 제2022-51호 : 광운대학교 임의특정목적기금 일부 용도 변경 건
q 제2022-52호 : 광운대학교 규정 개정(안)

1) 직원인사 규정 개정(안)
2) 직원보수 규정 개정(안)
3) 직원인사위원회 규정 개정(안)
4) 원격수업 운영 규정 개정(안)
5)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인사 규정 개정(안)
6) 지능형로봇혁신공유대학사업단 운영 규정 제정(안)

q 제2022-53호 : 광운대학교 교원에 관한 건
1) 2023학년도 전반기 전임교원 승진임용 제청(안)
2) 전임교원 면직 제청(안)
3) 명예교수 임용 제청(안)
4) 2023학년도 전반기 전임교원 신규임용 취소 제청(안)

q 제2022-54호 : 광운대학교 직원 특별명예퇴직 제청(안)
q 제2022-55호 : 중등학교 교원 휴직․복직․면직 제청(안)
q 제2022-56호 : 각급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구성 건
q 제2022-57호 : 학교법인 광운학원 상근임원 보수 책정 건
q 제2022-58호 : 2023학년도 정기이사회 일정(안)
q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 대상 안건

5. 회의내용

q 성원 보고 및 개회 선언

개회 시간이 되어 조선애 간사가 참석 임원을 보고하자, 조선영 의장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
회를 선언하고 인사하다.
이어 인사발령에 의해 법인사무처 겸직근무자가 최홍선 차장에서 박정수 차장으로 변경되었음
을 공지하고 참석이사들에게 인사하다.

q 제2022-47호 : 학교법인 및 각급학교 2022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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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영 의장은 제2022-47호 의안을 상정하고 조선애 간사에게 의안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조선애 간사는 학교법인 및 각급학교의 2022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액을 아래와 같이 설
명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세부항목의 주요 증감내용을 추가 설명하다.

(단위 : 천원)

기관명 2022학년도
추경예산액

2022학년도
기정예산액 증감액 비고

광운초등학교 6,724,745 7,478,376 -753,631 제2차 추경
남대문중학교 5,572,148 5,492,019 80,129 제2차 추경
광운중학교 5,165,876 4,923,334 242,542 제2차 추경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12,013,252 11,076,893 936,359 제2차 추경
광운대학교 121,003,144 120,360,047 643,097 제2차 추경
학교법인 일반업무회계 1,248,920 1,184,420 64,500 제2차 추경
학교법인 수익사업회계 869,491 856,491 13,000 제2차 추경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여 학교법인 및 각급학교 2022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하기로 의결하다.

q 제2022-48호 : 학교법인 및 각급학교 2023학년도 예산(안)

조선영 의장은 제2022-48호 의안을 상정하고 조선애 간사에게 의안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조선애 간사는 학교법인 및 각급학교의 2023학년도 예산(안)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예산
(안) 세부항목의 주요 증감내용을 추가 설명하다.

(단위 : 천원)

기관명 2023학년도
예산액

2022학년도
예산액 증감액 비고

광운초등학교 7,175,661 6,724,745 450,916
남대문중학교 4,211,753 4,946,619 -734,866
광운중학교 3,537,648 5,184,229 -1,646,581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7,324,353 12,013,252 -4,688,899
광운대학교 120,349,785 121,003,144 -653,359
학교법인 일반업무회계 1,206,977 1,248,920 -41,943
학교법인 수익사업회계 950,291 869,491 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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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이종민 이사의 동의와 이종수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만장일치에
따라 학교법인 및 각급학교 2023학년도 예산(안)을 승인하기로 의결하다.

(14:20 광운대학교 김재요 기획처장, 정석재 교무처장 입실함.)

q 제2022-49호 : 2023학년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 부담(안)

조선영 의장은 제2022-49호 의안을 상정하고 김재요 기획처장에게 의안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김재요 기획처장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법인부담금)에 의거,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대학에서 부담하기 위한 건임을 설명하다.

▪ 2023학년도 사학연금법인부담금 학교부담액 : 3,041,813천원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2023학년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 부담
(안)을 승인하기로 의결하다.

q 제2022-50호 : 광운대학교 2022학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 및 2023학년도 기금 운용 계획

조선영 의장은 제2022-50호 의안을 상정하고 김재요 기획처장에게 의안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김재요 기획처장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7(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의거, 2022학년도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 2023학년도 기금 운용 계획을 승인받기 위한 건임을 설명하다.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2022학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 및 2023학
년도 기금 운용 계획을 승인하기로 의결하다.

q 제2022-51호 : 광운대학교 임의특정목적기금 일부 용도 변경 건

조선영 의장은 제2022-51호 의안을 상정하고 김재요 기획처장에게 의안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김재요 기획처장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7(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의거, 임의특정목적
기금의 일부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건임을 설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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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광운대학교 임의특정목적기금
일부 용도 변경 건을 승인하기로 의결하다.

