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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회 이사회 회의록 (2016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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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년월일 : 2016년 2월 24일(수요일) 오전 8시 30분
2. 회의 장소 :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회의실 (회의록작성자:최주원)
(경기고양덕양구내유동300)
3. 임원 출 . 결사항
○참석임원

-이사(6인)

김미성, 김미행, 정영환, 양진영, 이상규, 김용철

-감사(1인)

김 상구

○결석임원
-이사(4인)

유병화, 김채영, 임춘택, Jia Ying

-감사(1인)

최 지 광

4. 회의 안건 :

제1안2015년회계연도학교법인국제법률경영학원및국제법률%
영대학원대학교추가경정예산안심의안건

제2안2016년회계연도학교법인국제법률경영학원및국제법률%
영대학원대힉.교예산안심의안건

제3안2015년회계연도티엘비유글로벌학교추가경정예산안심으
안건

제4안2016년희계연도티엘비유글로벌학교예산안심의안건

5. 회의 내용 :

이시.징.김미성은정관규정에따라의장석에등단하여'M정수에달

하는 이사들이 출석하였으므로 본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일.리고
개회룰 선언하다.

김미성 이사장 : 오늘 이사회의 안건은 제1안 2015년 회계연도 학교빕인룩

제법률경영학원및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추가경정예산안심프
안건,제2안2016년희계연도학교법인국제법률경영학원및국제법흡
경영대학원대학교예산안심의안건,제3안2015년회계연도티엘u

유글로빌학교추가경정예산안심의안건과제4안2016년회계연도

티엘비유글로벌학교예산안심의안건입니다.오늘의첫번째회확
안건에관하여이상규이사께서제안설명을하시겠습니다.
이 상7

이사 : 설명에 앞서 그 동안 학교법인 국제빕률경엉학원의 예산인

을 편성시 수익사업의 임대료 수입을 일반업무회계에 포함하였으나
이번부터는 분리하여 수익사업회계를 별도로 구분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회계관련 법규의 숙지가 미숙하여 미사
용차기이월금 항목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부터눋

흙:齧製찮'휘릴휼렇뜰짧꿇열혔 핼떪훑:해 훈
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회의 전 배포한 회의 자묘릍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2015년 회계연도 본예산 총액은 수
입과 지출은 각각 2,432,727,708원으로 책정하였으나 이번 추가경청

예산에서는 일반업무희계의 수입과 지출을 각각 -4600,455,407원으
로 책정하고 수익사업회계의 수입과 지출은 각각 -2,472,441,294원으
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의 2015년 회계연도 추가경정예수.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의 등록
금회계의 경우 본예산 보디. 161,981,000원이 감소한 2,362.052,00()웡
으로 수입과 지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비등록금회계의 경우 미人
용전기이월자금을 반영하여 수입과 지출의 금액을 -582,262,00()원으

로 편성하였고 이는 본예산 보디. 477,000,000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회의 자료에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참석이사 회의자료의 추가경정예산서를 검토하다.:

정영환 이사 : 검토한 결과 이상규 이사께서 제안하신 예산 안건에 관하α!
이의가없으며동의합니다.

양진영 이사 : 동의에 재청합니다
(참석이사 전원 찬성울 표시하다..

김미성 이사장 : 감사합니다. 제l안 2015년 회계연도 학교법인 국제법률공

영학원과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은 원만
대로 승인되었움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제2안 2016년 회계연도 학교:f:
인 국제법률경영학원과 국제냅률경영대학원대학교의 예산안 심의 안즈

입니다이상M#}께서제안설뗌형하시겠습니다 K뻔>/
이상규 이사 : 제2안 2016년 회계연도 학교법인 국제법률경영학원과 국제뀌

률경영대학원대학교의 예산안 심의 안건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회계연도 학교법인 국제법률경영학원의 일반업무회계 예산 총
액은 전년도 대비 547,402,000원이 감소한 -5,147,858,515원입니다. 그표
고 수익사업회계의 예산 총엑은 전년도 대비 235,313,000원이 김.소한
-2,707,754,704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법인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국
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의 20]6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교비 회계의 예산안은 우리 빙인의 정관 제31조7에 의하여 TLBU대회.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회계인됴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의 동록금 회계 예산안은 수입과 지출 각zl.
2.818.750,000원으로 편성하였으뗘, 비등록금 회계 예산안은 수입과 x

