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     의     록
(2020학년도 제2회 등록금심의위원회)

1. 일시: 2021. 1. 6.(수) 14:00-15:00

2. 장소: 대회의실Ⅰ(본부 1층)

3. 참석현황

 ❍ 참석자

  - 위원(8명): 위원장 ○○○, 재무과장 ○○○, 교수평의회 ○○○, 재정분야교수 ○○○, 

학생대표 ○○○, 학생대표 ○○○, 학생대표 ○○○, 학생대표 ○○○

  - 간사(2명): 기획조정과 ○○○, 재무과 ○○○

  - 배석(1명): ○○○

 ❍ 불참자(2명): 외부전문가 ○○○, 학부모대표 ○○○

4. 안 건 

  가. 2021학년도 학부 등록금 책정(안)

  나. 2021학년도 대학원 등록금 책정(안)

  다. 2021학년도 학부 및 대학원 신설학과 등록금 책정(안)

5. 심의 사항

  가. 개회 선언

   ❍ 총 위원 10명 중 8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기에 개회를 선언함.

  나. 전차 회의록 보고

   ❍ 간사(재정관리팀장)가 전차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고, 위원장이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원안 확정을 선언함.

  다. 2020년 국가장학금 주요내용 및 2021학년도 대학회계 재정운영 여건 설명

   ❍ 위원장: 2021학년도 등록금 책정과 관련하여 2020년 국가장학금 주요 내용 및 

2021학년도 대학회계 재정운용 여건에 대해 간사에게 설명을 요청함.

   ❍ 간사(재정관리팀장): 2020년 국가장학금 및 2021학년도 대학회계 재정운용 여건에 대해 

설명함. 

  라. 2021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심의

   ▢ 2021학년도 학부 등록금 책정(안): 동결

    ❍ 위원장: 2021학년도 학부 등록금 책정(안)(동결)에 대해 간사에게 설명을 요청함. 



    ❍ 간사(재정관리팀장): 2021학년도 학부 등록금 책정(안)(동결)에 대해 설명함.

    ❍ 위원장: 2021학년도 학부 등록금 동결(안)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요청함.

    ❍ (위원전체) 의견없음.

    ◉ 위원장이 2021학년도 학부 등록금 동결(안)에 대해 원안대로 확정하자는 의견을 

묻고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함. 

   ▢ 2021학년도 대학원 등록금 책정(안): 수업료 Ⅱ 기준 1.20% 인상

    ❍ 위원장: 2021학년도 대학원 등록금 책정(안)(수업료 Ⅱ 기준 1.20% 인상)에 대해 

간사에게 설명을 요청함. 

    ❍ 간사(재정관리팀장): 2021학년도 대학원 등록금 책정(안)(수업료 Ⅱ 기준 1.20% 인상)에 

대해 설명함.

    ❍ 위원장: 2021학년도 대학원 등록금 책정(안)(수업료 Ⅱ 기준 1.20% 인상)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요청함.

    ❍ 재정분야교수(○○○): 대학원 등록금 인상(안)에 대해 동의하며, 향후 주요 대학과 등록금 

차이가 많은 대학원에 대해서는 등록금 책정(인상비율)에 있어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위원장: 향후 주요 대학들의 대학원 등록금 비교를 통해 등록금 인상비율에 반영

하도록 하겠음.

    ❍ 위원장: 2021학년도 대학원 등록금 인상(안)에 대해 위원들의 추가 의견을 요청함.

    ❍ (위원전체) 의견없음.

    ◉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2021학년도 대학원 등록금 인상(안)(수업료Ⅱ 기준 1.20%인상)에 대해 

원안대로 확정하자는 의견을 묻고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함. 

   ▢ 2021학년도 학부 및 대학원 신설학과 등록금 책정(안): 광주․여수 캠퍼스별 학부 및 

일반대학원 동일 계열(공학계, 이학계) 수준으로 등록금 책정

     ❍ 위원장: 2021학년도 학부 및 대학원 신설학과 대학원 등록금 책정(안)에 대해 

간사에게 설명을 요청함. 

     ❍ 간사(재정관리팀장): 2021학년도 학부 및 대학원 신설학과 등록금 책정(안)에 대해 

광주․여수 캠퍼스별 학부 및 일반대학원 동일 계열(공학계, 이학계) 등록금을 적용

하여 책정함을 설명함.

     ❍ 위원장: 2021학년도 학부 및 대학원 신설학과 대학원 등록금 책정(안)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요청함.

     ❍ 재정분야교수(○○○): 신설학과의 등록계열과 학위종에 대한 검토가 되었는지 설명을 

요청함.

     ❍ 위원장: 해당학과와 교무과에 등록계열과 학위종을 확인하여 책정하였음을 설명함.

     ❍ 재정분야교수(○○○): 일발대학원 생물학과 등록금은 일반대학원 등록금 인상전 

금액인지 확인을 요청함.

     ❍ 위원장: 일반대학원 등록금 인상 전 금액으로 인상 후(수업료Ⅱ 기준 1.20% 인상) 

공학계열 등록금으로 책정하겠음.

     ◉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학부 및 대학원 신설학과의 등록금에 대해 광주․여수  



캠퍼스별 학부 및 일반대학원 동일 계열(공학계, 이학계) 등록금을 적용하여 

책정하는 안에 대해 원안대로 확정하자는 의견을 묻고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함. 

   □ 2020학년도 제2회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의결함.

    ○ 2021학년도 학부 등록금 동결

    ○ 2021학년도 대학원 등록금 수업료 Ⅱ기준 1.20% 인상

    ○ 2021학년도 학부 및 대학원 신설학과 등록금 책정: 광주․여수 캠퍼스별 학부 및 

일반대학원 동일 계열(공학계, 이학계) 등록금을 적용하여 책정

    

구 분 대 학 학과명 학년 계열
등록금 책정(안)(학기당)

수업료Ⅰ 수업료Ⅱ 계

학부

AI
융합대학

인공지능학부 1-4 공학계 407 1,813 2,220

지능형모빌리티융합학과 1-4 공학계 407 1,813 2,220

빅데이터융합학과 1-4 이학계 380 1,670 2,050

공학
대학

헬스케어메디컬공학부 1-4 공학계 407 1,795 2,202

석유화학소재공학과 1-4 공학계 407 1,795 2,202

산업기술융합공학과 1-4 공학계 407 1,795 2,202

수산해양
대학

스마트수산자원관리학과 1-4 이학계 380 1,670 2,050

일반
대학원

공과대학 생물공학과 1-2 공학계 445 2,538 2,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