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제4차(2021.06.07.)

이사

정수
11 명

참석

이사
 10 명

학교법인 상해한국학교 이사회 회의록
( 2021년도 제4차 )

q 회의개요

1.일시: 2021.06.07.(월), 17:30 (회의소집통보일: 2021.05.27.)

2.장소: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열린공간

3.참석현황

 - 참석 이사 

   이준용, 박상민, 김한규, 안병영, 이영섭, 전병석, 전은숙, 정회남, 탁종한, 황문성(이상 10명)  

 - 참석 감사 

   없음

4.회의 진행 순서

  개회선언 – 안건상정 및 의결 – 보고사항 - 기타협의사항 - 폐회 

5.회의 내용

  회의시작 : 2021.06.07.(월). 17:35

 

q 개회정족수 보고

- 학교법인 상해한국학교 정관 제23조제1항에 근거한 개회 정족수가 충족되었음을 보고

  (간사 신문권)

q 회의개회  

  
1.개회선언: 이사장 이준용(17:35)

2.회의안건 소개

   제1호. 법인사무국 운영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 

   제2호. 2021학년도 적자예산 관련대책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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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건 상정 

제1호 안건: 법인사무국 운영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 

 [제안 설명] - 사무국장 신문권

 - 없음  

       

 [의견 개진]

  ¡ 법인사무국의 사무국장 업무를 2021학년도 제1학기까지 현행대로 학교 행정실장에게 

겸임하게 하고 제2학기 시작이후 재 논의하기로 함

  

 [의결 사항] 

  ¡ 참석이사 10명 전원 동의로 본 협의안을 의결함 (21:25)

      

제2호 안건: 2021학년도 적자예산 관련대책 및 해결방안

 [제안 설명] - 사무국장 신문권

 - 없음   

       

 [의견 개진]

  ¡ 학교가 제시한 긴축재정운영방안에 대하여 230만 위안을 초과할 수 있는 세출예산 감액 

방안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2021학년도 제2학기 수업료 인상을 위해서는 학교 및 법인이사회가 학부모를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어야 하는바 이를 논의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3명, 학부모회 

3명, 학교 2명 그리고 이사회 1명 등 9명으로 구성되는 세입재정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함

  ¡ 최근 5년간에 걸쳐 매년 약 100여 명씩 재학생수가 감소함에 따라 2022학년도 역시도 

재학생수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향후 구성될 위원회가 2022학년도 예산편성 시 학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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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에 따른 세입재정 부족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 줄 

것을 요구함        

 

 

 [의결 사항] 

  ¡ 참석이사 10명 전원 동의로 본 협의안을 의결함 (21:30)

 

q 보고사항

  - 없음

q 협의사항 

  - 없음 

 

q 폐회선언

    - 이사장 이 준 용[회의종료: 2021.06.07.(월) 21:30] 

상기 내용은 회의 중 개진된 주요내용만 기록하였으며

사실과 틀림없음.      

2021. 06. 07.

기록자: 법인이사회 간사 신 문 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