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일정학원 
2017학년도 8차 이사회 회의록 

1. 일 

2. 장 

구 운 | 이 사 

임원징수 8 민 
재적임원 8 민 
칭석임원 5 인 

시 20 1 8년 1 월 17일(수) 1 4시 (회의소집 통보일 2018년 1 월 8일) 

소 ‘ 인터컨티넨탈호텔(서울시 강남구 소재) 

섬
 -샌
 

-
때
 
-
매
 3 창석 임윈 

- 이 사(5인) 하성규， 정현태， 조진현， 최정진， 한무근 

4. 불창 임윈 

- 이 사 (3인) 김정행， 정해상， 이정대 

- 감 사(2인) 심재돈， 김영채 

5. 만 건 

저1 1 호 경일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안) 

저12호 경일대학교 교원인사규정류 개정(안) 

저13호 20 1 7학년도 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저14호 2018학년도 본 예산(안) 

저15호 ’ 고정자싣 며|기(안) 

제6호 수익용 기본재산 활용 계획(안) 

제7호 2017년도 사학연긍 업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안) 

제8호 자동차부품HRD사업단 국고지원금 보증금 가입(안) 

저19호 기타 

6. 회의내용 

이사장이 재적이사 5명이 참석하여 본 법인 정관 저132조떼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하다 

- 져11 호 : 경일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안l 

이사장이 “경일대학교 전임교원 심규임용(안)"을 상정하고， 배부된 회의자료를 근거로 신규계약 임용 대상 

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산학협력중접교원) 2영에 대하여 설영하니 최정진 이사의 동의와 조진현 이사의 재정 

에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경일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안)"이 [붙임1]괴 같이 원만대로 의열되었음을 선 

언하다 

- 저12호 : 경일대학교 교원인사규정류 개정[안] 

이사장이 “경일대학교 교원인사규정류 개정(만)"을 상징하고， 본 안건 중 “경일대학교 전잉교원특열채용에 

관한규정 개정(만)"은 보직영 변경에 따른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만)이며， “경일대학교 비전임교원임용규정 

개정(안)"은 비전임교원(산학형럭중접교수)의 재계약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자 하는 (안)임을 배부된 회의자료 

를 토대로 설명하니 한무근 이사의 동의와 최정진 이사의 재정에 참석이사 전원 친성으로 “경일대학교 교원인 

사규정류 개접(안)" 01 [붙임 2] 와 같이 원인대로 의결되었응을 선언하다 

간서명 ，t~낀‘'í，~ 낭」휴죠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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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호 : 2미 7학년도 2차 추가경정 자급예산[안] 

이사장이 “2017학년도 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을 상정하고， 2017학년도 1 차 추가경정 자금예산과 변경된 

계정과목별 예산을 토대로 상세히 설명하니 정현태 이사의 동의와 한무근 이사의 재정에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 

로 “2이 7학년도 2차 경일대학교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01 [붙임 3] 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쩌14호 : 2018학년도 본 예산I안l 

이사장이 “2018학년도 본 예산(안)"을 상정하고， 이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니 조진현 이사의 동의와 정현태 

이사의 재청에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법인일반업무회계는 2017학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액 5 ， 379 ， 999 ， 649원 

대비 13 ， 054， 500 ， 353원이 증액된 18，433 ， 500 ， 000원으로 편성하기로 의결하고， 법인수익사업회계는 2018학년도 

부터 서반빌딩 등의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를 분리하여 807 ， 000 ， 000원으로 편성하기로 의결하며， 또한 경일대학 

교는 2017학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액 79 ， 312 ， 575 ， 688원 대비 4， 800 ， 008 ，818원이 감액된 74 ， 512 ， 566 ，870원으 

로 편성하기로 [붙임 4] 와 같이 의결하다. 

- 쩌15호 : 고정자산 펴|기[안] 

이사장이 “고정자산 폐기(안)"을 상정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저132조(대손상각 등)’에 

따라 본 법인과 경일대학교 자산 중 내용연수를 초과하고 노후 및 파손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고정자산을 폐기하 

고자 하는 (안)임을 배부된 회의자료를 토대로 상세히 설명하니 최정진 이사의 동의와 정헌태 이사의 재정에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고정자산 폐기(안)" 01 [붙임 5] 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저16호 : 수익용 기본재산 활용 계획[안] 

- 저17호 : 2017년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안l 

간서명 j판휴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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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18호 : 자동자부품HRD사업단 국고지원금 보증금 가입I안l 

이사장이 온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경일대학교의 "2018년 자동차부풍HRD사업단 국고지원금 보증보횡 가입 

