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금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록

1. 일    시 :  2020. 4. 20.(월) 16:30 ~ 17:30

2. 장    소 :  율곡관 제1회의실

3. 참석위원 :  이형천, 김대중, 이교범, 김지훈, 김현빈, 정채옥, 곽영후, 정호신, 한재관 

   불참위원 :  정수종, 김종태

4. 회의내용

 - 이형천 위원장은 성원이 되어 개회를 선언하다

[심의 안건 1호 : 2019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 이형천위원장이 심의안건 제1호 「2019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다

 - 총무처장이「2019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에 대해 설명하다

 - 교직원위원은 교외장학이 감소하고 교내장학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질문하다

 - 간사는 교외장학은 국고사업 종료(CK-Ⅱ)와 정부초청 대학원 장학지원사업(GKS) 감소 

등에 따라 감소하였고 교내장학은 중앙일보대학평가 지표인 장학금지급율이 타 대학 대비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증가시켰다고 답변하다

 - 교직원위원은 연구학생경비 중 실험실습비가 감소한 이유에 대해 질문하다

 - 재무회계팀장은 실험실습비 총액은 전년 대비 변동이 없으며, 도서관의 전자저널구입을 교육용

과 연구용으로 구분하고 연구용은 산단에서 직접 집행함에 따른 변동이라고 답변하다

 - 교직원위원은 교비회계의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문하다

 - 간사는 학부등록금이 11년째 동결됨에 따라 정규학생 등록금 수입 증대는 어렵고, 순수외국인 

유치 등 정원외 학생확대, 국고수입의 증대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 전문가위원은 부속병원전입금이 학교로 전입되어 교내장학 및 실험실습비를 지원하는지 질문하다

 - 재무회계팀장은 부속병원전입금은 주로 의과대학, 간호대학 등의 장학, 실험실습비, 연구비 

등으로 지원된다고 답변하다 



 - 학부모위원은 부속병원은 학교에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 질문하다

 - 재무회계팀장은 부속병원이 기숙사 신축 재원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 위원장은 심의안건 1호에 대해 위원들의 추가 질의와 동의여부를 질문하다

 - 위원장이 참석위원 전원이 동의함을 확인하다

 - 이형천 위원장은 제1호 안건「2019학년도 교비회계결산(안)」(자금계산서 결산액 266,373

백만원, 대차대조표 결산액 293,980백만원, 운영계산서 결산액 250,073백만원)에 대해 원안

과 같이 심의·의결함을 공포하다

[심의 안건 2호 : 2019학년도 부속병원회계 결산(안)]

 -  이형천위원장이 심의안건 제2호「2019학년도 부속병원회계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다

 - 의료원 행정부원장이「2019학년도 부속병원회계 결산(안)」에 대해 설명하다

 - 교직원위원은 의료이익(관리손익기준)은 타 대학도 사용하는지 질문하다

 - 의료원 행정부원장은 본교와 같이 부속병원이 있는 대학(연세대, 고려대 등)의 경우  의료이익(관리손

익기준)을 결산시 사용한다고 답변하다

 - 학부모위원은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질문하다 

 - 의료원 행정부원장은 회계감사에 따라 퇴직급여를 반드시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직원의 사학연

금퇴직수당 기관부담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계약직 직원의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설명하다

 - 위원장은 심의안건 2호에 대해 위원들의 추가 질의와 동의여부를 질문하다

 - 위원장이 참석위원 전원이 동의함을 확인하다

 - 이형천위원장이 제2호 안건「2019학년도 부속병원회계 결산(안)」(자금계산서 결산액 700,478

백만원, 재무상태표 자산총계 결산액 284,261백만원,  손익계산서 의료수익 결산액 610,845백만원 

등)에 대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함을 공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