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삼광학원 2020년도 제2회 이사회 회의록
(2020. 04. 22.)

학 교 법 인

삼 광 학 원

이

사

회 의

록

1. 회의소집통지일 : 2020. 04. 09.
2. 회의

일시 :

3. 장

소 :

2020년 04월 22일 (수) 08:00-09:00
명가원(고양시)

4. 이사

정수 :

8명

5. 재적

이사 :

8명

6. 참

석

자 : 이사: ***, ***, ***, ***, *** (이상 5명)
감사: ***, ***(이상2명)
행정실장 : 조천수

7. 결석

이사 : 이사 ***, ***, *** (이상 3명)

8. 회의

안건 :
1) 2019학년도 회계(법인, 학교) 결산 감사 보고(안)
2) 2019학년도 법인 회계 결산서(안) 심의
3) 2019학년도 학교회계(중,고)결산서(안) 심의
4) 2020학년도 학교회계(중,고) 1차 추가경정(정리 추경 포함)예산(안)서 심의
5) 기타사항

9. 의결 사항 :
1) 2019학년도 회계(법인, 학교) 결산 감사 보고(안) 의결
2) 2019학년도 법인회계 결산서(안) 의결
3) 2019학년도 학교회계(중,고) 결산서(안) 의결
4) 2020학년도 학교회계(중,고) 1차 추가경정(정리 추경 포함)예산서(안) 의결
5) 기타사항 : 없음
------------------------회

의

내

용 -------------------------

1) 2019학년도 회계(법인, 학교) 결산 감사 보고(안)
의장 (이사장 * * *) : 오늘 본 법인의 2020년도 제2회 이사회를 개최함에 있어 이사정수
8명중 6명이 참석하시어 본 법인 정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개회성원이 되었으
므로,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학원의 발전을 위하여 코로나19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이사회 회의록을 행정실장님이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장님이 이사회 회의록을 낭독하다)
2020년도 제1회 이사회 회의록 가운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사 전원 “없습니다.”)
모든 이사님들께서 의견이 없다 하셨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이사회의록은 원안
통과하겠습니다.
그럼 제1안의 2019학년도 회계 (법인, 학교) 결산 감사 보고가 감사님으로부터
있겠습니다.
감사 * * * : 본인은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삼광학원의 2019학년도 법인회계 및 삼광중학교와 삼광고등

학교 회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제반 증빙 서류와 장부를 일반적인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서의 각 항은 법인 세입 7,901,979원, 세출 7,893,030원, 잔액은 8,949원
이며, 삼광중학교 세입 2,148,152,210원, 세출 2,143,586,940원, 잔액은 4,565,270
원이며, 삼광고등학교 세입2,592,255,490원, 세출 2,586,574,830원, 잔액 5,680,
660원으로써 결산서의 각 항은 정확하였으며 그 회계 처리는 적정 하였음을 보고
합니다.

2) 2019학년도 법인회계 결산서(안) 심의
의장 (이사장 * * *) : 다음은 제2안의 2019학년도 법인 회계 결산서(안)을 심의 하겠읍니다.
행정실장님께서 2019학년도 법인회계 결산서(안)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장님이 법인 회계 결산서를 나누어 드리다.)

행정실장 조천수 : 이사님들께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세입 결산 총액 7,901,979원, 세출 결산 총액 7.893,030원으로 잔액은
8,949원이며, 이사장님의 개인기부금으로 법인운영에 필요한 기본 운영비만 편성
하여 운영하고 있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 * * : 결산서를 살펴보니 적절한 회계 집행이 되었으므로 무수정 통과에 동의합니다.
이사 * * * : 변윤식 이사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의장 (이사장 * * *) : 변윤식 이사님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전 원) :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의장 (이사장 * * *)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이사 전원 거수하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본인의 뜻도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함을 밝혀 드리며.
거수결과 참석 이사님들의 전원 찬성으로 2019학년도 법인 결산(안)은 세입 총액
7,901,979원, 세출 총액 7.893,030원 잔액 8,949원으로 무수정 통과 결의 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3) 2019학년도 학교회계(중,고) 결산서(안) 심의
의장 (이사장 * * *) : 다음은 제3안의 2019학년도 학교회계((삼광중학교, 삼광고등학교)
결산서(안)를 심의 하겠습니다.
행정실장님께서 2019학년도 학교회계 결산서(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장님이 중,고 회계 결산서를 나누어 드리다.)

