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예일학원 2021학년도 제3회 이사회의록
회의소집통보일자 : 2021. 4. 13.
이 사

정 수

: 8명

참 석

이 사

: 5명

1. 회의일시 : 2021년 4월 21일(수) 오후 4시
2. 회의장소 : 학교법인 예일학원 법인 사무실
3. 참석이사 : 김○○ 이사장. 고○○ 이사, 박○○ 이사, 김○○ 이사, 김○○ 이사
(참석인원) 장○○ 행정실장(법인업무 겸임), 우○○ 실장, 한○○ 실장
4. 불참이사 : 김○○ 이사, 최○○ 이사, 박○○ 이사
5. 심의안건

:

제1안

2020학년도 학교법인 예일학원 법인회계 및 예일여자고등학교·예일디자인
고등학교·예일여자중학교·예일초등학교·예일유치원 학교회계 결산(안)

제2안 2021학년도 학교별 교사 신분변동 제청(안)
제3안 이사 사임에 따른 후임 이사 선임(안)
6. 회의내용
장○○ 간사 : 이사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이사정수 8명중 5명 참석하여, 학교법인 예일학원 정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개회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김○○ 이사장 : 성원확인 후, 회의 진행을 위해 김○○ 이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2021학년도
제3회 이사회의 개회를 선언하다.(의사봉 3타···)

제1안∼제2안

2020학년도 학교법인 예일학원 법인회계 및 예일여자고등학교·

예일디자인고등학교·예일여자중학교·예일초등학교·예일유치원 학교회계 결산(안)
김○○ 이사장 : 상기 안건을 상정하고, 2020학년도 법인회계 및 각 학교별 학교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간사에게 제안 설명을 요청하다.
장○○ 간사 : 2020학년도 법인회계 및 각 학교별 결산서 유인물의 주요내용을 보고한 후,
먼저 감사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다. 우리학원 추○ 감사님과 손○○ 감사님으로
부터 2020학년도 법인회계 및 학교별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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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자로 종결되는 학교법인 예일학원 법인회계
및 학교별 학교회계는 정확하고 그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처리되어 감사보고서가
수리되었음을 보고하다.
2020학년도 학교법인 예일학원 법인회계 감사는
세

입

144,622,669원

세

출

144,619,600원

잔

액

3,069원

2020학년도 예일여자고등학교 학교회계 감사는
세

입

9,087,847,062원

세

출

9,019,143,538원

잔

액

68,703,524원

2020학년도 예일디자인고등학교 학교회계 감사는
세

입

6,815,960,626원

세

출

6,705,592,168원

잔

액

110,368,458원

2020학년도 예일여자중학교 학교회계 감사는
세

입

5,713,717,835원

세

출

5,685,673,282원

잔

액

28,044,553원

2020학년도 예일초등학교 학교회계 감사는
세

입

6,711,979,072원

세

출

4,706,701,206원

잔

액

2,005,277,866원

2020학년도 예일유치원 원비회계 감사는
세

입

1,593,629,474원

세

출

1,033,929,750원

잔

액

559,699,724원

김○○ 이사장 : 간사의 보고사항을 듣고 이사님들께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다
고○○ 이사 :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하니, 김○○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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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장 : 다른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니 없으므로, 2020학년도 법인회계 및 학교별 결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각 학교 행정실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장○○ 간사 : 2020학년도 예일학원 법인회계 결산 세입의 주요내용으로는 예금이자수입, 사업수입,
전년도 이월금, 기부금, 법인세 환급금, 잡수입으로 144,623천원이며, 세출은 이사회비,
우편료·등기제수수료 등의 수용비, 법정부담금 등 전출금, 과년도지출, 제지출 비용으로
144,619천원으로 결산되어 순세계잉여금 3천원을 2021학년도 법인회계로 이월하였다면서
법정부담금은 총1,245,308천원중 10.7%인 133,195천원 전출하였음을 설명하다.
김○○ 이사장 : 보고사항에 대하여 이사님들께 의견을 묻다.
박○○ 이사 :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하니 김○○ 이사의 재청으로 전원 찬성하다.
김○○ 이사장 : 개의나 이의가 없는지 확인후 전원 찬성하므로,
2020학년도 학교법인 예일학원 법인회계 결산안은
세

입

144,622,669원

세

출

144,619,600원

차

액

3,069원으로

심의 확정되었음을 선언하다.(의사봉 3타···)
장○○ 행정실장(여고) : 결산보고에 앞서 2020학년도 간주추경에 대하여 먼저 보고하게 됨을 설명
하다.

