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차 정기이사회)

강원도영월의료원이사회회의록(요지)
강원도영월의료원 총무과

일시/장소 : 2022년 5월 31일(화), 15:00~17:10 / 신관 시청각실
출석 이사 현황(재적 13명, 출석 12명)
김○○, 권○○, 호○○, 신○○, 김○○, 정○○,
김○○, 김○○, 김○○, 윤○○, 최○○, 권○○
기록자 : 김○○

상정안건
1. 보수 규정 일부개정안
2. 연봉제 시행 규정 일부개정안
3. 의료사고 예방 및 의료분쟁 업무처리 규정 전부 개정안
4.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5. 2021년 회계결산 병원사업 결산 의결안
6.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7. 고정자산 불용처분 의결안

(제97차 정기이사회)

□ 회의결과(요지)
1. 이사회 개회(원장)
2. 보고사항 보고(총무과장)
3. 안건 일괄 상정(원장)
4. 의결사항
1)

보수 규정 일부개정안

① 주요내용
○ 제13조의2

3교대 근무자 야간근무수당 지급

○ 제23조

보조금 사업 추진시 겸임수당 지급 근거 마련

○ 제29조

특별수당의 상세지급 기준 정함

○ [별표 2] 임금총액 지급율 인상
○ [별표 9] 야간근무수당 지급액 명확화, 대기수당 신설,
특별수당 신설
② 논의 결론 : 원안가결
2)

연봉제 시행 규정 일부 개정안

① 주요내용
○ 제14조
○ [별표 2]

연봉조정의 객관적 근거 마련
진료성과 목표 도달률 표 신설

② 논의 결론 : 원안 가결
3)

의료사고 예방 및 의료분쟁 업무처리 규정 전부 개정안

① 주요내용
○ 2021년 정기 재무감사 지적사항 해소를 위해,
○ 민사상 판결 등에 의한 경우 배상책임 부담 등
○ 효율적인 배상 심의 업무처리를 위한 전부 개정
② 논의 결론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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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차 정기이사회)
4)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① 주요내용
○ 전자 결재 시스템 도입에 따른 관련 근거 마련을 위해,
○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 신설
② 논의 결론 : 원안 가결

년 회계결산 병원사업 결산 의결안

5) 2021

① 주요내용
(단위 : 천원)

○ 재무상태
자산(A)
9,144,000

부채(B)
12,837,675

자본(C)
-3,693,675
(단위 : 천원)

○ 손익결산
수익(A)
21,493,287

비용(B)
24,384,857

당기순이익(C)
-2,891,570

② 논의 결론 : 원안 가결

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6) 2022

① 주요내용
○ 병원 수입 및 지출 추경 예산 편성 : 3,478,586천원 증액
○ 수입예산
- 사업예산 증액편성 : 1,378,658 천원
- 자본예산 증액편성 :
- 이월금

293,839 천원

증액편성 : 1,806,089 천원

○ 지출예산
- 사업비용 증액편성 : 493,171천원
- 자본비용 증액편성 : 322,315천원
- 과년도미지급금 증액편성 : 2,663,100천원

② 논의 결론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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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차 정기이사회)
7)

고정자산 불용처분 의결안

① 주요내용
○ 불용결정 고정자산 현황
(단위 : 원)

계정과목
의료장비
공기구비품
계

수량

구입금액
14,495,000
51,784,408
66,279,408

7
83
90

② 논의 결론 : 원안 가결

- 3 -

미상각잔액
6,279
648,346
654,625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