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일시 

z 장소 

2020학년도 제17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회의소집 통보일자 

평의원정수 
재적 평의원 

2021 년 1월 20일(수) 오전 10시 

대학평의원호| 사무실 

3. 참석명의원 및 불참평의원 

구분 인원 성명 

2021. 0• 11. 

12명 
11 명 

참석평의원 10명 김시욱 앙고승 김명삭 이진렬 김계학 김광원 박용표 김준연 김용래 박현정 

불참평의원 1 명 정홍용 

4. 출석관계자 

- 조선대학교 병원 앙은석 부원장 노경영 종무부장 요다|복 기획팀장 곽정 예산파트장 tL응모 기획팀원 

-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손미경 치과병원장， 원영석 종무부장， 문우영 기획담당 

5. 회의 내용 

가 개회 선언: 의장의 인사말과 함께 2020학년도 제17차 대학평의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 

나 부의안건 

1)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2020학년도 저11 호|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자문 

2)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2021학년도 자금예산(안) 자문 

3) 조선대학교 병원 2020학년도 제1 호|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자문 

4) 조선대학교 병원 2021학년도 지금예산(안) 자문 

다 안건심의 

1) 1호 안건: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2020학년도 저11회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자문 

l 제안설명 손미경 치과병원장 

@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편성 규모 및 사유 

2020학년도 저11 회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은 본예산액 보다 -9억 3천만원(-4.2%) 감 

액한 212억 5천만원。로 펀성하였습니다 

1) 코로나-19로 인한 환자수 및 의료수익의 감소에 따른 자금수입 감액 조정 

2) 각종 대면 사업의 쥐소 또는 축소에 따른 자금지줄 감액 조정 

3) 가결산을 통해 차기이월사업비를 파악하여 차년도 재정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펀성 

@ 주가경정 자금예산(안) 증，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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回 자금수입 

1 의료수입 

의료수입은 

6천 만원 

2 의료외수입 감액 

의료외수입은 기부금수입 중 국고보조금 

전만원 보다 3천만원(-8.6%) 감액한 3억 

3 . 고정부채수입 증액 

고정부채수입은 임대보증금 

편성하였습니다. 

回자금지줄 

1 인건비 감액 인건비는 인력 감축으로 인한 교직원급여 감액 및 퇴직급여 지급 감소로 

본예산액 124억 5천만원 보다 -6억원(-4.9%) 감액한 118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 재료비 감액· 재료비는 원내 주사약품 및 진료재료 사용량 감소로 본예산액 

원 보다 -1 억 5천만원(-6.8%) 감액한 20억 5전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 . 관리비 감액: 관리비는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I 행사비 및 외주용역비 등 비용 감소로 

본예산액 44억원 보다 -2억 6천만원(-6.0%) 감액한 41 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 으|료외비용 증액: 의료외비용은 고유목적사업비 등으로 9전만원(14.6%) 증액한 

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 예비비 감액‘ 예비비는 진료실 환경개선 

사용하여 1 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 유형자산지줄 감액: 유형자산지줄은 건물 및 구축물 구입비 등 

4천만원 (-15.4%)을 감액하여 7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 고정부채상환 증액: 고정부채상환은 임대보증금 증가 등으로 

증액한 5천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 자금지줄종계· 추경예산안의 당기수입합계는 본예산액 보다 -11 억 

감액한 196억 6천만원 이며， 자금수입종계는 미사용차기이월자금으로 

원을 계상한 212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ν "ö/냥t"C v •. 

본예산액 206억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로 의료수익의 

2천만원으로 

인한 

감액한 195억 

7fOH 
CJ -, 

입원 및 외래 환자수 감소로 

보다 11 억 3천 만 원 (-5.5%) 

5 

7 

예산 1 억 

3백만원 (30%) 

4천만원 (-5 .5%) 

15억 9천만 

9천만원을 

2백만원으로 

3억 

22억 

감액 등으로 본예산액 

펀성하였습니다 

미사용 

위해 

4천 

1 천 

증액한 

으
 
-다

 。
* --

4백만원 (50.0%) 

공사비 (수선 비) 

사업수입의 

2전만원으로 

1 천 증가로 

l 자문내용 

치과병원 수익 증대를 위해 병원 홍보를 강화하여 줄 것을 자문함. 