(만)"을 상징하고， 경일대학교 자동차부품HRD사업단의 2018년 국고지원긍 수령을 위하여 국고지원금메 대한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힘을 회의자료를 토대로 설영하니 정현태 이사의 동의와 최정진 이사의 재정에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2018년 자동차부품HRD사업단 국고지원긍 보증보험 가입(안)" 01 [붙임 8] 과 같이 원안대로 의 

결되었응을 선언하다 

- 저19호 : 기타 

11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I안l 

이사장이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안)"을 상징하고 「사립학교법 제 18조의2의 제4항」에 의거 ， 이사회 회의록 

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률」 저19조제 1 항제 

4호 제5호 제7호 및 저18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본 법인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정현 

태 이사의 동의와 조진현 이사의 재정에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하다 

7. 간서명 대표자 선훌 및 뼈|회선언 

이사회의 호선에 의하여 간서명 대표자로 하성규 이사장， 정현태 이사， 한무근 이사를 선출하고， 며1 회를 

선언하다， 

위 사실을 확인함 

2018. 1. 17. 

학교법인 일청학원 이사장 하성 

01 사 정현 

01 사 조진 

01 사 최 정 

01 사 한무 

학교법인일철학뭘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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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2017학년도 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1. 법인일반회계 2차 추가청청 자금예산(안) 

가， 수입부 

(단위 원) 

2017학년도 2차 추경예산액 2017학년도 1차 
중 감 

추경예산액 
(A-B) 함 목 금 액어) æ) 

전입및기부수입 200,000,000 200,000,000 

교육외수입 341.000,000 341.000,000 

투자와 기타자산 수입 1.760.000,000 1,760.000,000 

고정자산매각수입 381.000,000 381.000.000 

고정부채입금 2,650,000,000 2,650,000,000 

미사용전기이월자금 46,999,647 46 ,999,647 

합 계 5,378,999,647 5,378,999,647 0 

나. 지출부 

(단위 원) 

2017학년도 2차 추경예산액 2017학년도 1차 
중 감 

항 
추경예산액 

(A-B) 목 금 액어) æ) 
보수 

관리운영비 378,200,000 301,200,000 77,000,000 

교육외비용 36,000,000 36,000,000 

전출금 300,000,000 200,000,000 100,000,000 

예비비 24,799,647 201,799,647 -177,000,000 

투자와기타자산지출 701,000,000 700,000,000 1,000,000 

고정자산매입지출 3,939,000,000 3,940,000,000 -1,000,000 

고정부채상환 

합 계 5，378，앉애，647 5,378,999,647 0 

간서명 맑강다~kl 깨， 이 A뱅 씬i에 01 사 | ￡양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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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비회계 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가.수입푸 

(단위 원) 

2017학년도 2차 추경 예산액 2017학년도 1차 
2017학년도 중 갑 

추경예산액 
본예산 (A-B) 항 목 금 액어〕 æ) 

둥록긍수입 46,088,329,000 46,088,329,000 46,080,976 ,790 

전입 및 기부수입 21,461,989 ,258 21,332,545,068 20,010,597,250 129,444,190 

교육부대수입 5,393,033,700 5,393,033,700 5,234 ,420,200 

교육외수입 620,656 ,818 620,656,818 343,666,800 

투자와 기타자산 수입 2,693,036,243 2,690,300,000 2,066,600,000 2,736,243 

고정자산매각수입 34,500,000 34,500,000 

고정부채입금 79,000,000 79,000,000 79,000,000 

미사용전기이월자금 2,942,030,669 2,942,030,669 1,667,610,020 

합 계 79,312,575,688 79,180,395,255 75,482,871,060 132,180,433 

나.지출부 

(단위 원) 

2017학년도 2차 추경예산액 2017학년도 1차 
2017학년도 중 감 

추경예산액 
본예산 (A-B) 항 목 금 액(A) æ) 

보수 28,273,098,569 28,270,394,302 28,066,988,480 2,704,267 

관리운영비 13,706,185,414 13,676,955,931 11,289,253,380 29,229 ,483 

연구학생경 비 30,732,275,922 30,796,890,922 29,763,954,360 64,615,000 

교육외비용 443,310,000 443,310,000 413,320,000 

예비비 367,239,977 262 ,169,820 150,000,000 105,070,157 

투자와기타자산지출 2,392,553,621 2,379,675,000 2,151,039,840 12,878,621 

고정자산매입지출 3,304,794,585 3,257,881,680 1,759,315,000 46,912 ,905 

고정부채상환 93,117,600 93,117,600 1,889,000,000 

합 계 79,312,575,688 79,180,395,255 75,482,871,060 132,180,433 

간서명 |이사장싸 Ñð 1, 01 빼항씨 01 사 | 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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