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예일학원
2022학년도 제4차 이사회 회의록
이사정수

8명

재적이사

8명

감사정수

2명

재적감사

2명

1. 일시 : 2022년 5월 12일(금) 오후 4시 (회의소집 통보일: 2022년 5월4일)
2. 장소 : 학교법인 예일학원 법인사무실
3. 임원 출석현황
○ 참석 임원 : 김○○ 이사장, 고○○ 이사, 김○○ 이사, 명○○ 이사, 이○○ 이사
(참석인원) 우○○ 행정실장(법인업무 겸임)
○ 불참 임원 : 김○○ 이사, 최○○ 이사, 박○○ 이사
4. 안건
가. 2022학년도 여고, 유치원 기간제교사 임용 제청(안)
나. 2023학년도 사립교원 신규채용 사전협의 신청(안)
5. 회의내용
우○○ 간사 : 이사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이사정수 8명중 5명 참석하여 학교법인
예일학원 정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개회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김○○ 이사장 : 성원 확인 후, 회의 진행을 위해 명○○ 이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2022학년도 제4차 이사회의 개회를 선언하다.(의사봉 3타···)

가. 2022학년도 여고, 유치원 기간제교사 임용 제청(안)
김○○ 이사장 : 상기 안건을 상정하고, 간사에게 제안 설명을 요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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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간사 : 여고 과학과 ○○○ 교사와 유치원 방과후 과정반 ○○○ 교사 임용
제청안이 법인으로 접수되었음을 설명하다.
＊〔기간제교사 임용제청(안)〕
여고 과학과 ○○○ : 2022.05.13~ 2023. 02.28.
유치원 방과후 과정반 ○○○ : 채용일 ~ 2023.02.28
김○○ 이사장 : 기간제교사 임용제청안에 대하여 이사님들께 의견을 요청하다.
김○○ 이사 :

여고는 과목을 과학(공통과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으로
여러 차례 공고하여 어렵게 채용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며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요청하다.

고○○ 이사 : 유치원도 학기 중간에 하루라도 결원 방지를 위하여 2022.05.13.자
임용 의견을 내며 여고도 교원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제청한 만큼 원안
대로 받기로 재청하니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다.
김○○ 이사장 :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물으니 없고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므로, 여고
과학과 ○○○ 교사와 유치원 방과후 과정반 ○○○ 교사
2022.05.13.~ 2023.02.28.자 임용은 가결 되었음을 선언하다.
(의사봉 3타 ...)

나. 2023학년도 사립교원 신규채용 사전협의 신청(안)
김○○ 이사장 : 상기 안건을 상정하고, 간사에게 제안 설명을 요청하다.
우○○ 간사 :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사립교원 신규채용 사전협의 신청서 제출 안내」
공문이 접수되었으며, 2023학년도 사립학교 교사 신규 채용을 계획
하고 있는 법인은 신규 가산정원 신청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
2022.04.29.까지 신청하라는 내용임을 설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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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 : 여고는 현재 학년별 12학급으로 총36학급인데, 앞으로 학급 감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2023학년도 교원 신규채용은 신청하지
않고 전문상담교사 가산정원 1명만 계획하는 것으로 교육청에 제출
(이사회 의결하지 않은 경우 : 이사장 확인란에 직인 날인)하였음을
설명하며 동의요청하다.
이○○ 이사 : 디자인고등학교도 신규 채용은 없으며, 전문상담교사 가산정원 1명
만 신청하였음을 설명하며 재청하다.
명○○ 이사 : 중학교도 2023학년도 교사 신규채용 계획이 없음을 설명하며 재청
하니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다.
김○○ 이사장 :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물으니 없고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므로, 2023
학년도 학교별 교원 신규채용 계획은 없으며, 여고와 디자인고
전문상담교사 가산정원 1명만 신청하는 안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의사봉 3타)

6. 폐회선언
고○○ 이사의 폐회요청에 따라 김○○,

명○○, 이○○ 이사에게 간서명을 부탁하고

폐회를 선언하다.(의사봉 3타...)

(폐회시간 : 오후 5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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