인턴 채용 미달에 관한 부분을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정취합 

치과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수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수익 구조 개선 및 수익 장줄 농반을 마련 

하여 줄것을자문힘 

•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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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2호 안건: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2021학년도 자금예산(안) 자문 

l 제요F설명’ 손미경 치과병원장 

@ 자금예산(안) 규모 

2021 학년도 자금예산(안) 규모는 2020학년도 212억 5천만원 보다 10억 6전만원 

(5.0%) 증액한 223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자금예산(안) 편성 내역 

믿 자금수입 

1. 으|료수입은 전년도 195억 2전만원 보다 8억 4천만원(4.3%) 증액한 203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 입원수입은 8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며 

• 입원환자 연인원 3천 9백명으로 계획 (환자 1 인 일평균진료비 : 21만 8천원으로 예상1 

2) 외래수입은 194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며 

’ 외래환자 연인원 15만 3천명으로 계획 (환자 1 인 일평균진료비 12만7전원으로 예상1 

3) 기타의료수입은 종합건강검진수입， 제증명료수입 등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 으|료외수입은 이자수입， 임대료수입， 기부금수입， 임상연구용역수입 및 기타의료 

외 수입 등 3억 1 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 자금수입종계 

갱1학년도 수입합계 금액은 전년도 모다 8억 3전만원:42"10) 증액한 207억 2천만원이며 Z넘수입 

종계 금액은 미시용전기이월자금으로 15억 9천만원을 계상한 223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믿 자금지줄 

1 의료비용은 전년도 180억 4천만원 보다 9억 1 천만원(5.1 %) 증액한 189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 인건바는 전년표 118억 4천E뭔 보다 7억 8천만원6.6"~ 풍뺨 125억 2백묘펜으로 편성히였습니다 

2) 재료비는 전년도 20억 5천묘펜 보다 7천E댐(3.4'7에 증액한 21 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 표떼비는 전년도 41억 4천만원 보다 6천만원(1.6%) 증액한 42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 으|료외비용은 연구용역비， 국고보조사업비， 고유목적사업비 등으로 9억 4천만원으 

로 편성하였습니다 

3‘ 유형자산지줄은 건죽 공사비， 의료장비 및 공기구비품 구입， 증죽공사 설계비 등 

으로 9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 고정부채상환은 장기성매입채무， 임대보증금으로 5천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 자금지줄종계 

2021학년도 지줄합계 금액은 전년도 보다 13억 2천만원(68%) 증액한 209억 8천 

만원이며， 자금지줄종계 금액은 미사용차기이월자금으로 13억 3천만원을 계상한 

223억 2천만원으로 펀성하였습니다‘ 

• 자문내용 

- 임상연구용역(IRB) 수입 및 지줄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정쥐함 

‘ ‘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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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간호인력 수급과 관련하여 적정한원이 적기에 충원되어 인건비「루담를 줄일 수 있기를 자 

문함 

예산이 미집행되어 자기 회기에 비용이 증대되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반영하여 예산을 수립 집 

행하여 주기를 자문함 

•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합. 

3) 3호 안건: 조선대학교 병원 2020학년도 저11회 추가경정 자금예산(맨 자문 

• 제요별명 앙은석 부원장 

믿 2020'학년도 저11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 편성 사유 

口 수입 70억 4천 7백만원 감액 

의료수입 52억 6전 7백만원 감액 

1 코로나19 및 의사협회 종파업 등으로 인한 환자수 급감， 의료공백 발생 등으로 입 

원 및 외래수입 84억 4백만원 감액 

1 ) 입원수입 41 억 8천 8백만원 감액(20 1 9년도 일평균 환자수 674명 • 2020 년 3월 

-12월 616명) 

2) 외래수입 42억 1 천 6백만원 감액(2019년도 일평균 환자수 2，014명 • 2020년 3 

월 -12월 1 ， 888명) 

2 코로나19 정부지원금 등으로 기타 의료수입 31 억 3천 7백만원 즈액 

1 ) 코로나19 정부지원금 40억원 증액 

2020년 4월 - 2020년 12월 종 8차려I 28억 7천 7백만원 

-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 지정(2020 . 10. 1 6. 5 병상， 12.23 주가 3병상) 

2) 종합검진 및 일반검진 등 기타의료수입 8억 6천 3백만원 감액 

의료 외수입 17억 8천 1백만원 감액 

1 장례식장 수입 감소로 의료부대 수입 6억 6천 8백만원 감액 

2 코로나19로 인한 병원 입점업체 임대료 인하(20%， 2020 년 3월 -9월)로 임대료 

3억 6백만원 감액 

수입 

3 병원 건축 기부금 모금액 증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사업진행 지연 및 기타 

