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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심의 안건 목록

1호 안건 법인회계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2호 안건 법인회계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3호 안건 고양제일중학교 2021학년도 세입·세출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4호 안건 고양제일중학교 2022학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5호 안건 고양제일중학교 교원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안) 심의

6호 안건 고양제일중학교 2022학년도 사립학교 교장자격연수대상자 및 교감 
면접대상 후보자 추천(안) 심의

7호 안건 교장자격인정제에 의한 고양제일중학교 교장자격인정 신청(안) 심의

8호 안건 고양제일중학교 교원 육아휴직(안) 심의

9호 안건 고양제일중학교 교원 전보(전입) 대상자(안) 심의

10호 안건 고양외고 2021학년도 세입·세출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11호 안건 고양외고 2022학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12호 안건 고양외고 교장 중임(안) 심의

13호 안건 고양외고 교원 복직 및 휴직(안) 심의

14호 안건 고양외고 교원 전보(전출) 대상자(안) 심의

15호 안건 신안산대학교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16호 안건 신안산대학교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17호 안건 신안산대학교 규정 제·개정(안) 심의

18호 안건 신안산대학교 교원 및 직원 명예퇴직(안) 심의

19호 안건 신안산대학교 2022학년도 1학기 교원 휴직(안) 심의

20호 안건 신안산대학교 2022학년도 상반기 전임교원 재임용(안) 심의

21호 안건 금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이사 선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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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심의·의결 안건

1호 안건
법인회계 2021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 2021회계연도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표

1. 수입현황

- 교육외 수입: 수익용기본재산(동두천관광호텔)을 매각하고 수익용예금으로 대체취득  

  하여 예치하여 발생하는 예금이자로 월 약480만원 발생

- 수익용기본재산(동두천국제센터) 임차인 미확보로 임대료수입 감소

- 고정자산매각수입: 수익용기본재산(동두천관광호텔) 매각 금액

(단위: 천원)

기 관 명 회 계 명
세 입 ․ 세 출

1차 추경 예산액(A) 본 예산액(B) 증․감(A-B)

순효학원 법인회계 3,730,399 3,548,105 182,294

(단위: 천원)

세           입          현          황

관별 1차 추경예산액(A) 본 예산액(B) 증감(A-B) 비율(%)

전입금 및 기부 수입 62,900 110,000 -47,100 1.6

교육외 수입 40,057 38,600 1,457 1.0

고정자산 매각수입 3,700,000 3,468,691 231,309 99.1

미사용 전기이월 자금 -72,558 -69,186 -3,372 -1.7

계 3,730,399 3,548,105 182,29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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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출현황

- 관리운영비: 동두천관광호텔 매각에 따른 공과금, 폐기물처리비 외 동두천국제센
터, 태양광발전소 건축물관리비, 전기수도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증가

- 전출금: 법정부담전출금 교육부 신청에 따른 법인부담금 전출금은 0원으로 승인을  
  받아 대학에 4백만원을 법인에서 전출
- 투자와 기타자산지출: 수익용기본재산인 동두천관광호텔 토지 및 건물 매각대금을  
  예금으로 대체취득(32억9천7백4십4만9천원)
 

(단위: 천원)

세           출          현          황

관별 1차 추경예산액(A) 본 예산액(B) 증감(A-B) 비율(%)

보     수 0 500 -500 0

관리운영비 117,269 56,700 60,569 3.1

교육외 비용 0 100 -100 0

전  출  금 4,000 20,000 -16,000 0.1

예  비  비 2,000 0 2,000 0.1

투자와 기타자산 지출 3,297,449 3,468,691 -171,242 88.4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309,681 2,114 307,567 8.3

계 3,730,399 3,548,105 182,29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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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안건 법인회계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 2022회계연도 법인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표

1. 수입현황

 - 전입금 및 기부수입: 지정기부자의 감소에 따라 지정기부금 수입 감소

 - 교육외수입: 수익용예금 예치 이자로 월 5백만원 수입 및 태양광발전소 전력  

  매각 수입 년620만원

(단위: 천원)

