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 심의안건 제2021-21호 ; 학교법인 광운학원 개방감사 선임 계획(안) 

- 조선영 이사장 ; 심의안건 제2021-21호 학교법인 광운학원 개방감사 선임 계획(안)을

상정하고, 회의자료를 가반으로 배홍기 감사가 2022.02.24자 임기만료 예정에 따라 

개방감사 선임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내용을 설명하다.

- 조선영 이사장 : 정관 제24조의3에 의거하여 법인에서 추전하는 위원 4인을 제안하고

이사들의 의견을 요청하다.

- 조선영 이사장이 제안한 위원 4인 추전에 이사 전원 찬성하다

- 조선영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심의안건 제2021-21호 학교법인 광운학원 

개방감사 선임 계획(안)이 아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법인에서 추천하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4인 선임

;  

디 심의안건 제2021-22호 :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개정(안) 

- 조선영 이사장 : 심의안건 제2021-22호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개정(안)을 상정하고,

회의자료를 가반으로 개정샤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하다. 상정안건에 대하여 이사

들의 익견을 요청하다

- 이사 전원 : 상정 안건 원안대로 승인하는데 찬성하다

- 조선영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심의안건 제2021-22호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붙임l ;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개정(안) 선 구조문대비표 1부

(시행일 : 2021.11.09.) 

다 심의안건 제2021-23호 ; 법인 인사소위원회 구성 건

- 조선영 이사장 ; 심의안건 제2021-23호 법인 인사소위원회 구성 건을 상정하고, 회의

자료를 기반으로 초 · 중 · 고등학교 교장 자격인정신청대상자 선정 및 교감자격연수대

상자 선정, 신임교원 임용 등을 위한 인사소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 설명하다

- 조선영 이사장 : 법인 인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조선영 이사장, 이종수 이사, 이종민 이

사를 위원으로 추천하고 이사들의 의견을 요청하다

- 이사 전원 ;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다.

- 조선영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심의안건 제2021-23호 법인 인사소위원회

구성 건이 아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구분 위원수 성명 위촉사항 위촉기간 비고 

조선영 초·중·고등학교 

교장 자격인정대상자 선정, 2021.11.09 ∼

01사 3명 이1 조--λ「 교감 자격연수대상자 선정, 2022.11.08 

이종민 
신임교원 임용에 대한 (1 년) 

이사회 심의 전 서류 및 면접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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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영 이사장 ; 상정안건에 대하여 이사들의 의견을 요청하다.

- 이사 전원 ; 상정 안건 원안대로 승인하는데 찬성하다‘

- 조선영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심의안건 제2021-28호 광운전자공업고등학

교 교원 휴직 · 복직 제청(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디 심의안건 제2021-29호 ; 광운초등학교 학교 규척 개정(안) 

- 조선영 이사장 : 심의안건 제2021-29호 광운초등학교 학교 큐적 개정(안)을 상정하고,

조선애 사무처장에게 안건에 대한 설명을 지시하다.

- 조선애 사무처장 ; 회의자료를 기반으로 광운초등학교 학교 큐직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내용을 설명하다

- 조선영 이사장 ; 상정안건에 대하여 이사들익 의견을 요청하다.

- 이사 전원 ; 상정안건 원안대로 승인하는데 잔성하다.

- 조선영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2021-29호 광운초등학교 학교 큐적 개정

(안)이 제정 원안대로 아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붙임5 : 광운초등학교 학교 큐척 개정(안) 1부

(시행일 : 2021.11.09.) 

6. 기타안건

1)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 대상 안건

- 조선영 이사장이 이사회 회익록 중 개인정보 및 심의안건 제2021-21호 법인 추전위

원 명단, 심의안건 제2021-24호에 대하여 비공개할 것을 제의하자, 참석이사 전원 찬

성으로 가결하다.

2)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대표자 선임 건

- 조선영 이사장이 조선영 이사장, 이종민 이사, 김영만 이사를 본 이사회 회의록 간서

명 대표자로 선임할 것을 제의하자,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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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붙임2]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교환 승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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