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임시이사회 회의록
 일

시 : 2019. 5.28.(화) 15:00~18:00

 장

소 : 서울연구원 중회의실

 참 석 자 : 이사 10명, 감사 1명
◦ 이

사 :

◦ 감 사 :

 심의안건
◦ [제1안건]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 [제2안건]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 [제3안건]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보고안건
◦ 서울연구원 조직운영 발전방안 보고
※ 회의록 작성 생략

 회의록 내용
○

: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사회에 참석해 주신 이사장님, 이사님, 감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보고에 앞서 서울시 행정국장님을 대신하여
총무과장님께서 대리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이사회 성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적이사 12명 중 10명과
감사님이 참석하여 정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성원이 되었습니다.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연구원 제135회 임시이사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오늘은 안건은 많지 않습니다. 안건 심의 후에는 ‘연구원 조직운영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연구원을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 제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직제규정, 인사규정, 복무규정 3개의 개정(안)을 심의하고, ‘연구원
조직운영 발전방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제규정 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제안 설명]
: 직제규정 개정(안)에 대해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소통위원회의 기능을 연구자문위원회로 통합하는 거죠?

○

: 네, 맞습니다.

○

: 연구자문위원회에서 연구결과 평가를 하는지요?

○

: 평가체계는 별도로 있습니다. 연구자문위원회와 소통위원회가 구성
이나 성격이 유사하며 이중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소모적이란
판단이 들어 통합운영 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

: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두 번째 안건으로 인사규정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제안 설명]
: 인사규정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지난 이사회에서 경미한 사항까지 인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닌 것으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인 것이죠?

○

: 지난 이사회에 참석하신 이사님들은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인사위원회’는 외부위원을 50%이상 구성하여야 합니다.
아주 경미한 인사사항도 외부위원을 구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일부 인사사항을 심의하고 있는데 인사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으며, ‘인사소위원회’를
두는 것이 적합할 것 같다는

이사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

: 소위원회는 대부분 본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검토하여 안을
마련하고 본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나요?
소위원회에서심의・의결하는 기능까지 갖게 되는게 맞는 것인지요?

○

: 네, 그래서 인사규정에 인사소위원회가 인사와 관련된 경미한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 합니다.
경미한 사항을 매번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보다는 ‘인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

: 명칭을 ‘소위원회’라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서울시 정책기획관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 재단에는 자체규정이 있으며, 자체규정은 재단의 특성을 고려
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니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마지막 안건으로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제안 설명]
: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안건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연구원 조직운영 발전방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연구원 조직운영 발전방안 보고]
: 보고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질문은 만찬을 하시면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임시이사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