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학교법인울산학원 제5차 이사회 회의록
이사정수

7인

재적이사

7인

감사정수

2인

재적감사

2인

1. 일시: 2019년 9월 9일 월요일 17:30 (회의소집 통보일: 2019년8월30일)
2. 장소: 울산 남구 남부순환도로 624 두왕골
3. 개회: 17시 30분
4. 폐회: 18시 00분
5. 참석임원(6명): 류명수, 고은주, 김동철, 신수진, 이관우, 박춘미
6. 불참임원: 김현박, 정강식, 김창선
7. 참석직원: 사무국장 김민수
8. 회의안건
1) 교감 직무대리 심의·의결 건
2) 교육용 기본재산(건물) 증자 심의·의결 건
9. 심의·의결결과
1) 교감 직무대리 건– 원안가결
2) 교육용 기본재산(건물) 증자 심의·의결 건 – 원안가결
◈ 사무국장 김민수 지금부터 2019학년도 제5차 이사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현박이사님, 정강
식 이사님을 제외한 다섯 분의 이사님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습니다. 이사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
다.
◈ 류명수 이사장 2019학년도 울산학원 제5차 이사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사무국장 김민수 지난 회기 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이 있겠습니다.
◈ 류명수 이사장 네. 첫 번째 안건이 되겠습니다. 교감 직무대리 심의·의결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
봉 3타) 제안 설명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민수 네. 2019년 9월1일자로 김OO 교장선생님이 임용됨에 따라 세인고등학교 교감직이
궐위되어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무부장 배OO을 2019년 9월11일부터 2020년 2월29일까지 교감 직무대
리로 임용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보시면 교원인사기록카드와 인사위원회 회의록이 있습니다. 참고하시
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동철 이사 지금 교감이 공석이고 하니 임용하는 것이 맞겠죠.
◈ 류명수 이사장 네. 혹시 다른 이견 있으신 분.
◈ 이사전원 없습니다.
◈ 류명수 이사장 그럼 통과 시켜도 되겠습니까?
◈ 이사전원 네.
◈ 류명수 이사장 그럼 교감 직무대리 심의·의결 건이 원안대로 통과 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두 번
째 안건입니다. 교육용 기본재산(건물) 증자 심의·의결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 설명 바
랍니다.
◈ 사무국장 김민수 네 우리 세인고등학교 별관 뒤 쪽에 보면 분리수거를 위해서 만들어진 샌드위치 패
널 불법건축물인 가건물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라고 2018년 9월 4일자로 울산시 교육청 교육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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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6호로 안내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 11월1일에 준공하여 건축물 대장에 등재 하였습니다.
그때에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아서 교육청 행정과로부터 법인재산 조사 지적사항으로 소유권 등기하고
교육용재산으로 증자하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현재 교육청 건축물대장상 G동, H동이며 각각 32.4
헤베, 19헤베 입니다.이 쓰레기 분리수거용 건축물을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증자하고자 합니다. 재산가액
은 뒤에 붙임자료 증자재산 명세서를 보시면 2019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G동 일천삼백구십삼만이천원, H
동 팔백일십칠만원으로 합계 이천이백일십만이천원입니다. 이에 대해 심의 의결하여주시면 될 것 같습
니다.
◈ 류명수 이사장 교육청에 교육용 재산 증자 신고하는 것이니까 별 이의 없으시죠.
◈ 이사전원 네.
◈ 류명수 이사장 그럼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통과 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의록은 특별하게
민감한 내용이 없으니 공개로 하는 것이 낫겠죠.
◈ 이사전원 네.
◈ 류명수 이사장 공개여부는 공개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간 서명 하실 분.
◈ 사무국장 김민수 이사님하고 두 분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류명수 이사장 김동철 이사님하고 신수진 이사님하고 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것으로서 2019학년도 제5차 이사회를 폐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 이사전원 수고하셨습니다.
폐회 18시 00분

이사회

참석임원

류 명 수

고 은 주

김 동 철

신 수 진

이 관 우

박 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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