q 제2022-52호 : 광운대학교 규정 개정(안)

조선영 의장은 제2022-52호 의안을 상정하고 김재요 기획처장에게 의안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김재요 기획처장은 직원인사 규정, 직원보수 규정, 직원 인사위원회 규정, 원격수업 운영 규
정,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인사 규정을 개정하고 지능형로봇혁신공유대학사업단 운영 규
정을 제정하기 위한 건임을 설명하다.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배일환 이사의 동의와 이종수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만장일치로
아래와 같이 광운대학교 규정 개정(안)을 승인하기로 의결하다.

안  건 심의결과 시행일자

 직원인사 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2023.02.07.

 직원보수 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2023.02.07.

 직원 인사위원회 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2023.02.07.

 원격수업 운영 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2023.02.07.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인사 규정 개정(안) 부결 -

 지능형로봇혁신공유대학사업단 운영 규정 제정(안) 원안가결 2023.02.07.

q 제2022-53호 : 광운대학교 교원에 관한 건

조선영 의장은 제2022-53호 의안을 상정하고 정석재 교무처장에게 의안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에 따라 광운대학교 교원에 관한 건을 승인하기
로 의결하다.

▪ 정교수 승진임용·정년보장 대상자 :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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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학과(부) 현 직급
(직종) 성명 현직 임용일 발령사항

직급 기간 일자
1 전자재료공학과 부교수

(일반전임) 2018.03.01.
교수 정년보장 2023.03.01.

2 화학과 부교수
(일반전임) 2018.03.01.

▪ 부교수 승진임용 대상자 : 1명
번호 학과(부) 현 직급

(직종) 성명 현직 임용일 발령사항
직급 기간 일자

1 법학부 조교수
(일반전임) 2020.09.01. 부교수

2023.03.01.~
2030.08.31.

(7.5년)
2023.03.01.

▪ 조건부 부교수 승진임용 대상자 : 1명
번호 학과(부) 현 직급

(직종) 성명 현직 임용일 발령사항
직급 기간 일자

1 경영학부 조교수
(일반전임) 2017.03.01. 부교수 2023.03.01.~2030.08.31.(7.5년) 2023.03.01.

조건부 승진임용 조건 : 2023.02.28.까지 KCI급 논문(주저자) 1편 추가 게재
▪ 외국인특별전임 교수 승진임용 부적격 대상자 : 1명
번호 소속 직종 성명 직급 현직 임용일 승진 예정일 적격여부

1 글로컬교육센터 외국인특별전임 부교수 2018.03.01. 2023.03.01. 승진유예신청
외국인특별전임( ) 재임용기간 : 2022.03.01.～2024.02.28.

▪ 전임교원 면직 대상자 : 9명

번호 학과(부) 직종 직급 생년
월일 성명 발령사항

내용 일자
1 전자공학과 일반전임교원 교수 정년퇴직 2023.02.28.
2 전자공학과 일반전임교원 교수 정년퇴직 2023.02.28.
3 전기공학과 일반전임교원 교수 정년퇴직 2023.02.28.
4 컴퓨터정보공학부 일반전임교원 교수 정년퇴직 2023.02.28.
5 법학부 일반전임교원 교수 정년퇴직 2023.02.28.
6 국제학부 일반전임교원 교수 정년퇴직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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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교수 임용 대상자 : 5명

▪ 2023학년도 전반기 전임교원 임용취소 대상자 : 1명

q 제2022-54호 : 광운대학교 직원 특별명예퇴직 제청(안)

조선영 의장은 제2022-54호 의안을 상정하고 김재요 기획처장에게 의안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아래와 같이 광운대학교 직원 특별명예퇴직
제청(안)을 승인하기로 의결하다.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발령사항 비고

(정년퇴직일)내용 일자
경영대학원

교학팀
부장

(사무직4급) 명. 특별명예퇴직 2023.02.28. 2030.02.28.
스마트

융합대학원
교학팀

부장
(기술직3급) 명. 특별명예퇴직 2023.02.28. 2030.08.31.

번호 학과 성명 생년월일 발령사항 비고내용 일자
1 전자공학과 임. 명예교수 2023.03.01.

2023.02.28.
정년퇴직

2 전자공학과 임. 명예교수 2023.03.01.
3 전기공학과 임. 명예교수 2023.03.01.
4 컴퓨터정보공학부 임. 명예교수 2023.03.01.
5 국제학부 임. 명예교수 2023.03.01.

