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학년도 제5회 상해학교운영위원회 심의결과

1. 개최일시: 2021. 4. 29.(목), 14:00 

2. 참석인원(정수/불참/참석): 15명/5명/10명

3. 안건 및 심의내용

번

호
심  의  안  건  명

심의

결과
내       용

1 2021학년도 교수학습자료구입 계획안
원안

가결

▶소관: 중등 정보부
▶주요내용
  - 교육부지원금: 142,285위안 
  - 구입목록 및 금액
   . 초등: 학년 학습준비물 및 각 교과-48,500위안
   . 중등: 각 교과 및 도서관-79,700위안
   . 정보기자재: 수업용 TV 등-14,085위안

2
2021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원안

가결

▶소관: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주요내용
  - 2021학년도 계획서
   . 수입계획서                                   

사업명 수입계획 수입기간 기부자
(모금대상)

2020회계 이월금 30,098.40 3월 개인·단체 등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00,000.00 연중 개인·단체 등
학교운영비 부족분의 지원

이자수입 200.00 3·6·9·12월
합     계 230,298.40

   . 지출계획서
사업명 지출계획 지출시기 사용용도

이월금 30,000.00 연중 학생 장학금  
98.40 수시 노후시설 보수

학교시설확충 
및 보수 200,000.00 수시

노후시설 보수

학교운영비 
지원

사업 지정시 목적에 
맞춰 집행

수수료 200.00 사안 발생시 은행계좌관리비
합     계 230,298.40

  - 회계집행방법
   . 이월금 : 2021.2.28.자로 이미 회계가 끝난 시점으로   
     재외한국학교 발전기금회계 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2021회계연도 학교회계로 전출하여 집행 완료
   . 연중 접수되는 발전기금 : 분기별 접수현황 및 집행계획  
     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서면보고 직후 기부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학교회계로 전출하여 적기에 학교장 집행



번

호
심  의  안  건  명

심의

결과
내       용

3
2020학년도 상해한국학교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가결

과목 세입재원 현황 세출반영 현황
학부
모부
담수
입

입학금 및 전형료 -1,170,900 인건비 및 종료사업 
예산 삭감 -1,644,800수업료 -473,900

수익자부담경비 -834,830 실제세입액에 맞춰 
예산증감 -834,830

교육
부지
원금

인건비 및 운영비 -394,000 인건비 예산 삭감 -394,000
시설대수선비 596,341 교육환경개선사업 반영 596,341

행정
활동
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74,800
종료사업 예산 삭감 -83,715

예금이자 등 -8,915
전입
금

학교발전기금
전입금 164,804 학생장학금 예산 반영 29,885

교육환경개선사업 반영 134,919

기타
수입

지난년도수입 161,000 부족사업 예산 반영 161,000
건축기금전입금 256,000 교육환경개선사업 반영 256,000

차년도수입 1,249,200 2021회계로 이월 1,249,200
합 계 -530,000 -530,000

▶소관: 행정실 재정팀
▶주요내용

4 2020학년도 상해한국학교회계 결산안
원안

가결

▶소관: 행정실 재정팀
▶주요내용

구
분

예산과목 총예산액 결산액 미수납액 최종잔액

세
입

학부모부담수입 45,728,470 45,728,381.50 142,477
지원금수입 16,643,366 16,643,285.97

행정활동수입 341,673 340,675.68
전입금수입 419,020 419,019.27
기타수입 6,408,200 6,407,946.04 10,494

지난연도이월금 809,271 809,270.01
합계 70,350,000 ①70,348,578.47 ②152,971

세
출

인건비 26,042,200 26,038,085.26
학교운영비 20,169,530 19,548,373.13
자산취득비 47,000 29,247.66

시설(대수선)비 9,248,500 9,248,439.83
수익자부담경비 11,611,570 11,611,562.00

기타지출 3,231,200 3,231,132.04
합계 70,350,000 ③69,706,839.92 (①-②-③)

488,767.55

5 2021학년도 수업료 인상조정안 
원안

보류

▶소관: 행정실 재정팀
▶주요내용
  - 학생수 감소에 따른 2021학년도 학교운영의 어려움  
    으로 수업료 인상이 불가피함
  - 세출예산 감축 운영을 위해 교직원 상여금 삭감 등  
    자구적인 노력으로 2,300,000위안을 감축하였으나   
    현재 3,223,600위안이 부족한 상황임
  - 인상조정안: 급당 연간수업료 3,600위안 인상
  -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다만 수업료 인상안에 대한  
    여러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이 건의되어 차기 운영  
    위원회에서 재심의 하기로 결정됨 

☞ 자세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나 소관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