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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회사

2. 2020년 결산 및 2021년 예산 보고

2.1. 2020년 대한지리학회 결산 보고

<2020� 결산서(2020.12.30.오전10시)>

수입 지출
계정과목 총금액 계정과목 총금액

1.회비 7,585,865 1.행사비 16,982,390
 1) 개인회비 3,660,430  1) 연례학술대회 16,982,390
 2) 단체회비 1,530,000 2. 회의비 1,676,000
 3) 신입회비 695,435  1) 운영위원회회의 874,700
 4) 이사회비 1,700,000  2) 기타회의 801,300
2. 발간수입 4,222,903 3. 회비납부 4,635,268
 1)논문저작권료 4,222,903  1) 과총 1,000,000
3. 찬조금 7,000,000  2) 사회과학협의회 300,000
 1) 9부회장찬조금 7,000,000  3) IGU 2,935,268
4. 연구용역간접비 63,135,655  4) 학술단체총연합회 400,000
 1) 19지명 7,942,857 4. 인건비 28,943,546
 2) 충남지리지잔금 6,034,732  1) 사무장급여 25,020,890
 3) 20국가지도집 22,208,000  2) 신임인수인계수당 650,000
 4)행정도시(국토연구원) 1,649,333  3) 전임퇴직금 3,272,656
 5) 20지명 7,735,476 5. 경상비 32,505,351
 6)신재생에너지(미래연구원) 5,700,000  1) 우편통신비 782,520
 7) 산줄기(산림청) 7,865,257  2) 용역관리비 6,376,078
 8)공간데이터구축(측량학회) 4,000,000  3) 일반관리비 6,628,130
5.연례학술대회 8,799,712  4) 사무실소모품비 434,860
 1) 등록비 1,299,712  5) 정보화관리비 1,529,000
 2) 후원금 7,500,000  6) 렌탈비 704,400
6.카드수입 3,085,024  7) 4대보험 3,256,220
 1) 카드수입(회비등) 818,501  8) 경조사비 993,300
 2)홈페이지결제(회비등) 2,266,523  9) 교통출장비 343,200
7.기타 1,696,992  10) 학회보제작비 627,000
 1) 기타 70,172  11)홈페이지구축(학회,저널) 5,610,000
 2) 일자리지원금 1,600,000  12) 홍보비(출판,편집) 2,870,000
 3) 건강보험환급 26,820  13) 후원금 1,543,213
8. 2019년 이월금 21,908,916  14) 세금 807,430

6. 기타 14,100
　 　  1) 기타 14,100
　 　 7. 2021년 이월금 32,678,412

합계 117,435,067 합계 117,435,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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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2020년 회계 감사(이태수 감사) 확인(2020.1.14.)

<2020년� 회계�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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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21년 대한지리학회 예산 보고

<2021� 대한지리학회�예산안>

수        입 지        출

계정과목 총  금액(원) 계정과목 총  금액(원)

1. 회비 14,000,000 1.  행사비 38,000,000
    1) 개인회비 6,000,000      1) 전국지리올림피아드 7,000,000
    2) 단체회비 2,000,000      2) 연례학술대회 10,000,000
    3) 신입회비 1,000,000      3) 2020 지리학대회 1,000,000
    4) 이사회비 5,000,000      4) 한중일 지리학대회 20,000,000
2. 발간 수입 4,000,000 2.  회의비 3,000,000
3. 연구용역간접비 65,000,000 3.  회비납부 4,700,000
4. 연례학술대회 등록비 4,000,000      1) 과총 1,000,000
5. 지원 및 찬조금 15,000,000      2) 사회과학협의회 300,000
6. 기타 5,036,988      3) IGU 3,000,000
7. 2020 이월금 32,663,012      4) 학술단체총연합회 400,000

　 　 4.  인건비 26,000,000
　 　      1) 사무장급여 26,000,000
　 　 5.  각종 상금 4,000,000
　 　      1) 학술상 3,000,000
　 　      2) 우수논문상 1,000,000
　 　 6.  경상비 30,000,000
　 　 7.  기타 5,000,000
　 　 8.  예비비 30,000,000

합 계 139,700,000 합  계 139,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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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한지리학회 정관 개정  

3.1. 정관 개정

  o 2021년부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신청이 필수.
  o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위해선 정관에 특정 내용이 기재 되어야 함.
  o 2021년 3월 제1회 이사회에서 학생회원 기준에 관한 규칙의 정관기재 필요성이 제시됨
  o 이상의 이유로 정관개정은 이사회 의결과 총회 승인이 필요함. COVID-19로 인해 총회가 비대면으

로 진행되기에 학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정관개정 찬반투표 진행.(투표기간: 6월 18일~6월 23일).
  o 개정 예정인 정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정관개정 신구대조표’와 [부록1] 대한지리학회 정

관(개정안) 참고.

3.2. 정관 개정 신구 대조표

  o 학회 목적
장 기존 정관(2019.10.11 개정) 변경 정관(2021. 6. 25 개정) 비고
제
1
장

총칙

제3조(목적) 본회는 지리학의 
학술활동을 통한 지리학의 발
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에 기
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정]
제3조(목적) 본회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
거한 비영리 법인으로서 지리학의 학문적 발전
과 연구성과의 사회정책적 기여를 목적으로 한
다.

학회 설립 및 운영 목
적 변경

  o 학회 재산 및 회계
장 기존 정관(2019.10.11 개정) 변경 정관(2021. 6. 25 개정) 비고

제
5
장
 

재산

및

회계

[신설]
제27조(운영경비) 
3. 본회는 수입금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
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를 불
특정 다수로 한다. 

운영경비 수혜자 규정 
신설

[신설]
제29조(기부금 공개) 본회는 연간 기부금 모금
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
월 이내에 본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학회 기부금 공개규정 
신설

  o 학회 해산 및 청산
장 기존 정관(2019.10.11 개정) 변경 정관(2021. 6. 25 개정) 비고

[신설]
제
6
장

해산

및

청산

[신설]
제30조(해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
회에서 자격정지 되지 않은 개인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
여야 한다.

학회 해산 방법 관련
내용 신설

[신설]
제31조(잔여재산의 처분) 해산시 잔여재산이 국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
영리법인에 귀속한다.

학회 해산시 잔여재산 
처분관련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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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정관 개정 투표 결과 보고

  o 2021년 6월 18일 ~ 6월 23일, 6일간 정관개정 온라인 찬반투표 진행
  o 찬성률 99.4% 정관 개정 승인
    - 제23조(총회의 성립 및 의결) 1항. 총회는 자격정지 되지 않은 개인회원 1/5 이상 참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투표 참여 인원 찬성 반대 찬성률

163명 162명 1명 99.4%

4. 윤리교육
  o 한국연구재단,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ㆍ연구처장 협의회(‘19.10.01) 권고사항
  o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 권고사항
    - [부록2]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참조

5. 시상식
  o 학술상 : 양보경(성신여자대학교 총장)
  o 우수논문상 : 김유진, 최영은(건국대학교) 
- 제55권 2호(2020) : 지리적 공간범위 유형에 따른 우리나라 극한고온현상의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o 남계논문상 : 김부헌(서초고등학교)
- 북ㆍ중 접경지역의 초국경적 상호작용과 예외적 성격(2020년 2월)
   

6. 폐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