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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회 차
제1차
일
시 2014.01.22(수) 11:00 장 소 본관2층 중회의실 소요시간
80분
1. 2013학년도 추경예산(안) 심의
2. 201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안) 심의
상 정 안 건 3. 2014학년도 본예산(안) 심의
4. 등록금회계 잉여금 처리원칙 심의
5. 2014학년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심의
1.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영부총장의 기도로 회의를 시작하다.
2. 등록금 심의위원회 위원을 소개하다.
3. 전 회의록(2013학년도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낭독하고 이의 없음으로 전위원의
동의 및 제청으로 통과하다.
4. 안건 심의/의결방법을 “① 안건별 설명 및 심의/의결, ② 상정안건을 모두 일괄 설명
및 질의응답 후 심의/의결” 방법을 제시되고 위원들의 동의와 제청으로 “② 상정안건
을 모두 일괄 설명 및 질의응답 후 심의/의결”의 방법으로 진행키로 의결하다.
5. 안건상정

(안건 1) 2013학년도 추경예산(안) 심의
○ 2013학년도 추경예산(안) 일금칠백칠십사억구천이십칠만오천원(￦77,490,275,000원) 편
성에 대하여 설명하다.
○ 2013학년도 추경예산(안) 중 본예산 대비 크게 증가된 수입과 지출부분에 대하여 질
의하다.
회의 내용
○ 본예산대비 국가장학금 수입이 40여억원 증가되어 모두 지출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및
설명하다.
(안건 2) 201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안) 심의
결의사항 ○ 학교측에서 대학/대학원 입학금과 수업료 동결 및 공학계열 수업료 인하, 독일바이마
르음악학부 학년상승에 따른 3학년 수업료 인하 방안을 제시하다
○ 대학원 학생측에서 학교의 대학원 등록금 동결 입장을 인정하고 다음해부터 회의자료
에 타대학원 등록금 및 학비감면 자료를 추가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 학부 학생측에서 학생지도비 편성내역을 질의하고 이에 대하여 기획예산팀에서 설명
하다.
○ 학부 학생측에서 학생회 지원비 감축시 행사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학교측에서 당초 학생회 지원비의 유지와 전체학생들이 혜택을 더 느낄수 있는 방향
으로 예산 편성기조를 수립하고 추진하였으나 예산의 전체적인 상황상 수입축소에
따라 전체적으로 삭감이 크게 이루어 졌음을 설명하고 앞으로 운영하면서 지출예산
을 보다 긴축 및 삭감운영하여 그 결과를 활용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할 계획임
을 설명하다.
○ 학부 학생측에서 학교의 대학 등록금 동결 및 일부인하 입장을 인정하다.

(안건 3) 2014학년도 본예산(안) 심의
○ 2014학년도 본예산(안) 일금칠백이십팔억구천사백사십칠만구천원(￦72,894,479,000원)
편성에 대하여 설명하다.
○ 교원 대표측에서 교직원 인건비의 동결기간이 길었으므로 사기진작을 위하여 명절
(설, 추석)떡값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예산편성의 재정상황상 현재는 반영이 불가한 상황임을 설명하다.
(안건 4) 등록금회계 잉여금 처리원칙 심의
○ 문서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5888호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 회계 관련 안내”」에
의한 안건상정 배경과 등록금회계 잉여금 처리원칙을 설명하다.
○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안건으로 넘어가다.
(안건 5) 2014학년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심의
○ 2014학년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부부담 심의(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재단의 부족한 수익구조를 인식하고 있으나 앞으로 재정개선 계획을 잘 수립하여 노
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다음해 부터는 해당 계획에 대하여 법인의 관련 담당자가
설명할 것을 요구하다.
6. 안건 심의 의결
(안건 1) 2013학년도 추경예산(안) 일금칠백칠십사억구천이십칠만오천원(￦77,490,275,000
원) 편성에 대하여 위원들의 동의와 제청으로 원안통과하는 것으로 의결하다.
(안건 2) 201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은 대학/대학원 입학금과 수업료 동결 및 공학계
열 수업료 0.04%(2천원) 인하, 독일바이마르음악학부 학년상승에 따른 3학년 수
업료 2.28%(15만원) 인하하는 것에 이의 없음으로 위원들의 동의와 제청으로 원
안통과하는 것으로 의결하다.
(안건 3) 2014학년도 본예산(안) 일금칠백이십팔억구천사백사십칠만구천원(￦72,894,479,000
원) 편성에 대하여 위원들의 동의와 제청으로 원안통과하는 것으로 의결하다.
(안건 4) 등록금회계 잉여금 처리원칙에 대하여 이의 없음으로 위원들의 동의와 제청으로
원안통과하는 것으로 의결하다.
(안건 5) 2014학년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심의(안)은 2014학년도 법인부담 전
출금을 제외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위원들의 동의
와 제청으로 의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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