기 관 명 회 계 명

세 입 ․ 세 출

본 예산액(A) 2021회계연도
1차추경 예산액(B) 증․감(A-B)

순효학원 법인회계 405,881 3,730,399 -3,324,518

(단위: 천원)

세           입          현          황

관별 본 예산액(A)
2021회계연도

1차추경 예산액(B)
증감(A-B) 비율(%)

전입금 및 기부 수입 30,000 62,900 -32,900 7.4

교육외 수입 66,200 40,057 26,143 16.3

고정자산 매각수입 0 3,700,000 -3,700,000 0

미사용 전기이월 자금 309,681 -72,558 382,239 76.3

계 405,881 3,730,399 -3,324,51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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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출현황

 - 관리운영비: 동두천국제센터 및 태양광발전소 전기, 보안, 승강기 안전관리비  

  와 2021년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에 따른 법인세 및 2022년 재산세, 종합부동  

  산세 등 각종 세금 및 동두천국제센터를 비롯한 토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등을 반영 편성 

 - 전출금: 법인 법정부담금 전출로 5백만원 편성

 -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선급법인세, 고양제일중증좌, 미지급금, 제세예수금 편성

(단위: 천원)

세           출          현          황

관별 본 예산액(A)
2021회계연도

1차추경 예산액(B)
증감(A-B) 비율(%)

관리운영비 452,902 117,269 335,633 111.6

전  출  금 5,000 4,000 1,000 1.2

예  비  비 0 2,000 -2,000 0

투자와 기타자산 지출 0 3,297,449 -3,297,449 0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52,021 309,681 -361,702 -12.8

계 405,881 3,730,399 -3,324,51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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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안건 고양제일중학교 2021학년도 세입·세출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 2021학년도 제2차 세입·세출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표
(단위: 천원)

기 관 명 회계명

세 입 ․ 세 출

2차 추경예산액(A) 1차 추경 예산액(B) 증․감(A-B)

고양제일중학교 학교비 7,873,934 7,595,250 278,684 (3.7%)

- 2021학년도 학교비 세입·세출 2차 추경예산은 세입·세출 총액 각각

  7,873,93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1차 추경예산액 대비 278,684천원이 증액

- 인건비에서 명예퇴직 교사 퇴직수당이 증감 되었고, 각종 지방교육단체의 

  이전수입의 증가로 증액

 - 2021년도 제2차 추경 이후 추가로 지방교육단체 이전수입에 대해서는 간주  

  처리(학교장의 예산확정 과정만으로 예산 성립)가 가능

4호 안건 고양제일중학교 2022학년도 학교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 고양제일중학교 2022학년도 학교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표
(단위: 천원)

기 관 명 회 계 명
세 입 ․ 세 출

본 예산액(A) 전년도 예산액(B) 증․감(A-B)

고양제일중학교 학 교 비 7,156,184 7,116,449 39,735

 - 2022학년도 학교비 본예산 세입·세출은 총액 각각 7,156,18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9,735천원이 증액 편성
 - 증액사항은 인건비 인상분 및 교원신분변동에 따른 인건비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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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안건 고양제일중학교 교원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안) 심의

□ 고양제일중학교 교원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대상자 내역

소속 직명 성명 생년월일 퇴직사유 퇴직예정일

고양제일중학교 교장 허 웅범 59.12.10 정년퇴직 2022.03.01.

고양제일중학교 교사 윤 용한 62.02.13 명예퇴직 2022.03.01.

6호 안건
고양제일중학교 2022학년도 사립학교 교장 자격연수대상자 

및 교감 면접대상 후보자 추천(안) 심의

□ 2022학년도 교장자격연수 대상자 및 교감 면접대상 후보자 현황

연수

종별
현소속교

자격연수

후임명

예정교

연수대상자 인적사항

연수사유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현소지자격증 총

교육

경력자격명
자격증

취득일

자격취득후

교육경력

교장
고양제일

중학교

고양제일

중학교
박경란

650805-

2111042
중등교감 2017.8.28. 4년6월 33년

교장 허웅범

2022.2.28.

