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 λ 치 | 
통보휠져 I 20~, i. i 2. 

| 재적위원 | 9명 

1. 일시; 2022. 1. 18. (화) 1 o:oo ∼ 12: 15 

2. 장소: 본관 2층 청출어룸 

3. 참석위원; 김춘성, 최태진, 이계원, 김광원, 황지웅, 김신영, 김경민, 박금수 (8명) 

4. 불참위원: 박윤산( 1 명) 

※ 관련 참석자 

- 조선대학교병원: 기획실장 신봉석, 기획팀장 안귀복, 예산파트장 곽정, 

기획팀원 박승모 

- 초선대학교치과병원; 총무부장 원영석, 기획팀장 김상수, 총무팀장 문우영, 

기획담당 임동일 

- 조선대학교; 재정예산팀장 이기자(간사), 재정예산팀원 윤경원, 재정예산팀원 김성국 

5. 안건 

가. 조선대학교병원 2022학년도 병원회계 자금예산서(안) 

나. 조선대학교치과병원 2022학년도 치과병원회계 자금예산서(안) 

다. 조선대학교 2022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서(안) 

라. 조선대학교 2022학년도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 책정 

마. 조선대학교 2021 학년도 교비회계 잉여금 처리 원칙 

6. 회의 내용 

- 김춘성 위원장이 간사(이기자 팀장)에게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2022년도 제 2 

차 등록금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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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선대학교병원 2022학년도 병원회계 자금예산서(안) 

- 조선대학교병원 기획실장(신봉석)이 2022학년도 병원회계 자금예산서(안)에 대한 

개요 및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다. 

~, ... 7 I" .., 
2022학빨얘|산 자금수입은 3, 131 억 9천 3백만원이고, 자금지출繼평1 억 3천 
1 백만원이며, 차기이월자금은 143억 2천 2백만원으로 계상하여, 자금 수입 • 지출 

총계는 각각 3,274억 5천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다고 하다. 

’ “ - --

- 자금수입은 1 ) 의료수입은 2,909억 8천 1 백만원으로 편성, 2) 의료외수입은 215 

억 5천 8백만원으로 편성, 3) 고정자산수입은 1 천 9백만원으로 편성, 4) 고정부채 

이
 닙 

수
 
’ 임대보증금 6억 3천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다고 하다. 

- 자금지출은 1 ) 의료비용은 2,639억 3천 9백만원으로 편성, 2) 의료외비용은 175 

억 9천 7백만원으로 편성, 3) 투자자산 지출은 1 천 2백만원으로 편성, 4) 유형자 

산 지출은 259억 7천 7백만원으로 편성, 5) 고정부채상환은 46억 5백만원으로 편 

성하였다고 하다. 

질문: 최태진 의원이 1 인 1 일 평균진료비 기준에 대해서 문의하다. 

답변; 박승모 기획팀 담당이 병원 평가결과 및 진료환경(센터 신축, PET-CT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다 

질문 박금수 위원이 퇴직수당 부담금 약 10억에 대해서 문의하다. 

답변; 박승모 기획팀 담당이 직원 퇴직금 전체 예산이라고 하다. 

의견; 박금수 위원이 검퓨터 교체와 관련 산하 기관이 조선대학교 단가계약과 

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다. 

그그드드。 
C> 〈그 ---

질문: 이계원 위원이 제수당 관련하여 구성원에서 나누어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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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다. 

답변; 신봉석 기획실장이 인센티브는 열심히 하시는 분에 대해서 측정 및 평가하여 

반영할 예정이라고 하다 또한, 인센티브 시스템에 못지않게 기본연봉이 일정 

즈
」
 

수l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 

다. 

의견: 김춘성 위원장이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볼 [[H , 수도권 대학병원과 지방 대학병 

원 總링스에서 큰 차이점이 있음을 ?양기 빼 특히, 순도권 대학병원 예 

약제 잘시의 경우 서비스 예약시간에 대한 실시간 확인 시스템화가 잘되어 있 

어서 환자에게 믿음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선대학교병원도 이러한 점들 

이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답변; 신봉석 기획조정실장이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며 적극 검토 하겠다고 하다. 

- 위원장이 참석위원의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조선대학교병원 2022학년도 병 

원회계 자금예산서(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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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선대학교치과병원 2022학년도 치과병원 자금예산서(안) 

-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총무부장(원영석)이 2022학년도 치과병원회계 자금예산서(안) 

에 대한 개요 및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다. 

