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1차 이사회 회의록
(재)서울대공대교육연구재단
1. 일시 : 2021년 3월 22일(월) 17:30~20:30
2. 장소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
3. 참석인원 : 이사 10명(차국헌,이신형,강현구,김은미,김영재,김종훈,장세창,정홍용,한만엽,홍기준)
감사 2명(박융수,김형주)
4. 불참인원 : 이사 5명(김연호,박희재,윤우석,이부섭,홍유석)
5. 회의내용
가. 개회선언 : 이사 15명 중 과반수인 10명이 참석하였으므로 개회를 선언하고,
이사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었음.
나. 보고사항
이사장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1) 전차(2020.03.19.) 이사회 회의록 (낭독 후 접수)
(2) 재단 연혁 및 목적사업
(3) 재단 임원 현황
- 이사 및 감사 변동: 최종 승인 사항, 예정 사항
(4) 2020년도 및 최근 7개년간 재단 기부금 모금 현황
(5) 재산 현황
- 기본재산 기금별 현황
- 재단재산 예탁기관별 현황
- 기타 보통재산 현황
- 2020년도 기본재산 수익률 현황
(6) 기타
- 공과대학 주요 핵심 모금 사업
- 공대교육연구재단 홈페이지(http://engerf.snu.ac.kr) 서비스
- 공과대학 모금 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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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대동문 가족사진촬영 이벤트
- 재단 외부회계감사 실시: 삼영회계법인
다. 심의사항
제1안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검토하고 김형주, 박융수 감사의 의견을 청취한 후 원안대로
승인함.
제2안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원안대로 승인함.
제3안 정관 변경
- 2019년도 기본재산 모금액 232,000,000원과 2020년도 기본재산 모금액 44,103,000원을
기본재산에 편입하기 위하여 정관 변경하는 것을 의결함.
제4안 임원(감사) 선임
감사 김형주(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임기만료(2019.04.30.~2021.04.14.)로 재단
선임 감사 연임을 하는 것을 승인함.
제5안 기부금 사용항목 변경
기본재산 기부금과 각 학부/과, 기관에 위임된 보통재산 기부금 중 기 승인 내용에 대한
사용항목 변경 요청에 대해 사용항목을 변경하는 것을 승인 요청함.
제6안 공과대학 재정위원회 결정사항
- NH투자증권(여의도) 펀드는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의결함.
- 보통재산 운용 관련 브라질국채(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테헤란로)에 대해 2020년 결산에
손상차손 반영 할 것으로 의결하고 재무상태표 수정 및 확정(잉여금 1,350,115,488원)하는 것을
승인함.
제7안 2020년도 보통재산 사용승인
공과대학장을 통하여 2020년도에 기부된 1,895,770,750원 중 2020년 03월 19일 이사회에서
기 승인 받은 218,081,000원을 제외한 1,677,689,750원의 사용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기관운영
지원비로 134,510,000원, 기자재구입비로 130,403,000원, 도서비로 5,000,000원, 문화교육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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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840,000원, 시설비로 314,700,000원, 연구비 18,000,000원, 장학금으로 308,936,750원,
포상금으로 2,600,000원을 각각 사용하며 공과대학에서 295,700,000원을 장학금, 도서비,
문화교육비, 국제교류, 연구비 및 운영지원금 등 각종 목적사업지원비로 사용할 것을 의결함.
제8안 2021년도 보통재산 사용승인
공과대학장을 통하여 2021년 1월 1일 ~ 3월 15일까지 기부된 348,461,080원의 사용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기관운영비로 5,600,000원, 장학금으로 24,828,000원을 각각 사용하며 공과대학
및 해당 기관에서 318,033,080원을 장학금, 도서비, 문화교육비, 국제교류, 시설비, 연구비 및
운영지원금 등 각종 목적사업지원비로 사용할 것을 의결함.

라. 별첨사항
제1안 2020년도 기본재산 기부금 출연자 명단 보고
제2안 2021년도 기본재산 기부금 출연자 명단 보고
제3안 2020년도 보통재산 기부금 출연자 명단 보고
제4안 2021년도 보통재산 기부금 출연자 명단 보고
제5안 공과대학 발전기금[공대 재단+서울대학교 본부 공대 지정] 출연내역 보고
제6안 학과(부)/기관 단위별 출연내역 보고
제7안 기본재산 기금별 현황 보고
제8안 공대교육연구재단 '나의 모금 프로그램' 세부 보고
제9안 본부발전기금 공과대학 모금 사업 세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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