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순효학원
(2019년도 4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이사정수 7인 2인
재적임원 7인 2인
참석임원 6인 0인

1. 일 시 : 2019년 04월 26일(금) 11:00~11:55(회의소집 통보일 : 2019년 04월 15일)

2. 장 소 : 학교법인 순효학원 이사장실

3. 임원 출․결 사항

   ◉ 참석 임원

     - 이사( 6인) : 박용진, 강성락, 한주섭, 장인원, 조성극, 김관유

4. 회의안건

      가. 2018회계년도 법인회계 및 각급학교 학교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

      나. 정관변경 심의

      다. 수익용기본재산(건물·토지)처분 심의

      라. 대학중장기발전계획 및 2020학년도 대학정원 기본계획(안) 심의

      마. 고양외국어고등학교 영양교사 정원배정 요청 심의

5. 회의내용

다. 심의안건

▣ 제1호 안건 2018회계연도 법인회계 및 각급학교 학교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

의 결 사 항

▶ 2018년도 법인회계 및 각급학교 학교비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표 ◀

(2018.03.01 ~ 2019.02.28)

(단위 : 원)

기관명 회계명 세 입 세 출 차기이월액 비 고
법인 일반회계 304,702,824 159,466,605 145,236,219

신안산대학교 학교회계 38,988,540,574 37,439,929,213 1,548,611,361
고양외국어
고등학교 학교회계 10,118,491,528 9,732,234,847 386,256,681

고양제일중학교 학교회계 7,137,521,450 7,068,236,205 69,285,245



▣ 제2호 안건 정관변경 심의

의 결 사 항
현  행 개  정

제85조 (정원) 법인 및 각급학교에 두는 

일반 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 별표 2 】

신안산대학교 일반직정원

 총    계                  75명

 일반직계                  49명 

 3급(부이사관)              1명

 4급(서기관)                1명

 5급(사무관)                4명

 6급(주  사)                5명

 7급(주사보)                9명

 8급(서  기)               13명

 9급(서기보)              16명

제85조 (정원) 법인 및 각급학교에 두는 

일반 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 별표 2 】

신안산대학교 일반직정원

 총    계                  64명

 일반직계                  42명 

 3급(부이사관)

 4급(서기관)

 5급(사무관)

 6급(주  사)

 7급(주사보)

 8급(서  기)

 9급(서기보)

 기능직계                  18명

   6등급계                   1명

   7등급계                   5명

   8등급계                   6명

   9등급계                   6명

 기능직계                  12명

   6등급계

   7등급계

   8등급계

   9등급계

  연봉직계                   8명   연봉직계                   10명



▣ 제3호 안건 수익용기본재산(건물‧토지) 처분 심의

의 결 사 항
▣ 수익용기본재산(건물, 토지) 처분 부동산 현황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548-5 건물 2,621

소계(건물) 2,621

548-5 대지 1,108

549-6 대지 1,318

549-8 대지 21

549-5 대지 106

549-33 대지 3

549-3 기타 12

549-29 기타 37

492-1 대지 150

492-5 기타 1

548-10 대지 91

492-4 전 62

492-7 대지 15

492-6 기타 21

548-46 대지 13

548-43 226

소계(토지) 3,184

합계(건물+토지) 5,805



▣ 제4호 안건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및 2020학년도 대학 정원 기본계획(안) 심의

의 결 사 항
2020학년도 대학 정원 기본계획(안)

1. 목적 : 

   1) 대학중장기발전계획 및 대학혁신전략에 따른 학과 구조개혁

   2)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대학 정원 감축

   3) 교육자원의 감소와 교육환경의 다양한 변화 등에 대처하고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과정원 조정 등의 학과 운영을 위한 기본 계획의 수립

2. 대학 정원 기본계획(안) 수립 일정

구분 추진일정 주관부서 비고

 대학기본계획 관련 의견 접수
2019. 1. 21(월)

~ 2019. 1. 31(목)
전체학과

대학기본계획(안) 의견수렴 및 

자료조사

2019. 1. 21(월)

~ 2. 11(월)
구조개혁TF팀

기 획 홍 보 처 

주관
대학기본계획(안) 수립 2019. 2. 19(화) 기획홍보처

대학기본계획(안) 심의 2019. 3. 7(목) 구조개혁위원회

대학기본계획(안) 심의 및 확정 2019. 3. 8(금)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 자문 2019. 3. 11(월) 대학평의원회

3. 2020학년도 대학 입학정원(안)

  1) 입학 및 편제정원

학년도 입학정원 편제정원
2014 2,040 명 4,240 명
2015 1,975 명 4,175 명
2016 1,920 명 4,055 명
2017 1,895 명 3,955 명
2018 1,895 명 3,930 명
2019 1,895 명 3,930 명
2020 1,850 명 3,885 명