- 2022학년도 자금예산(안) 규모는 2021 학년도 221 억 3천만원보다 5억 8천만원 

(2.7%) 증액한 227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다고 하다 

- 자금수입은 1) 으|료수입은 전년도 197억 8천만원보다 7억 1 천만원 (3.6%) 증액한 

205억원으로 편성, 2) 의료외수입은 임대료수입, 기부금수입, 임상연구용역수입 

및 기타의료외수입 등 3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다고 하다. 

- 자금지藝했 의료비용은 전년도 185억 7~웰원앓 5억 8繼환~3. 1 %) 증액한 
191 억 6천만원으로 편성 2) 의료외비용은 연구용역비 국고보조사업비, 고유목적 

사업비 등으로 8억 1 천만원으로 편성, 3) 유형자산지출은 의료장비 및 공기구비품 

구입, 졸,축공사 설계비 등으로 8억 9천만원으로 편성, 4) 고정부채상환은 장기성 

매입채무, 임대보증금으로 4천 4백만원으로 편성하였다고 하다. 

:A:I 도크· 
E크 L」 박금수 위원이 고유목적사업 전출비(치과대학 교사 증축금) 관련하여 치과병원 

1 억 지출, 조선대학교 3억 수입 반영되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다 

답변; 원영석 총무부장이 현재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상황이 어렵다는 이야기와 다른 

대학의 상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다. 2021 년 7월 이사회에 치과대학 

교사 증축금이 보고 된 상황에 대해서 추가로 이야기 하다. 교사 금
 흙

 2022학년도 기준으로 7억원의 잔액이 남아 있으며, 매년 1 억원의 전출금을 반 

영할 예정이라고 하다. 

:A:I .E프· 
E르 L!_ • 이계원 위원이 치과대학 

하다. 

:::<:::-":: 
c「=특 공사인지 치과병원 쳐

 

F 공사인지에 대해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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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원영석 총무부장이 치과대학 증축 공사비라고 하다. 현재 협약이나 관련된 문 

서는 없다고 하다 

치과병원 교사 증축금 전출 예산 1 억원과 해당 과목에 대한 대학 수입 3억원의 차이 

에 대해 원활히 조정이 되지 않아, 치과병원 관계자들은 퇴실하도록 하고 회의를 약 

20분간 정회한 후 다시 시작하다. 

의견; 위원들이 치과병원 교사 증축금 전출과 관련하여 다앙한 의견을 제시하다 

의걸사항; 김춘성 위원장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리하여 치과병원 고유목적사업 

비로 교사 증축 전입금 1 억원을 3억원으로 수정하여 반영토록 하며, 향후 

임상교원 전입금 비율 및 증축 전입금은 구체적인 계획을 대학과 먼저 상 

호 협의하여 문서화하도록 권고하다. 

- 위원장(김춘성)이 참석위원의 디-른 의견 없음을 확안하고 조선대학교치과병원 2022 

학년도 치과병원회계 자금예산서(안)은 수정 통과(치과병원 교사 증축 전입금 3억으 

織빼 I fJ 「 v- 냉휩ι 로 수짧혔없뽑을 선언하다. 

-‘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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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선대학교 2022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서(안) 

- 조선대학교 재정예산팀장(이기자)이 2022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서(안)에 대한 

개요 및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다. 

- 2022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은 2021 학년도 2회 추경액 2 257억원보다 1.7% 

감소한 2,219억 규모로 편성하였다고 하다. 

- 수입은 1 ) 코로나19 여파 및 입학자원 감소로 학부 등록금 17억 (1.3%), 대학원 

등록금 11 억 (8. 7%) 감소한 등록금수입 1,379억 반영(대학원 등록금 1.2% 인상) 

2) 병원 인건비 전입률 100% 반영(법정부담금 포함), 치과병원 인건비 전입률 

70% 동결 반영 3) 병원 주차장건립사업 및 감염병 병원 우회도로 구축사업 등 

병원 고유목적사업비 48억 반영 4) 치과대학 교사 증축 자금 미회수분 3억 반영 

5) 한국장학재단 등 국고보조사업비 487억 반영하였다고 하다. 

- 지출은 1 ) 교원보수 2021 학년도 2회 추경액 대비 1. 7억 (0.2%) 감소한 836억 반 

영 2) 직원보수 2021 학년도 2회 추경액 대비 1. 5억 (0 . 7%) 감소한 235억 반영 3) 

병원 흉활짧껄립사업 사업 중 토지매입비 및 셀뺑V R억 반영, 감염병 ‘.볍원 우 
.,‘./ ‘i --γ- - --

회도로 구축사법 21 억 반영 4)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LINC+ 사업 등 룩건「 대형사 

업비 미확정으로 미반영 5) 2021 학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22억 반영하였다고 하 

다. 