회계연도말 2월중 목적지정경비가 교부된 사업이 간주처리 대상이며, 내용은

2021년 신입생 입학준비금 64,800천원, 2월 공기청정기 렌탈비 지원 1,725천원, 교육
공무직원 영양사 인건비 144천원, 교육급여(수업료) 지원금이 121천원으로 66,790천원이
증액되어 간주처리 되었음을 설명하다.
2020학년도 예일여자고등학교회계 세입·세출 총 결산액은 세입 9,087,847,062원, 세출
9,019,143,538원, 잔액 68,703,524원으로 잔액은 순세계잉여금 32,904,514원, 명시이월
사업비 35,799,010원으로 결산되었음을 설명하다.
세입의 주요내용은 학교복지사 인건비, 우수농산물 식재료비, 실내체육시설 공기순환
설비지원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02,612천원이며, 재정결함보조금, 교육청목적
사업비로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8,493,314천원이며, 법인법정부담금 전입금 등으로
기타이전수입 35,981천원, 학부모부담수입금 395,644천원, 행정활동수입 11,367천원,
전년도이월금 39,399천원, 이월사업비 9,526천원임을 설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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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의 주요내용은 교직원복지 및 역량강화, 교직원 보수로 인적자원운영 6,301,111천원,
급식관리, 보건관리 등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895,223천원, 교과활동, 창의적체험활동
으로 기본적 교육활동이 230,797천원, 방과후학교운영, 영재교육운영 등으로 선택적교육
활동 63,671천원, 교무업무운영, 교육여건개선 등 교육활동지원으로 451,277천원, 시설
장비유지, 학교기관운영 등 학교일반운영이 288,958천원, 학교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
공사,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공사, 내진성능평가용역 등으로 학교시설확충이 788,103천원
집행되었음을 설명하다.
우○○ 행정실장(디고) : 2020학년도 간주추경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다.

2월중 목적이 지정된

경비가 간주추경 대상이며, 교무행정지원사, 실습실무사 인건비, 학교급식운영, 기타
교육격차해소(입학준비금) 등으로 57,298천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6,763,204천원
에서 6,820,502천원으로 간주추경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설명하다.
2020학년도

예일디자인고등학교회계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으로

15,212천원,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에서 재정결함보조금 4,238,589천원, 교육청목적
사업비 1,423,874천원, 기타이전수입 법인법정부담금 66,000천원, 다른학교회계전입금
으로 예일여중·여고 급식비 548,749천원, 학부모부담수입 수업료, 급식비 등 수익자
부담금 191,994천원, 행정활동수입, 예금이자수입 등 6,196천원 수입되었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 44,088천원, 이월사업비 281,258천원 이월되었음을 설명하다.
세출부분에서는 인적자원운용으로 교직원보수 등 4,072,785천원,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급식관리 등 1,182,867천원, 기본적교육활동 교과활동, 창의적체험활동 170,023천원,
선택적교육활동 방과후학교운영, 직업운영 등 371,976천원, 교육활동지원 교무업무운영,
교육여건개선 등 376,906천원, 학교일반운영 시설장비유지 공공요금 등 310,823천원,
학교시설확충은 220,212천원으로 종합교육관 교실 및 외부계단 도장공사 23,792천원,
종합교육관 2층 행정실 창호교체공사 21,912천원, 본관·종합관 현관 냉난방 설치 및
부대공사 6,540천원, 교육환경개선사업지원금 도서관리모델링공사 97,649천원, 내진성능
평가 28,096천원, 장애인편의시설 27,119천원 등이 지출되었음을 설명하다.
예일디자인고등학교회계 세입 결산액은 6,815,960,626원, 세출 결산액은 6,705,592,168원,
차액 110,368,458원중 순세계잉여금 28,035,418원, 명시이월사업비 71,173,040원, 사고
이월사업비 11,160,000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과 이월사업비는 2020학년도에
이월금으로 확정되어 2021학년도 예산으로 이월되어 목적과 사업에 맞게 지출될 예정이
라고 발표하다.
한○○ 행정실장(여중) : 2020학년도 간주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다.