정년퇴직

교감
고양제일

중학교

고양제일

중학교
서선열

661201-

1789711
중등1정 1999.8.31. 22년6월 25년

교감 박경란

2022.03.01.

교장승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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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 안건
교장 자격인정제에 의한 고양제일중학교 교장 자격인정    

신청(안) 심의 

□ 교장 자격인정 신청 내역

직위 성명 생년월일 임용예정학교 임용예정직 임용예정일자 임용예정기간 비고

교감 박경란 1965.8.5.
고양제일

중학교
교장 2022. 3. 1.

2022.3.1.~

2026.2.28.

(4년)

교장자격연수

추천자

허웅범

※ 교장 자격인정제도를 통해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즉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2022. 3. 
1.~2026. 2. 28. 4년으로 함.  

8호 안건 고양제일중학교 교원 육아휴직(안) 심의

□ 육아휴직 대상자 

직급 성명 담당과목 생년월일 휴직사유 휴직 기간 복직예정일

교사 조인희 가정 1985.1.3. 육아휴직
(둘째)

2022.3.1.~2022.8.31.

(6개월)
2022. 9. 1.

9호 안건 고양제일중학교 교원 전보(전입) 대상자(안) 심의

□ 교원 전보(전입) 대상자

소속
전보

(전입)
직급 성명

생년

월일
성별

담당

과목

자격증
전보(전입)

일자
종별

(자격증번호)
과목

발급

년월일

고양

외고

고양제

일중
교사 김상은 79.5.26. 여 중국어

중등1정

(나 제44303호)
중국어 2007.8.31. 2022.3.1.

※ 고양제일중학교 교육과정 편제상 중국어과 개설로 인한 중국어 교사 

   법인 내 전보(전입) 발령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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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호 안건
고양외국어고등학교 2021학년도 학교비 세입·세출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 고양외고 2021학년도 학교비 세입·세출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표
(단위: 천원)

기 관 명 회계명
세 입 ․ 세 출

2차 추경예산액(A) 1차 추경 예산액(B) 증․감(A-B)

고양외국어고등학교 학교비 10,663,842 9,379,528 1,284,314

- 2021학년도 학교비 세입·세출 2차 추경예산은 세입·세출 총 10,663,842천원으  
  로 편성되었으며, 1차 추경예산액 대비 1,284,314천원 증액
- 인건비에서 육아휴직 등으로 감액이 되었고, 교과보충프로그램 등의 교육활동  
  지원비와 석면제거사업, 책걸상 및 급식기구 구입비,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확충 및 개선사업비의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증액

11호 안건 고양외국어고등학교 2022학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 고양외고 2022학년도 학교비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
(단위: 천원)

기 관 명 회 계 명
세 입 ․ 세 출

본 예산액(A) 전년도 예산액(B) 증․감(A-B)

고양외국어고등학교 학 교 비 9,544,122 8,907,883 636,239

- 2022학년도 학교비 본예산 세입·세출은 총액 각각 9,544,122천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전년도대비 636,239천원 증액

- 증액사항은 인건비 인상분 및 학교 일반운영, 학교시설 확충 등으로 등록금 인상  

  과 급식비 등 수익자부담비 증액

- 명시이월사업비 200,000천원은 노후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시설확충 및    

  개선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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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호 안건 고양외국어고등학교 교장 중임(안) 심의

□ 고양외국어고등학교 교장 중임 대상자 및 임용기간

학교명 직위 성  명 생년월일 직책 중임 기간

고양외고 교장 류승화 62. 9. 30 교장 2022.3.1.~ 2023.8.31.

- 고양외국어고등학교 류승화 교장 임기(2018. 3. 1.~2022. 2. 28.)가  
  2022. 2. 28. 부로 만료됨.

- 학교법인 정관 제41조 (임면)에 따라 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음.