의견; 박금수 위원이 대학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 중 국제 유학생 유치와 병원 

전입금 상향 요청이 고| 。 -;;:;-LrL 」 닙 닙 。
2-1.」-)「」「τ= 「-τr듣긍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설명하고, 기획조정실 차원의 교직원 

질문: 박금수 위원이 해오름관 운영에 대해서 문의하다. 

답변; 김춘성 기획조정실장이 해오름관 운영과 관련하여 협약이 되었으며, 매년 약 

2억 7천만원 정도 수입이 반영될 예정이라고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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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김광원 위원이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다. 

질문; 최태진 위원이 연구비 감소액에 대해서 문의하다. 

답변; 이기자 재정예산팀장이 연구비 관리부서에서 지급시기 조정 등을 통하여 전년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전자정보구독료 예산은 도서관 자체 프로그램(동영 

상) 운영비용으로 이번 본예산에서는 감액하되 적정 사업 계획 수립시 국고재 

원에서 다시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다. 

질문; 이계원 위원이 교원학술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어떤 부분에 의해서 감액되었 

는지 문의하다, 

답변; 김춘성 위원장이 해외 연구년제 지원과 관련된 감액이라고 하다. 

질문; 이계원 위원이 4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 대비 관련 여|산의 반영에 대해서 문의 

하다. 

답변: 이기자 재정예산텀장이 조선대학교 발전계획, 4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 사업과 

반영할 예정이라고 하다. /fl ν 
灣캡’ 

- 위원장(김춘성)이 참석위원의 다른 의견 없음을 확인하고, 조선대학교 2022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서(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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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22학년도 조선대학교 대학 및 대학원 등록금 책정(안) 

- 조선대학교 재정예산팀장(이기자)이 조선대학교 2022학년도 대학 및 대학원 

금 책정(안) 대한 개요 및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다. 

드드흐를 
C그 -「

- 대학 학부(동결), 대학원 (1.2% 인상)안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다. 

- 학부 신설된 국어국문학부(2,864,000원), 공공서비스학부(2,864,000원)는 인문계열 

자연과학계열 (3,352,000원) 융합수리과학부(3 352 000원)는 이학계열 

약학과(6년제 )(5, 142 000원)로 책정된 내용을 추가적으로 자세히 설명하다. 

- 입학긍 펴|지정책에 따라 2017학년도 입학금 (634,000원)으| 20%(126,800원)를 수업 

료에 산입하며, 이 재원은 국가장학금에서 지원된다고 설명하다. 입학금은 2022학 

년도 신입생 및 편입생에게 당해학년도 첫학기( 1 학〕|)에 동결된 수업료에 입학금 

( 126 .800원) 반영하여 고지할 계획이라고 하다. 

- 위원장(김춘성)이 참석위원의 다른 의견 없음을 확인하고 2022학년도 조선대학교 

대학 및 대학원 등록금 책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I rJ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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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조선대학교 2021 학년도 교비호|계 잉여금 처리 원칙 

- 조선대학교 재정예산팀장(이기자)이 조선대학교 2021 학년도 교비회계 잉여금 처 

리 원칙에 대한 개요 및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다. 

- 조선대학교 2021 학년도 교비회계 결산 후 발생할 잉여금은 명시이월금과 사고이월 

금은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운영자금이월금은 등록금회계 자금수지 부족분과 

학생들의 교육과 시설개선에 관련된 예산 항목 등에 사용하고자 함을 위원들에게 

설명하다 

- 위원장(김춘성)이 참석위원의 다른 의견 없음을 확인하고 조선대학교 2021 학년도 

교비회계 잉여금 처리 원칙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7. 2022년도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를 종료하기로 하고, 이번 회의록 간 서명은 

위원장 김춘성, 위원 이계원, 위원 김경민이 하기로 하다. 

2022 . 1. 18 . 

위 회의 내용을 확인함. 

언훌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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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춘껄쫓꼈 위원 

위원 이계繼1 위원 

황지 짧7ζ 위원 박 윤 산 (인) 위원 

위원 김신영 빼~ 위원 김경민爛 

위원 박금짧7 간사 이 기 자 (인) 

혔싼? l 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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