2월중 목적이 지정된

지원금이 입금되어 예산 심의가 어려울 때 간주처리 대상이며, 교직원맞춤형복지지원금,
공기정화장치 렌탈비, 사서인건비, 교원명예퇴직수당, 입학준비금, 무상급식비 및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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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원 처우개선수당으로 195,309천원 증액되어 3차 추경예산액 5,613,726천원에서
5,809,035천원으로 간주처리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설명하다.
2020학년도 예일여자중학교회계는 세입 5,713,717,835원, 세출 5,685,673,282원으로
잔액 28,044,553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잔액에서 명시이월사업비 5,727,040원, 사고이월
800,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1,517,513원이며,
세입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000천원이며, 재정결함보조금, 교육청목적
사업비로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5,594,278천원이며, 법인법정부담금, 기타공공지원금
으로 기타이전수입 41,374천원, 학부모부담수입금 35,448천원, 행정활동수입 3,394천원,
전년도이월금 37,221천원임을 설명하다.
또한, 세출의 주요내용은 교직원복지 및 역량강화, 교직원 보수로 인적자원운용 3,764,152천원,
급식관리, 보건관리 등으로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690,051천원, 교과활동, 창의적체험
활동으로 기본적교육활동 190,283천원, 방과후학교운영, 독서활동 등으로 선택적교육
활동 48,152천원, 교무업무운영, 교육여건개선 등으로 교육활동지원 311,038천원, 시설
장비유지, 학교기관운영 등으로 학교일반운영 210,636천원, 외부체육시설개선, 별관엘리
베이터설치 등으로 학교시설확충 471,358천원으로 집행되었음을 설명하다.
장○○ 행정실장(초) : 먼저 2월중 목적이 지정된 경비가 간주처리 대상이며, 공기청정기 렌탈비, 무상
급식 식재료비, 조리종사원 인건비, 교직원 급식비이며, 33,576천원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6,708,769천원에서 6,742,345천원으로 간주 처리되었음을 설명드리다.
2020학년도 학교회계 결산 세입의 주요내용은 무상급식 식품관리비, 방역물품비, 배움터
지킴이 운영비 등으로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532,776천원이며, 입학금, 수업료 등으로
학부모부담수입금 4,103,393천원, 전형료, 예금이자수입 등으로 행정활동수입 49,464천원,
순세계잉여금, 이월사업비로 전년도이월금 2,026,344천원임을 설명하다.
세출의 주요인은 교직원복지 및 역량강화, 교직원 보수로 인적자원운용 2,250,829천원,
급식관리, 보건관리 등으로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993,274천원, 교과활동, 창의적체험활동
으로 기본적 교육활동 491,076천원, 방과후학교운영, 독서활동으로 선택적 교육활동
265,582천원, 교무업무운영, 교육여건개선 등으로 교육활동지원 134,075천원, 시설장비유지,
학교기관운영 등으로 학교일반운영 479,676천원, 교실 미닫이문 설치, 냉난방기 설치 등으로
학교시설확충 92,185천원으로 집행되었고, 잔액 2,005,277천원은 명시이월사업비 급식
식재료비 11,358천원, 조리원인건비 88천원, 학생건강검사비 2,495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991,336천원은 노후 냉난방시스템 교체 및 교육환경개선으로 사용 예정임을 설명드리다.
장○○ 행정실장(유) : 우선 2020학년도 2월중 목적이 지정된 경비가 간주처리 대상이며, 유아학비
지원금(방과후과정 추가지원), 공기청정기 렌탈비, 사립유치원 안정화 긴급지원사업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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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08천원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1,613,808천원에서 1,654,516천원으로 간주처리되었음을
설명하다.
2020학년도 예일유치원 원비회계 세입의 주요내용은 원아 정규과정, 방과후과정 학비
지원금, 자치구(은평구청) 지원금 등으로 보조금 및 지원금 585,913천원, 입학금, 일반교육
과정비, 급식비, 방과후특성화비, 통학차량비 등으로 수익자부담수입 414,536천원, 예금이자
수입, 법인세환급금 등으로 잡수입 8,270천원, 이월사업비,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이월금
584,909천원이며,
세출의 주요내용은 교원보수, 직원보수 등으로 인건비 789,851천원, 지원사업 및 관리
운영비,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등으로 운영비 61,737천원, 교재교구비, 행사비, 정규반
급식비 등으로 일반교육활동비 97,879천원, 방과후과정 일반운영비, 통학차량비, 방과후
과정반 급식비 등으로 선택적교육활동비 84,460천원으로 집행되었다면서 결산잔액
559,699천원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유아학비지원금 358천원, 순세계잉여금 559,341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 예정임을 설명하다.
김○○ 이사장 : 보고사항에 대하여 참석이사님들께 의견을 묻다.
박○○ 이사 : 학교회계를 집행함에 있어 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하니, 고○○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모두 찬성하다.
김○○ 이사장 :