  다만 2019년 경기도교육청 복무감사 결과 류승화 교장의 징계처분 통보에     
  대한 처분 취소 행정소송 관련 수원고등법원이 1심 결과에 반하여 순효학원의  
  항소심 패소 판결로 학교법인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하였고,

  류승화 교장 본인의 의사(2023. 8. 31.명예퇴직 요청)를 반영하여 
  고양외국어고등학교 류승화 교장 중임 임용을 2022. 3. 1.부터 2023. 8. 31.
  까지 임기로 함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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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호 안건 고양외국어고등학교 교원 복직 및 휴직(안) 심의

□ 고양외고 교원 복직 및 휴직 대상자 및 기간

구분 직위 과목 성  명 생년월일 휴직 기간 휴직사유 복직예정일

복직
교사 영어 정다향 79.07.08 2021.3.1.~2022.2.28.

(1년)
육아휴직
(둘째) 2022.3.1.

교사 화학 고아라 87.12.06 2021.12.1.~2022.2.28.
(3개월)

육아휴직
(첫째) 2022.3.1.

휴직 교사 스페인어 안주희 79.08.05 2022.3.01.~2023.2.28.
(1년) 질병휴직 2023.3.1.

14호 안건 고양외국어고등학교 교원 전보(전출) 대상자(안) 심의

□ 고양외고 교원 전출 대상자 및 내역

소속 직위 성  명 담당과목 전입출 구분 전출 예정일 전출 예정교

고양외고 교사 김상은 중국어 전출 2022.3.1. 고양제일중

- 고양제일중학교 교육과정 편제상 중국어과 개설로 인하여 고양외국어고 

  김상은 교사의 고양제일중 전출 동의를 거쳐 동일법인 고양제일중학교로 전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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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호 안건
신안산대학교 2021회계연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표

1. 수입내역

2. 지출내역

(단위: 천원)

회 계 명
세 입 ․ 세 출

3차 추경 예산액(A) 2차 추경예산액(B) 증․감(A-B)

교비회계 32,445,530 35,937,841 -3,492,311

(단위: 천원)

세           입          현          황

관별 3차 추경예산액(A) 2차 추경예산액(B) 증감(A-B) 비율(%)

등록금 수입 18,515,862 19,241,905 -726,043 57.07

전입금 및 기부 수입 8,413,780 10,013,613 -1,599,833 25.93

교육부대 수입 530,957 514,124 16,833 1.64

교육외 수입 847,241 809,495 37,746 2.61

고정자산 매각수입 22,849 4,303 18,546 0.07

투자와 기타자산 수입 2,906,508 4,166,068 -1,259,560 8.96

고정부채입금 80,000 60,000 20,000 0.25

미사용 전기이월 자금 1,128,333 1,128,333  0 3.48

계 32,445,530 35,937,841 -3,492,311 100.0 

(단위: 천원)

세           출          현          황

관별 3차 추경예산액(A) 2차 추경예산액(B) 증감(A-B) 비율(%)

보     수 16,905,852 16,525,885 379,967 52.11

관리운영비 3,391,081 3,741,414 -350,333 10.45

연구,학생경비 11,346,729 12,255,853 -909,124 34.97

교육외 비용 72,102 57,600 14,502 0.22

전  출  금 0 0 0 0

예  비  비 17,231 6,800 10,431 0.05

고정자산 매입지출 262,672 597,085 -334,413 0.81

투자와 기타자산 지출 845,187 2,119,526 -1,274,339 2.6

고정부채상환 120,000 30,000 90,000 0.37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515,324 603,678 -1,119,002 -1.59

계 32,445,530 35,937,841 -3,492,3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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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적립금 2021회계연도 제3차 추경 예산편성
구분 인출금액 적립금액 내역

건축물관리비

사용
1,022,942,000원 43,200,000원

- 교내 변전설비 보수, 신규학과 및 행정부서 리모델링, 특고압

수배전반 설비공사, 체육관 무도장 설치 감리비, 전력증설공사, 

실용댄스과 외 실습실 구축공사 등으로 건축적립금 

979,742,000천원 사용 편성

- 추경2차 건축적립금 인출액(1,022,942천원) 변경으로 43,200

천원 재적립 편성

은행이자 - 4,500,000원 - 이자적립액 4,500천원

□ 임의퇴직기금 2021회계연도 제3차 추경 예산편성
구분 인출금액 적립금액 비고

명예퇴직금 403,566,000원 -

- 추경2차 퇴직기금 338,600천원에서 64,966천원 증액

하여 3차 추경예산 403,566천원 편성

- 명예퇴직금 및 사학연금 퇴직수당 법인부담금

(2021년 8월 직원 1명: 124,875,000원, 2022년 2월 직

원2명: 278,691,000원)