출 각각 -476,42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회으
자료를 참고하시어 예산안울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이사 회의자료의 예산서풀 검토하다.:

김용철 이사 : 검토한 결과 이상규 이사께서 제안하신 예산 안건에 관하○그
이의가없으며동의합니다.
정영환 이사 : 동의에 재청합니다.

(참석이사 전원 찬성을 표시하다..

김미성 이사장 : 감사합니다. 제2안 2016년 회계연도 학교삡인 국제법률경

영학원과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의 예산안 심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제3안 티엘비유골로벌학교의 2이5년 회계

연도 추경예산안 심의 안건입니다. 이상규 이사께서 제안 설명을 하거
겠습니디..

麾/

(뾰쎄

이상규 이사 : 제3안 2015년 회계연도 티엘비유글로벌학교희 제l차 추경예
산안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회계연도 티엘비유글로낼학
교의 본예산안 편성시와 달리 학생 정원 미달로 인해 수입이 현저히 감
소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누적된 미지급 비용을 정리하기 위해 법?
부딤.금을 증액하여 기.급적 이번 회계연도에 모든 비용을 정리합 수 있
도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당초 본예산금액이 1,486,l53,000원 이었으나

72,923,000원이 증액된 1,559,076,000원으로 재편성하려고 하며. 자세한
세부 내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돌께서는
자료률 검토하신 후 추청예산안에 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l.람니다㉴
(참석이사 회의자료의 추경예산서를 검토하다

김미행 이사 : 이번에 제안한 안건에 관하여 이의가 없으며 동의합니다
김용철 이사 : 동의에 재청합니다.

김미성 이사장 : 감사합니다. 제3안 2015년 회계연도 티엘비유글로벨학굵
제1차 추경예산 심의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계속해楗
제4안 티엘비유글로벌학교의 2016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하여 이상롱
이사께서제안설명을하시겠습니다.

이상규 이사 : 제4안 2016년 회계연도 티엘비유글로벌학교의 예산안에 관츠흉

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회계연도 티엘비유글로벌학교의 "험
입.세출 예산 총액은 992,000,OOO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티엘비유글포

범학교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법인의 정관 제31조l3에 의하여 호:
교운영위원희의 자문을 거쳐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홍
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이사님들께서는 회의 자료물 준:
토하시어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예산편성의 경우 기준 재학생의 인원수를 정원은 162명슐

지만별鷸I생수 감소로 인헤(鰥을 기준으로 책청하였퓽낳 빪드를
니다.

(참석이사회의지.료의예산서를검토하다.)

김미행 이사 : 이상규 이사께서 제안하신 안건에 관하여 이의가 없으며 풍
의합니다.

정영환 이사 : 동의에 재청합니'

(참석이사 전원 찬성을 표시하다秊

김미성 이사장 : 학교법인 감사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감사 : 학교법인국제법률경영학원과 우리법인이 설치 경영하고 있는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와 티엘미유큘로벌학교의 2이6년 예산서를
검토한 결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적절히 표시되고 정리되
었음을말씀드립니다.

김미성 이사장 : 제4안 2016년 회계연도 티엘비유글로벌학교의 세입.세춤

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 회록
록에 간인 하실 분에 이상규 이사, 김미행 이사, 김용철 이사 총3명올
선임할것을제의합니다

양진영 이사 : 상기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며 동의합니다
정영환 이사 : 동의에 재청합니다

(참석이사 전원 찬성을 표시하다.

김미성 이사징. :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폐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v 졺

(총료 시끈

L鬱l9시30분) (짧빼
육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떵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느:
의장과 출석한 이사, 감사가 기명날인하다.

2016년 2월 24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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