국고보조 신규사업 선정 등 사업집행차액 조정으로 기부금 수입 6억 9천 5백만원 

4 코로나19로 인한 병원 임상실습， 간호보수교육 중단 등으로 수입 감소 및 

사업집행차액 조정으로 1 억 1 전 2백만원 

디 지줄 -66억 9전 8백만원 감액 

의료비용 28억 6천 3백만원 감액 

1 인건비 10억 8전 9백만원 감액 

7fOH 
0 .., 

1 ) 교직원인건비 직종멸 사업집행차액 조정으로 14억 1 천 3백만원 감액 

。 계획인원 미증원으로 인한 직원인건비 감액 

7fOH 
0 .., 

미중원 인원(계획/20211 월 현원) 임상교원(124/119) ， 전임의/임상전문교수 

(31/27), 전공의 (15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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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시간외 근로수당t 으|사협회 파업 임금공제 등 직원인건비 감액 

2) 기간제직원 퇴직급여， 직원 명예/특별퇴직 및 연금부담금 사업집행차액 조정으로 
3억 2전 4백만원 증액 

2 재료비 8억 4천 9백만원 감액 

1 ) 약품비 1 억 1천 5백만원 증액 진료재료비 6억 8전 4백만원 깊빽 급식재료비 2억 8천만원 감액 

3. 관리비 9억 2전 5백만원 감액 

1 ) 수선비 등 관리비 예산항목별 사업집행차액 조정으로 9억 2전 5백만원 감액 

· 의료 외비용 9억 3천 2백만원 증액 

1 장례식장 지줄 감소로 의료부대비용 4억 9천 1 백만원 감액 

2. 2020년 2월 차입금 중도상환(20억원)에 따른 원리금 감소로 이자비용 9천만원 감액 

3 국고보조 신규사업 선정 등 사업집행차액 조정으로 국고보조사업비 3억 6천 5백만원 증액 

4 코로나1 9로 인한 병원 임상실습 간호보수교육 중단 등으로 수입 감소 및 

사업집행차액 조정으로 잡손실 1 억 8백만원 감액 

5 잉상교원 인건비 전줄금 병원 부담률 S뺑et:J'/cr→9J'1o)으로 고유목적사업비 12억 5전 6백만원 증가 

유형자산 지출 32억 8천 7백만원 감액 

1 병원 유형자산 사업집행차액 조정 및 미시행 사업성예산 자기년도 이월로 유형자산 

지줄 32억 8천 7백만원 감액 

1 ) 의료장비 6천 3백만원 증액 

2) 차량운반구 1 전 9백만원 감액 

3) 공기구 비품 4억 4천 1 백만원 감액 

4) 건설중인 자산 28억 9전만원 감액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14억원 이월 감액 

- 환자 주자장 및 내시경센터 이전 개보수공사 등 14억 9천만원 이월 감액 

고정부채상환 14억 8천만원 감액 

1. PET-CT 도입 지연 및 신규의료장비 장기할부구입 자기년도 이월로 장기미지급금 

14억 8천만원 감액 

믿 2020학년도 저11 호| 추가경정 자금예산서(안) 개요 

2020학년도 저11 호| 주가경정예산 자금수입은 본예산 2，647억 2전 1 백만원보다 70억 4 

전 7백만원 감소한 2，576억 7천 4백만원이고， 자금지줄은 본예산 2，648억 7전만원보다 

66억 9전 8백만원 감소한 2， 581 억 7전 3백만원으로 자기 이월자금은 116억 1 천 8백 

만원으로 계상되어 자금 수입 • 지줄 종계는 각각 2，697억 9천만원으로 편성함 

• 자문내용 

- 장례식장운영과 관련하여 수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하여 주기를 자문함 

- 인력 미증원 인한 병원 운영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인력 증원계획이 차질없이 진행 될 수 있기 

를자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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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c~ ... 감 1-0 
r_ 코로나19로 인한 음압병동 운영과 관련한 병원 주7f 지줄어| 대해 질의한 이어| 대한 답변을 l 
정취합 

현재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과에 대한 구조조정 능반이 있는가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한 1 

답변을정쥐함 

•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합. 

예 4호 안건: 조선대학교 병원 2021학년도 자금예산(만) 자문 

- 차기 회의 시 병원E떼 직접 줄석하여 안건 제안 설명을 하기로 병원 즉 줄석관계자와 합의 함‘ 

- 논의 결과 4호 안건을 심의 보류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함 

- 다 음 -

1. 차기 호|으1 [제18차 대학평의원회(2021.125.)]에 l조선대학교 병원 2021학년도 자금예산(안)’을 

재 상정하여 심의하기로 함 

5) 기타 사항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저110조(회의록작성 및 통보l æ항 ‘회의록에는 의장을 포함한 평의원 4인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에 의거하여 금회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서명은 참석펑의원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김시욱 의장을 포함하여 앙고승 부의장， 김준연 평의원， 박현정 평의원이 서명하기로 힘 

2021 년 1 월 20 일 

위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함. 

의 장 김시욱 7~ι 부의장 양고승 %\JI~ 

평의원 김준연 
7팬.~ 후뻐~ 

평의원 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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