□ 임의특정목적기금 2021회계연도 제3차 추경 예산편성
구분 인출금액 적립금액 비고

학생특별 

복지적립금
740,000,000원 740,000,000원

건축적립금에서 전환

(2021학년도 신입생 장학금 지급 완료)

노사발전기금 - 50,000,000원

대학발전기금 - 7,486,900원

대학발전기부금 3차 추경 예산액 

387,865,000원 중 380,378,000원은 예산 편

성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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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호 안건 신안산대학교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 2022회계연도 본예산(안) 총괄표
(단위: 천원)

1. 수입내역

2. 지출내역

회 계 명

세 입 ․ 세 출

본 예산액(A)
(2022회계연도)

전년도 예산액(B)
(2021회계연도 3차 추경)

증․감(A-B)

교비회계 31,489,535 32,445,530 -955,995

(단위: 천원)

세 입 현 황
관   별 2022 본 예산액(A) 3차 추경예산액(B) 증 감(A-B) 비율(%)

등록금 수입 22,799,232 18,515,862 4,283,370 72.4

전입금 및 기부 수입 8,173,575 8,413,780 -240,205 25.96

교육부대 수입 680,700 530,957 149,743 2.16

교육외 수입 91,100 847,241 -756,141 0.29

고정자산 매각수입 20,000 22,849 -2,849 0.06

투자와 기타자산 수입 190,252 2,906,508 -2,716,256 0.6

고정부채입금 50,000 80,000 -30,000 0.16

미사용 전기이월  자금 -515,324 1,128,333 -1,643,657 -1.64

계 31,489,535 32,445,530 -955,995 100.0 

(단위: 천원)

세 출 현 황

관   별 2022 예산액(A) 3차 추경예산액(B) 증 감(A-B) 비율(%)

보     수 15,851,520 16,905,852 -1,054,332 50.34

관리운영비 2,604,342 3,391,081 -786,739 8.27

연구,학생경비 11,910,244 11,346,729 563,515 37.82

교육외 비용 58,600 72,102 -13,502 0.19

전  출  금 0  0 0 0

예  비  비 6,800 17,231 -10,431 0.02

고정자산 매입지출 289,700 262,672 27,028 0.92

투자와 기타자산 지출 117,435 845,187 -727,752 0.37

고정부채상환 50,000 120,000 -70,000 0.16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600,894 -515,324 1,116,218 1.91

계 31,489,535 32,445,530 -955,99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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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호 안건 신안산대학교 규정 제·개정(안) 심의

구분 규정명 제·개정 사유 (주요내용)

제정 특임교수 임용규정 - 국가·연구기관·공공단체·산업체 등 실무능력이 뛰어난 자로 본 대학
에 임용하여 강의, 연구, 자문 등을 위해 특임교수 임용규정 제정

개정

명예퇴직 및 수당 
지급규정

- 명예퇴직 대상을 호봉직 교원 및 일반직원(이하 교직원)에 한하
여 적용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 - 학생위원의 경우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개정

법인카드 관리규정
-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인카드로 상품권 구매 범위에 기프티

콘 제외
- 법인카드 정산을 사용 후 5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제출 개정

직원인사평정규정 - 직원의 인사관리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근무성적 평가를 개선
직원인사규정 - 일반직 직원의 행정적 위치를 위한 직급별 호칭을 신설하고 직

책이 있으면 우선 호칭(4~5급 과장, 6~7급 계장, 8급 주임)
산학협력중점교원 

임용규정
-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재임용 업적 평가·교원의 개별 역량평가수

준을 높이기 위해 재계약 평가 통과 기준을 100점 만점 중 70
점 이상에서 80점 이상으로 조정

외국인교원 인사규정
- 외국인교원의 재임용 업적평가·교원의 개별 역량평가수준을 높

이기 위해 재계약 평가 통가 기준을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에서 80점 이상으로 조정

