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예일학원 2021학년도 제4회 이사회의록
회의소집통보일자 : 2021. 5. 4.
이 사

정 수

: 8명

참 석

이 사

: 6명

1. 회의일시 : 2021년 5월 13일(목) 오후 4시
2. 회의장소 : 학교법인 예일학원 법인 사무실
3. 참석이사 : 김○○ 이사장, 고○○ 이사, 박○○ 이사, 최○○ 이사, 김○○ 이사, 명○○ 이사
(참석인원) 장○○ 행정실장(법인업무 겸임)
4. 불참이사 : 박○○ 이사, 김○○ 이사
5. 심의안건 : 제1안 2021학년도 유치원 기간제교사 임용 제청(안)
제2안 2021학년도 초등학교 학교회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6. 회의내용
장○○ 간사 : 이사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이사정수 8명중 6명 참석하여, 학교법인 예일학원 정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개회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김○○ 이사장 : 성원확인 후, 회의 진행을 위해 명○○ 이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2021학년도
제4회 이사회의 개회를 선언하다.(의사봉 3타···)

제1안

2021학년도 유치원 기간제교사 임용 제청(안)

김○○ 이사장 : 상기 안건을 상정하고, 간사에게 제안 설명을 요청하다.
장○○ 간사 : 유치원 종일반 전담 기간제교사 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절차를 거쳐, 다음과 같이
임용 제청안이 법인에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리다.
*[기간제교사 임용(안)]
- 유치원 : ○○○(방과후 과정반) 2021.06.01.∼2022.02.28.
김○○ 이사장 : 참석이사님들께 유치원 기간제교사 임용 제청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다.

- 1 -

박○○ 이사 : 학기중에 임용하게 되었지만 원아들을 사랑으로 지도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요청하다.
최○○ 이사 : 박○○ 이사의 동의요청에 재청하니,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다.
김○○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에게 다른의견이 있는지 물으니 없고 모두 찬성하므로, 유치원
기간제교사 ○○○ 교사를 2021.06.01.∼2022.02.28.까지 임용하는 안은 원안대로
통과 되었음을 선언하다.(의사봉 3타···)

제2안

2021학년도 초등학교 학교회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김○○ 이사장 : 상기 안건을 상정하고, 2021학년도 초등학교 학교회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다.
장○○ 행정실장(초) : 2021학년도 초등학교 학교회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의 주요인은 지방교육
자치단체이전수입은 배움터지킴이운영비, 방역인력지원비, 무상급식비 등으로 284,105천원
증액되었으며, 학부모부담수입은 입학금, 방과후학교활동비, 통학차량비, 바이올린
교육비 등으로 490,023천원 증액되었으며, 행정활동수입은 기타잡수입으로 100천원
증액되었으며, 전년도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21,337천원이 증액되었음을 설명하다.
또한, 세출의 주요인은 인적자원운영 교원보수에서 의원면직 및 명예퇴직으로 127,127천원
감액 및 교직원대체인건비에서 기간제교사 3명 추가 채용으로 127,127천원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인건비 변동은 없으며, 학생복지 및 교육격차해소는 조리종사원 인건비,
식재료비, 방역인력비지원, 통학차량비 등으로 498,051천원 증액되었으며, 기본적교육
활동은 바이올린교육비 및 컴퓨터교육비 등으로 57,638천원 증액되었으며, 선택적
교육활동은 방과후교육비로 179,578천원 증액되었으며, 교육활동지원은 배움터지킴이
운영비 및 흡연예방사업 등으로 26,861천원 증액되었으며, 학교일반운영은 학부모
공동체 운영비로 2,000천원 증액되었으며, 학교시설확충은 기타시설비로 31,437천원
증액되었다면서, 2021학년도 초등학교 학교회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636,472천원에서 795,565천원 증액되어 6,432,037천원으로 편성되었음을 설명드리다.
김○○ 이사장 : 참석이사님들께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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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사 : 교원의 의원면직과 명예퇴직 그리고 대체 기간제교사의 인건비 편성으로 인하여 발생된
예산안과 교육청 보조금, 수익자부담경비 등으로 인한 추경 예산의 증감에 대하여 동의한
다는 의견과 함께 동의요청하다.
김○○ 이사 : 고○○ 이사의 동의요청에 재청하다.
김○○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에게 확인하니 모두 찬성하므로, 2021학년도 예일초등학교 학교회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세출 각각 6,432,037천원으로 본 예산보다 795,565천원
증액 편성되었음을 선언하다.(의사봉 3타···)
7. 폐 회 : 김○○이사장이 참석이사 전원에게 기타 의견이 있는지 물으니 없고, 고○○ 이사의
폐회요청에 따라 박○○, 최○○, 김○○ 이사에게 간사명을 부탁하고 폐회를 선언
하다.(의사봉 3타···)

(폐회시간 오후 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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