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년도 제4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위원정수 I 9인 | 재적위원수 I 9민 

1. 일 시 : 202 1.4.19.(월) 15시 

2. 장 소 : 대구예술대학교 저11 예술관 2층 회의실 

3. 위원 출석현황 

참 까야 ..., 위 QJ 
‘- 불참위원 

이의철，이명권，석정웅，김관식，차창호，최유리，문민호 | 이혁화，이희경 

4. 안건 

저11 호의 안 : 2020회계연도 결산(안) 심의 

5. 회의내용 

가. 개회 

。 ‘간사’가 재적위원 중 7명의 참석으로 성원이 됨을 보고하다. 

。 ‘위원장’이 2021 년도 제4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개회를 선언하다. 

나. 안건 심의 

口 저11 호의 안 : 2020회계연도 결산(안) 심의 

- 저|안설명 

。 ‘위원장’이 저11 호의 안을 상정한다고 하며 간사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 ‘간사’가 경과사항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법인결산 감사가 2021 .4. 7 .-4 . 9 . 까지 있었다고 하며， 결산 

요약자료를 기본으로 설명하다. 2020회계연도 결산금액이 등록금회계 수입금액이 11.420.198.963원으로 예 

산금액 대비 -6.683 . 572원이고， 지출금액이 11 .420 . 198.963원으로 예산금액 대비 6 . 683.572원이고， 비등록 

금회계 수입금액이 4.507.861 .463원으로 예산금액 대비 -97.787 . 242원이고 지출긍액은 4. 507 . 861 .463원으 

로 예산금액 대비 97 .787 . 242원이라고 하다. 그리고， 미사용 차기 이월자금 현활으로는 등록금 회계 이월금 

액이 3 . 252.625 . 183원으로 2이 9회계연도 대비 -446.793 . 352원이고， 비등록금회계 이월금액은 1.479.473.780 

원으로 2019회계연도 대비 50 . 660.075원이라고 하다. 참고로 등록금 회계 수입은 7. 638.563천원으로 2017 

년부터 계속 감소하는 중이라고 하며 2020회계연도 결산 주요내역을 기본으로 수입 및 지출의 주요 결산내 

역을 설명하면서 평의원회 자문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었다고 하다. 

- 토론 및 토론 종결 

。 ‘위원장’이 저11 호의 안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묻다. 

。 ‘석정웅 ’위원이 예산 전용현황에서 비등록금회계 지출부분에 전용이 발생한 사유를 묻다. 

。 ‘간사’가 비금등록금회계 교원각종수당은 우리 대학의 인터넷강좌를 타 대학의 학생들이 수강할 경우 수강료 

가 들어오고 수강료의 50%는 해당 인터넷강좌를 개발한 교원에게 지급하면서 발생하는 것인데 2020학년도 

에는 타 대학 수강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여 과목존치로 처리했으나 2학기때 한 과목을 타 대학에서 수강람에 

따라 전용금액 300.000원이 발생하였다고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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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이 우리 대학의 수입 대비 보수와 관리운영비로 지출되는 비율이 너무 높은게 아닌가라고 하다. 

。 ‘간사’가 등록금회계에서 수입이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을 제외하면 사실상 77억이 조긍 넘는데 보수와 관리운 

영비의 합이 63억이라고 하며 수입대비 지출 비율이 높은 편이고 금년에는 더 높아질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절감방안을 찾고 있다고 하다. 

。 ‘위원장’이 학생위원들에게 질의할 내용이 없는지 묻다. 

。 ‘위원장’이 2020회계연도 결산(안)은 원안대로 하자는 ‘김관식’우|원의 동의안에 ‘석정웅’위원의 재청이 있어 

‘위원장‘ 이 참석위원들에게 가부를 물어 이의가 없으므로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다. 

6. 의결사항 

- 제 1 호의 안 : 2020회계연도 결산(안) 심의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다. 

7. 펴| 회선언 

상기 회무를 마치고 위원들의 폐회하자는 동의와 재정이 있어 위원장이 가부를 물어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장이 2021 년도 저14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폐회를 선언하다. 

[ 본 회의록의 의사진행사항 및 그 의사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날인하다. 

2021. 04. 19. 

참석인원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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