겸임교원 임용규정
- 겸임교원의 재임용 업적평가·교원의 개별 역량평가수준을 높이

기 위해 재계약 평가 통가 기준을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에
서 80점 이상으로 조정

강사 인사규정
- 강사의 재임용 업적평가·교원의 개별 역량평가수준을 높이기 위

해 재계약 평가 통가 기준을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에서 80
점 이상으로 조정

강의전담교원 임용규정
- 강의전담교원의 재임용 업적평가·교원의 개별 역량평가수준을 

높이기 위해 재계약 평가 통가 기준을 100점 만점 중 70점 이
상에서 80점 이상으로 조정

교원인사규정 - 재직 중 공적이 지대한 자가 사망한 경우, 명예퇴직 신청자 중 
중징계를 받지 않은 경우 특별승진 신설

조기(미출석)취업자에 
관한 운영규정 - 조기취업자 중 건강보험가입 불가자 학점인정 기준 완화

교원의 책임수업시간 및 
강사료에 관한 운영규정

- 정년트랙 교원 책임수업시간 미달 1시간당 연구보조비에서 
10%씩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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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호 안건 신안산대학교 교원 및 직원 명예퇴직(안) 심의

□ 신안산대학교 명예퇴직 대상자 및 신청내역

직위 성명 생년월일 임용일자 명예퇴직일 근속년수

교원
(부교수) 구태회 1960.10.15. 1999.3.1. 2022. 2. 28. 23년

직원
(일반직7급) 한창희 1965.3.19. 1999.3.1. 2022. 2. 28. 23년

직원
(일반직7급) 박상언 1971.7.17. 1995.3.1. 2022. 2. 28. 27년

19호 안건 신안산대학교 2022학년도 1학기 교원 휴직(안) 심의

□ 관련근거: 「교원인사규정」제21조(휴직의 사유)

□ 휴직교원 대상자 및 기간

직위 성명 생년월일 학과 휴직기간 휴직사유

교수 정승환 1957. 6. 2. 관광항공서비스과 2022. 3. 1.~8. 31.
(6개월) 학교의 구조개혁 등 

경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부교수 최희숙 1962. 4. 30. 바이오생명과학과 2022. 3. 1.~8. 31.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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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호 안건 신안산대학교 2022학년도 상반기 전임교원 재임용(안) 심의

□ 전임교원 재임용 명단

구분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계열 학 과
임면

일자

임면

종료일
국적

재임용

부교수 신금철 72.12.12 공학 기계과 22-03-01 27-02-28 대한민국

부교수 심윤희 67.03.23 공학 멀티미디어컨텐츠과 22-03-01 27-02-28 대한민국

부교수 박영배 63.09.21 인문사회 호텔경영과 22-03-01 27-02-28 대한민국

부교수 김 민 68.04.05 예․체능 뷰티디자인과 22-03-01 27-02-28 대한민국

부교수 남성한 68.02.04 예․체능 공연음악과 22-03-01 27-02-28 대한민국

부교수 최윤동 74.02.02 인문사회 경호경찰행정과 22-03-01 27-02-28 대한민국

조교수 임인호 64.10.24 공학 전기과 22-03-01 26-02-28 대한민국

조교수

(강의전담)

박민철

(12/31사직)
65.08.15 공학 전자정보통신과 22-03-01 24-02-28 대한민국

조교수

(산학협력)
김한욱 66.10.08 인문사회 사회복지과 22-03-01 24-02-28 대한민국

조교수

(강의전담)
박유진 81.07.21 예․체능 공연음악과 22-03-01 24-02-28 대한민국

조교수

(강의전담)
유기연 67.02.14 교양 교양과 22-03-01 24-02-28 대한민국

조교수

(외국인)

Hyuk 

Huggy Eom
73.04.02 공학 산업경영과 22-03-01 24-02-28 캐나다

조교수

(외국인)
노홍금 67.09.26 예․체능 호텔경영과 22-03-01 24-02-28 대만

계 13명

21호 안건 금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이사 선정(안)

□ 금회 이사회 회의록에 간서명 이사 3인 선정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