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 보고안건 제2019-15호 : 광운중학교 영어교육 사례 보고 

- 조선영 이사장 ; 임하순 교장, 강민정 연구부장에게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임하순 교장, 강민정 연구부장 ; 회의자료를 기반으로 광운중학교에서 실시한 영어교

육 사례에 대해 보고하다.

- 이사 전원 ; 광운중학교 영어교육 사례에 대해 참석이사 전원이 보고를 받아들이고,

박수로 격러하다

(광운중학교 임하순 교장, 강민정 연구부장 퇴실하다) 

- 조선영 이사장 ; 이사틀에게 심의안건 제2019-23호 광운대학교 교원에 관한 건을 먼

저 상정할 것을 제안하다

- 이사 전원 ; 상정안건 순서 변경에 찬성하다.

(팡운대학교 김주잔 교무처장, 임호선 교수지원팀장 입실하다) 

디 심의안건 제2019-23호 : 광운대학교 교원에 관한 건 

1) 2019학년도 후반기 특별전임교원 신규임용 제정(안)

2) 2019학년도 후반기 전임교원 승진임용 제정(안)

3) 전임교원 면직 제정(안)

4) 명예교수 임용 제청(안)

- 조선영 이사장 ; 김주찬 교무처장에게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1) 2019학년도 후반기 특별전임교원 신큐임용 제청(안)

- 김주잔 교무처장 ; 회의자료를 기반으로 2019학년도 후반기 특별전임교원 신큐임용

제청(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2019학년도 후반기 특별전임교원 신규임용 대상자 : 2명

�년8 」A‘_q 성명 
생년 제청사항 

월일 임용사항 임용기간 임용일 

상담복지 2019.9. 1∼ 

2019.9.1 
E벼 정책대학원 2021.8.31 
-, ξE 

전임 

교원 
상담복지 2019.9. 1∼ 

정책대학원 

• 특별전임교원(일반E랙) 조교수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대학원 근무

• 특별전임교원(일반E랙) 조교수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근무 2021.8.31 
20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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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에 대하여 이사틀의 의견을 묻다. 

안건 원안대로 승인하는데 찬성하다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심의안건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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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 

후반기 1) 2019학년도이사장 

별전임교원 신유임용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청(안) 

2019학년도 

2) 2019학년도 후반기 전임교원 승진임용 

- 김주잔 교무처장 ; 회익자료를 기반으로 재칭 승진임용 후반기 전임교원 

설명하다. 

승진임용 대상자 ; 총 8명 

정교수 승진임용·정년보장 대상자 : 3명 

(안)에 대하여 

• 

• 

학과(부) 
현 직급 

성명 현직 임용일 
제청사항 

(직종) �二i:J- 기간 일자 

2014-09-01 

2012-09-01 」--ι
1
「
-/‘-- 정년보장 2019.9.1 

2014-09-01 

부교수 승진임용 대상자 ; 5명 

학과(부) 
현 직급 

성명 현직 임용일 
제청사항 

(직종) 직급 기간 일자 
2019.9.1 ∼

2014.03.01 .!?「4-「l!.-‘κ「- 2027.2.28 2019.9.1 
(7.5년) 

2019.9.1 ∼

2017.03.01 -t「j 」-1!.「 --∼「 2027.2.28 2019.9.1 
(7.5년) 

2019.9.1 ∼

2016.03.01 「I=!.」-「l!.,.∼- 2027.2.28 2019.9.1 
(7.5년) 

2019.9.1 ∼
2016.03.01 -t「j 」-ι「 -ιA「‘ 2027.2.28 2019.9.1 

(7.5년) 
2019.9.1 ∼

2013.03.01 부교수 2020.2.29 2019.9.1 
(6월) 

•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이사장 ; 상정 안건에 대하여 - 조선영

안건 원안대로 승인하는데 찬성하다 λ};셔 
。 。이사 전원 

후반기 전 2) 2019학년도심의안건 제23호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이사장 - 조선영

승진임용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임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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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임교원 면직 제정(안)

- 김주찬 교무처장 ; 회의자료를 기반으로 전임교원 면직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 전임교원 면직 대상자 ;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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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성명 생년월일 

제청사항 

(직종) 내용 일자 

명. 정년퇴직 2019.8.31 

명 정년퇴직 2019.8.31 

명 의원면직 2019.8.31 

명 면직(사망퇴직) 2019.8.9 

- 조선영 이사장 ;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이사를의 의견을 묻다.