앞으로도 회계집행에 있어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여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는 의견과 함께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므로,
2020학년도 예일여자고등학교 학교회계 결산안은
세

입

9,087,847,062원

세

출

9,019,143,538원

차

액

68,703,524원

2020학년도 예일디자인고등학교 학교회계 결산안은
세

입

6,815,960,626원

세

출

6,705,592,168원

차

액

110,368,458원

2020학년도 예일여자중학교 학교회계 결산안은
세

입

5,713,717,835원

세

출

5,685,673,282원

차

액

28,044,55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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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예일초등학교 학교회계 결산안은
세

입

6,711,979,072원

세

출

4,706,701,206원

차

액

2,005,277,866원

2020학년도 예일유치원 원비회계 결산안은
세

입

1,593,629,474원

세

출

1,033,929,750원

차

액

559,699,724원

원안대로 심의·확정되었음을 선언하다.(의사봉 3타···)

제2안

학교별 교사 신분변동 제청(안)

김○○ 이사장 : 상기 안건을 상정하고, 간사에게 제안 설명을 요청하다.
장○○ 간사 : 학교별 교사 신분변동 제청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접수되었음을 보고하다.
*〔교사 질병휴직 제청(안)〕
디고 ○○○(미술과) 2021.05.11.∼2021.07.31.
*〔기간제교사 채용 제청(안)〕
디고 미술과(○○○ 교사 질병휴직대체) 2021.05.11.∼2021.07.31.
유 종일반전담(종일반 담임 퇴직대체) 2021.06.01.∼2022.02.28.
*〔기간제교사 임용 제청(안)〕
초 담임교사 ○○○(○○○ 교사 명퇴대체) 2021.05.01.∼2022.02.28.
초 담임교사 ○○○(○○○ 교사 명퇴대체) 2021.05.01.∼2022.02.28.
김○○ 이사장 : 참석이사님들께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다.
고○○ 이사 : 디고 ○○○ 교사는 불임·난임으로 7월말까지 시험관 시술을 받아 보고자 질병휴직을
신청하였다면서 기간제교사의 채용 및 임용 안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하다.
또한, 초등의 명퇴대체 기간제는 여러차례 채용 공고하여 교육경력과 인품을 두루 겸비한
교사를 임용하게 되어 참으로 다행이라면서 학교별 교사 신분변동 제청에 대하여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요청하니 참석이사 모두 찬성하다.
박○○ 이사 : 초등 명퇴하는 교사에게 1억원 한도내에서 지급하는 내용이 전달되었는지 질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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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간사 : 명퇴 신청전에 이미 안내되었고, 다시 한번 염○○ 교장님을 통해 확인했음을
말씀드리다.
김○○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에게 학교별 교사 신분변동 제청안에 대하여 의견을 물으니 모두
찬성하므로, 디고 미술과 ○○○ 교사의 질병휴직 및 디고·유치원 기간제교사 채용
안과 초등 교사 2명의 2021.04.30.자 명예퇴직에 따른 대체 기간제교사 임용안은 원안
대로 심의·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또한, 초등 명퇴 교사의 수당은 1억원 한도내에서

지급하게 됨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선언하다.(의사봉 3타···)

제3안

이사 사임에 따른 후임 이사 선임(안)

김희○○이사장 : 상기 안건을 상정하고, 간사에게 제안 설명을 요청하다.
장○○ 간사 : 김○○ 이사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이사 사임서를 제출하여 후임 이사 선임에 대한
안건이며, 후임 이사는 우리학원 정관 제14조 2항의 보선규정으로 전임 이사 잔여 임기
기간 2021. 4. 22.부터 2022. 11. 19.까지 이사로 선임됨을 설명 드리다.
김○○ 이사 : 후임 이사로는 교육경험이 풍부하고 학교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학원내 교장선생님중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예일여중 명○○ 교장선생님을 추천하고
동의요청하니 참석이사 모두 찬성하다.
김○○ 이사장 :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물으니 없고 모두 찬성하므로, 김○○ 이사는 2021. 4. 21자
사임하고, 예일여중 명○○ 교장님을 2021. 4. 22부터 2022. 11. 19까지 후임 이사로
선임되었음을 선언하다.(의사봉 3타···)
7. 폐 회 : 김○○ 이사장이 참석이사에게 기타 의견이 있는지 물으니 없고, 고○○ 이사의 폐회요청에
따라 고○○, 박○○, 김○○ 이사에게 간사명을 부탁하고 폐회를 선언하다.(의사봉 3타···)
(폐회시간 오후 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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