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 의 록

회의 일시 2022. 5. 3.(화), 11:00~12:00 부  서 기 획 처 장  소 ZOOM
화상회의

참 석 자

o 위원장 : 김정곤(기획처장))

o 위 원 : 김종호(교수협의회장), 백

승준(총학생회장), 차민정(부총학생

회장), 김효건(외부전문가). 
회의 구분 법정회의/부서주관회의

불참
황병삼(직원노조지부장), 태준영(원

우회장) 

회 의 명 2022학년도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의    안
1)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안) 심의・의결

2)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회의내용

□ 김정곤 위원장의 개회선언과 성원보고로 회의를 시작함.

○ 안건1 :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안) 심의․  의결

§ 김정곤 위원장: 본 안건 심의를 위하여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최승현 재무팀장에게 설명을 요청함. 

§ 최승현 재무팀장: 2021회계연도 결산 절차, 관련 법령, 학교회계의 특징 등을 

설명하고,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관련 세부내용을 자금계

산서(예산 대비 결산 현황, 등록금/비등록금회계 이월금 현황, 명시이월 내역 

등), 대차대조표(자산 및 부채와 기본금 총계, 증감현황, 증감요인, 기금현황 

등), 운영계산서(총액, 자금계산서 연계 목별 증감현황을 포함한 전기 대비 증

감현황, 증감요인 등) 순으로 설명함. 

§ 김정곤 위원장 : 결산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문이 있는지 확인하고 2021회계

연도 교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는 것을 제안함.

§ 참석위원 전원이 동의하고 제청함.

○ 안건 2: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

§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추경예산의 기본 방향과 예산에 대한 내용을 회의자료

를 기반으로 설명함.



(단위:천원)

구  분 ’22본예산 ’22추경예산 증감(△)액

세입/세출
총예산액

43,265,883 51,386,002 8,120,119

§ 김종호 위원: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미리 세워 둔 이유와 추가 선정 확정 여부를 물어봄.

§ 서명철 기획혁신팀장 :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5조 예산 

총계주의 원칙을 준수하여 편성했고, 추가 선정에 원만한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추가 선정 부분은 진행사항이라고 말함.

§ 김종호 위원: 여의도순복음교회 발전기금은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인지 물어봄.

§ 서명철 기획혁신팀장 : 최초 1,700,000,000원에서 1,300,000,000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문제 없도록 선조치하는 상황임을 설명함.

§ 김정곤 위원장: 추가적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참석한 위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기로 

함.

□ 김정곤 위원장의 폐회 선언으로 회의를 마침.

붙임: 1. 회의 서명지 1부.

     2. 회의 심의 결과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