- 이사 전원 ; 상정 안건 원안대로 승인하는데 찬성하다.

- 조선영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심의안건 제23호 3) 전임교원 면직 제청(안)

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4) 명예교수 임용 제청(안)

- 김주잔 교무처장 ; 회의자료를 기반으로 명예교수 임용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명예교수 임용 대상자 : 2명

-」」‘--;-듀- {'그세 I;]그j 생년월일
전임교원 제청사항 

비고 
재직기간 내용 일자 

2019.8.31 
명예교수 2019.9.1 

정년퇴직 

2019.8.31. 
명예교수 2019.9.1 

정년퇴직 

- 조선영 이사장 ;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이사틀의 의견을 묻다.

이사 전원 ; 상정 안건 원안대로 승인하는데 찬성하다.

- 조선영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심의안건 제23호 4) 명예교수 임용 제정(안)

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광운대학교 김주잔 교무처장, 임호선 교수지원팀장 퇴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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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 대상자

-J」“극“극 직위 
성명 생년월일 

제청사항 

(과목) 내용 일A「
비고 

교사 후임충원방법 
광운초등학교 

(초등담임) 

명. 육아휴직(둘째) 
 기간 2019.08.28,∼ 2019.08.28 

기간제교사 
2020.02.29 

- 조선영 이사장 ;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 이사 전원 ; 상정 안건 원안대로 승인하는데 잔성하다.

- 조선영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심의안건 제24호 1) 광운초등학교 교원 등;,l
TT「

제청(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2) 광운중학교 교원 복직 및 면직 제정(안)

- 이세원 과장 ‘ 회의자료를 기반으로 광운중학교 교원 복직 및 면직 제청(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복직 및 면직 대상자

」t..‘ =--『‘f 직위 
성명 생년월일 

제청사항 

(과목) 
비고 

내용 일자 

교사 
명 면직(정년퇴직) 2019.08.31 

고JZι- 교사 
명 면직(사망퇴직) 

중학교 
2019.08.09 

교사 
며〈그 보 -, 지-←1 2019.08.21 

- 조선영 이사장 ;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 이사 전원 ; 상정 안건 원안대로 승인하는데 잔성하다‘

- 조선영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심의안건 제24호 2) 광운중학교 교원 복직

및 면직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3)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교원 복직 제청(안)

- 이세원 과장 • 회의자료를 기반으로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교원 복직 제정(안)에 대하

여 설명하다.

간서명 I 껏까 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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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직 대상자

-A」=--τ- 직위 
성명 생년월일 제청사항 

(과목) 내용 일자 

광운전자 교사 
며〈그 보 -, ?:=「| 2019.08.16 

공업고등학교 

비고 

- 조선영 이사장 ;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 이사 전원 : 상정 안건 원안내도 승인야는데 찬성하다.

- 조선영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잔성으로 심의안건 제23호 3)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교원 복직 제청(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며 심의안건 제2019-25호 :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및 법인세 납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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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안건

1)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 대상 안건

- 조선영 이사장 ; 사립학교법 저]18조의2 @항 및 시행령 제8조의 2에 따라 심의안건

2019-25호에 대하여 이사회 회의록을 비공개할 것을 제안하다

- 이사 전원 ;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참석 이사 전원 찬성하다.

- 조선영 이사장 ; 잠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심의안건 2019-25호에 대하여 이사회 회의

록을 비공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2)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대표자 선임 건

-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조선영 이사장, 이종수 이사, 권순도 이사를 본 이사회 회

의록 간서명 대표자로 선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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