 ※ 입학정원 기준 45명 감축, 편제정원 기준 45 명 감축 

    - 2021학년도 추가 45명 정원 감축 예정



4. 학과 정원 조정 

학 과 현재정원 조정감원(안) 비고조정인원 조정 후
사무비서행정과 60 20 40

산업경영과 105 25 80
소계 165 45 120

5. 2019학년도 학과별 입학정원 현황

계열 학  과 2019학년도
입학정원

2020학년도
입학정원 비고

공학

1  기계과 80 80

2  전기과 120 120

3  전자정보통신과 70 70

4  생명환경공학과 80 80

5  건설정보시스템과 70 70

6  바이오생명과학과 105 105

7  건축과(3년제) 70 70

8  산업경영과 105 80

9  컴퓨터정보과 70 70

10  기계설계과 80 80

11  멀티미디어컨텐츠과 70 70

인문
사회

12  사무비서행정과 60 40

13  국제관광경영과 95 95

14  사회복지과 70 70

15  국제경영과 70 70

16  호텔외식경영과 70 70

17  경호경찰행정과 100 100

18  세무회계과 80 80

19  아동보육과 40 40

자연과학 20  호텔조리과 105 105

예체능

21  산업디자인과 70 70

22  실내디자인과 (3년제) 70 70

23  뷰티디자인과 110 110

24  생활음악과 35 35

계 1,895 1,850



▣ 제5호 안건 고양외국어고등학교 영양교사 정원배정 요청 심의

의 결 사 항

고양외국어고등학교 영양교사

정원배정 요청서

1. 개요

가. 2019학년도 교원 정 현원 및 영양교사 정원배정 요청(안) 

2019학년도 정 현원 현황

영양교사 정원 

추가배정 

요청(안)
배정

요청

시기구분 교장 교감

교사

보건 사서 계
교사

구분
정원보직

교사

수석

교사

일반

교사

정원 1 1 11 1 53 1 1 69
영양

교사
1

2019.

09.01
현원 1 1 11 1 34 1 0 49

 과부족 0 0 0 0 -19 ０ -1 -20

 주」 2019학년도 사립 중등학교 교원조직계획서 최종 제출(고양외국어고-1719, 2019.03.12.)

2. 영양교사 정원 배정 요청 취지

 가. 영양교사 정원 배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 본교는 생활관이 있는 기숙형 학교로서 1,2,3학년 전체 332명(2019.03.20.일 현재)

이 기숙사 생활관에서 생활하고 있고 학교에서 조식, 중식, 석식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 임.

□ 생활관 학생들의 식생활 건강을 위해 식생활 영양과 안전을 체계적인 관리감독, 교

육할 교사가 필요하고 이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영영사로서는 부족하고 영양교사가 

담당해야 함.

□ 또한 연간 영양 및 식생활 교육, 식생활 예절, 식생활 안전을 12시간이상 교육해야 

하는데 타교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별도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

용하여 영양교사가 교육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2019학년도 고양외국어고 교육과정에  따른 영양교사 주요 업무

  

□ 영양 식생활 교육 실시 – 연간 2시간 이상 실시

□ 식중독 예방교육 및 안전교육 실시 - 연간 10시간 이상 실시

□ 생활지도 및 인성 교육 실시(질서 있게 줄서기, 타인을 위한 배려, 식생활 예절, 

생명에 대한 경회심 등) - 연간 4시간 이상 실시

□ 학교급식의 안전성 및 건강한 식단 관리

3. 현 고양외고 영양사 고용현황 및 정원 배정 후 고용해지계획(안)  

   가. 영양사 고용 현황(2019.03.01. 현재)

구분 소속 직급 성명 최초임용일 주요 업무

고용

현황
급식실

교육공무직

영양사
김지혜 2015.09.01.

급식실 업무 총괄

식단개발 및 조리

급식물품구매

급식종사원관리등

   나. 고양외고 영양교사 정원 배정시 현 영양사 고용 해지 계획

       - 현재 근무 중인 영양사는 신규 기간제교사 채용시까지 근무할 예정이며

         채용 완료 후 의원면직키로 함

  4. 고양외고 영양교사 정원 배정 요청 업무 추진 일정계획(안)

연번 안건 및 업무명 관련 위원회 및 기관 일정 비고

1
영양교사 정원 배정

요철 심의
교원인사위원회 2019.03.26.(화) 심의완료

2
영양교사 정원 배정

요청 자문
학교운영위원회 2019.04.04.(목) 자문완료

3
영양교사 정원배정 요청 

심의
학교법인이사회

2019.04.25.(목)-

04.26(금)

4

고양외고 영양교사

정원 추가배정 요청

공문 발송

경기도교육청

학교지원과
2019.05.10.(금)

현 영양사

의원면직

확인서

포함

5

고양외고 영양교사

정원 추가배정

검토 및 승인

경기도교육청

학교지원과
2019.05.31.(금)

6

고양외고 영양교사

기간제채용계획/결과

심의 및 승인

고양외고

교원인사위

2019.06.01.-

2019.08.31

7
고양외고 영양

기간제교사 임용
고양외고 2019.09.01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