행정실장 조천수 : 먼저, 중학교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비 결산액은 세입 2,148,152,210원, 세출 2,143,586,940원, 잔액은
4,565,270원(명시이월사업비 3,006,100원, 순세계 잉여금 1,559,170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
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 * * : 적절한 회계 집행이 되었으므로 무수정 통과에 동의합니다.
이사 * * * : 유기섭 이사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의장 (이사장 * * *) : 유기섭 이사님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전 원) :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의장 (이사장 * * *)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이사 전원 거수하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본인의 뜻도 동의안에 찬성함을 밝혀 드립니다.
거수결과, 참석이사님들의 전원 찬성으로 2019학년도 삼광중학교비 결산(안)은 세입
총액 2,148,152,210원, 세출 총액 2,143,586,940원, 잔액 4,565,270원으로 무수정
통과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실장 조천수 : 다음은 고등학교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비 결산액은 세입 2,592,255,490원, 세출 2,586,574,830원, 잔액은
5,680,660원(명시이월사업비 658,770원, 순세계 잉여금 5,021,890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 * * : 적절한 회계 집행이 되었으므로 무수정 통과에 동의합니다.
이사 * * *: 박두한 이사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의장 (이사장 * * *) : 박두한 이사님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전 원) :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의장 (이사장 * * *)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이사 전원 거수하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본인의 뜻도 동의안에 찬성함을 밝혀 드립니다.
거수결과, 참석이사님들의 전원 찬성으로 2019학년도 삼광고등학교비 결산(안)은
세입 총액 2,592,255,490원, 세출 총액 2,586,574,830원, 잔액 5,680,660원으로
무수정 통과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학년도 학교회계(중, 고) 1차 추가경정(정리추경 포함) 예산서(안) 심의
의장 (이사장 * * *) : 다음은 제4안의 2020학년도 학교회계(삼광중, 삼광고) 1차 추가경정
(정리추경 포함)예산(안)을 심의 하겠습니다.
먼저, 삼광중학교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실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장님이 중학교 1차 추가경정 예산서를 나누어 드리다.)
행정실장 조천수 : 2020학년도 제1차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에 앞서 한 가지 드릴말씀은 2019
학년도 3차 추경 후

중학교 2019학년도 코로나19 예방지원금 795,000원이 지원

되어,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간주처리 예산으로 확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중학교의 2020학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회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의 세입, 세출 예산액은

각각 기정예산액

1,865,232천원에서 203,450천원이 증액된 2,068,682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0학년도 중학교 회계 1차 추가경정예산서를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 * * : 적절한 예산 편성으로서 2020학년도 중학교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무수정
통과에 동의 합니다.

이사

* * * : 변윤식 이사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의장 (이사장 * * *) : 변윤식 이사님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의장 (이사장* * *) : 그럼, 삼광중학교 회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전

원 : 다른의견 “ 없습니다.”

의장 (이사장 * * *) : 다른 의견이 없다 하셨으므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찬반을
묻겠으니 찬성하시는 이사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이사 전원 거수하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본인의 뜻도 동의안에 찬성함을 밝혀 드립니다.
표결 결과,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2020학년도 삼광중학교 제1차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은 각각 2,068,682천원으로 무수정 통과 결의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장 (이사장 * * *) : 다음은 2020학년도 고등학교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하겠습
니다. 행정실장님께서 고등학교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장님이 고등학교 회계 추가경정 예산서를 나누어 드리다.)
행정실장 조천수 : 2020학년도 제1차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에 앞서 드릴말씀은 2019학년도
3차 추경 후 고등학교 명예퇴직수당과 코로나19 예방지원금 총 113,065,000원이
지원되어,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간주처리 예산으로 확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고등학교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회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의 세입, 세출 예산액은

각각 기정예산액

2,190,601천원에서 89,282천원이 증액된 2,279,883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0학년도 고등학교 회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를 나누어 드리다.)
이사 * * * :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었기에 고등학교 회계 제1차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
안의 무수정 통과에 동의 합니다.
이사 * * * : 박두한 이사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의장 (이사장 * * *) : 박두한 이사님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의장 (이사장 * * *) : 고등학교 회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전

원 : 다른의견 “ 없습니다.”

의장 (이사장 * * *) : 그럼 찬반을 묻겠으니 찬성하시는 이사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전원 거수하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본인의 뜻도 동의안에 찬성함을 밝혀 드립니다.
표결 결과,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2020학년도 삼광고등학교 제1차 추가 경정
예산은 세입, 세출 각각 2,279,883천원으로 무수정 통과 결의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기타 사항
의장 (이사장 * * *) : 이제 의안 제1안부터 제4안까지 심의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본 학원이나 학교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전

원 : “없습니다”.

의장 (이사장 * * *) : 이상으로 학교법인 삼광학원 2020년도 제2회 이사회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후일 증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이사님들께서는 회의록에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 : 2020년 04월 22일 09:00 )

학교법인 삼광학원
이사장

*

*

* (인),

_______________

이사

*

*

* (인),

_______________

〃

*

*

* (인),

_______________

〃

*

*

* (인),

_______________

〃

*

*

* (인),

_______________

감사

*

*

* (인),

_______________

〃

*

*

* (인),

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