번호 학과(부) 직종 직급 생년
월일 성명 발령사항

내용 일자
7 컴퓨터정보공학부 일반전임교원 조교수 의원면직 2023.02.28.
8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일반전임교원 조교수 의원면직 2023.02.28.
9 법학부 일반전임교원 조교수 의원면직 2023.02.28.

번호 학과 현 직급
(직종) 성명 생년월일 발령사항 비고내용 일자

1 전기공학과 조교수
(일반전임) 임용취소 2023.02.07. 타 대학 교원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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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 광운대학교 김재요 기획처장, 정석재 교무처장 퇴실함.)

q 제2022-55호 : 중등학교 교원 휴직․복직․면직 제청(안)

조선영 의장은 제2022-55호 의안을 상정하고 조선애 간사에게 의안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이종민 이사의 동의와 이종수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
하여 아래와 같이 중등학교 교원 휴직․복직․면직 제청(안)을 승인하기로 의결하다.

소속 직위
(과목) 성명 생년월일 발령사항 비고내용 일자

광운중학교

교장
(국어) 명. 정년퇴직 2023.02.28. 교장

임기만료
교사

(미술) 임. 명예퇴직 2023.02.28. 명예퇴직

교사
(사회)

 명. 육아휴직(첫째)
(2023.03.01.-2023.08.22.) 2023.03.01.

교사
(국어) 명. 복직 2023.03.01.

가사휴직
(2022.03.01.
-2023.02.28.)

남대문중학교

교사
(보건)

 명. 육아휴직(첫째)
(2023.03.01.-2024.02.29.) 2023.03.01.

교사
(영양)

 명. 육아휴직(첫째)
(2023.03.01.-2023.08.31.) 2023.03.01.

교사
(영어)

 명. 자율연수휴직
(2023.03.01.-2023.08.31.) 2023.03.01.

교사
(국어)

명. 복직 2023.03.01. 질병휴직(2021.06.04.-2023.02.28.
 명. 자율연수휴직(2023.03.01.-2023.08.31.) 2023.03.01.

교사
(과학)

 명. 자율연수휴직
(2023.03.01.-2024.02.29.)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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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2022-56호 : 각급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구성 건

조선영 의장은 제2022-56호 의안을 상정하고 조선애 간사에게 의안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이종민 이사의 동의와 이종수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만장일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각급학교 교원징계위원히 구성 건을 승인하기로 의결하다.

소속 직위
(과목) 성명 생년월일 발령사항 비고내용 일자

광운인공지능
고등학교

교사
(영어) 임. 명예퇴직 2023.02.28. 명예퇴직

교사
(지리) 임. 명예퇴직 2023.02.28. 명예퇴직

교사
(국어)

 명. 고용휴직
(2023.03.01.-2024.02.29.) 2023.03.01.

교사
(영양)

 명. 육아휴직(둘째)
(2023.03.01.-2024.02.29.) 2023.03.01. 휴직연장

교사
(전문상담)

 명. 육아휴직(둘째)
(2023.03.01.-2024.02.29.) 2023.03.01. 휴직연장

교사
(전기.전자.

통신)
 명. 육아휴직(둘째)
(2023.03.01.-2024.02.29.) 2023.03.01. 휴직연장

교사
(전기.전자.

통신)
 명. 육아휴직(첫째)
(2023.03.01.-2024.02.29.) 2023.03.01.

교사
(전기.전자.

통신)
명. 복직 2023.03.01.

육아휴직(첫째)
(2022.03.01.
-2023.02.28.)

교사
(보건) 명. 복직 2023.03.01.

육아휴직(첫째)
(2022.03.01.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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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2022-57호 : 학교법인 광운학원 상근임원 보수 책정 건

q 제2022-58호 : 2023학년도 정기이사회 일정(안)

조선영 의장은 제2022-58호 의안을 상정하고 조선애 간사에게 의안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조선애 간사는 2023학년도 정기이사회 개최 일정(안)을 보고하다.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참석이사 만장일치에 따라 2023학년도 정기이사회 일정(안)을 승인하
기로 의결하다.

조선애 간사는 회의를 종결하기에 앞서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제4항 및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오늘 이사회의 안건 제2022-56호 및 57호는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 대상 안건에 해당됨
을 설명하다.

6. 폐회
조선영 의장은 이상과 같이 모든 안건이 원만하게 의결되었음을 확인하고, 15시 10분 폐회를
선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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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광운학원 이사회

이사장 조 선 영 (서명) 이 사  이 종 수 (서명)

이 사  이 종 민 (서명) 이 사  김 기 영 (서명)

이 사  오 승 훈 (서명) 이 사  김 영 만 (서명)

이 사  배 일 환 (서명) 이 사  이 향 철 (서명)

감 사  배 홍 기 (서명) 감 사  이 동 훈 (서명)

2023. 02. 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