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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320개 연수교육기관장

참

조

연수교육담당자

제

목

회비납부회원 연수교육 등록비 감면 혜택 시행 안내

1. 귀 교육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의사협회 산하 모든 연수교육 기관에서 진행하는 일체의 회원 연수교
육에서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대한 연수교육 등록비를 일부 감면해 줌으로써 회비납부
회원의 권익보호와 회비미납부회원과의 합리적인 차등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회비납부
회원 연수교육 등록비 감면 혜택 방안을 안내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관련근거
- 제39-49차 상임이사회 의결(2016. 3. 30.)
- 제39-2차 이사회 의결(2016. 4. 9.)
- 제68차 대의원총회 의결(2016. 4. 24.)
- 16개 시도의사회 대상 회비납부회원 연수교육 등록비 감면 혜택 시행
안내(2016. 7. 14)
나. 회비납부회원에 대한 연수교육 등록비 감면 혜택 시행 방안
- 320개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기관(1차 안내를 시행한 16개 시도의사회
를 포함)을 대상으로 시행함

- 회비납부 회원의 보수교육 비용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교육 직접비용만 부과
(교육 간접비용은 제외)
※ 교육 직접비용(강사료, 교재비, 교육장소 임차비 등)
※ 교육 간접비용(보수교육 부서 운영비, 보수교육 상근담당자 인건비 등)

첨부 : 1. 회비납부회원 연수교육 등록비 감면 혜택 시행 안내문.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

회비납부회원에 대한 연수교육 등록비 감면 혜택 시행 안내
가. 개요
▢ 대한의사협회 산하 모든 연수교육 기관에서 진행하는 일체의 회원 연수교
육에서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대한 연수교육 등록비를 일부 감면해 줌으로
써 회비납부회원의 권익보호와 회비미납부회원과의 합리적인 차등을 하고
자함.

나. 보건복지부 보수교육 비용 및 수수료 산정 지침
(1) 보수교육 비용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실비*를 부과
* 보수교육 실비 : 교육 직접비용(강사료, 교재비, 교육장소 임차료 등)과
간접비용(보수교육 부서 운영비, 보수교육 상근담당자 인건비 등)을 일컬음

△ 협회 회비와 연계하는 방식은 모두 불인정
△ 협회비 미납 회원에게 보수교육 간접비 에 대해서만 추가 부과 가능
△ 개설자와 비개설자 간 차등 행위 불가
*

- 보수교육 직접비는 협회비 납부회원과 미납회원 간에 동일*하게 부과하되,
간접비는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미등록회원에게 추가로 부과 가능

다. <예시> 합리적인 등록비 산정
▢ 회비납부회원 1인당 등록비 = 직접비 / 참석예상 인원
▢ 회비미납부회원 1인당 등록비 = 직접비 + 간접비 / 참석예상 인원
‣ 직접비 = 강사료, 교재비, 교육장소 임대료 등
‣ 간접비용 = 보수교육 부서 운영비, 보수교육 상근담당자 인건비 등
※ 직접비는 협회비 납부회원과 미납회원 간에 동일하게 부과하되, 간접비는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회비 미납회원에게 추가로 부과

(사례) 연수교육 1회당, 100명 참석예상시 등록비 산정
❍ 회비완납회원 : 등록비 = 직접비 예상비용 / 참석예상 인원
50,000~60,000원 (= 5,700,000원 / 100명)
❍ 회비미납회원 : 등록비 = (직접비 예상비용 + 간접비 예상비용) / 참석예상 인원
100,000~110,000원 (= 10,700,000원 / 100명)

구

분

강사비

직접비

내역
강사 3인×200,000
사회 1인×100,000
좌장 1인×100,000
교통비 5인×100,000
5,000원×100부

장소임대비

1,000,000원

1,000,000

20,000원×100명

2,000,000

500,000

행사진행요원

50,000원×4명

200,000

행사준비비

현수막, 다과 등

200,000

기타
소계

500,000
❶

인건비

프로그램 관리비

2인×30,000,000
(× 1/12×0.5)
500,000(월)

5,700,000

2,500,000

500,000

회의비

2회×500,000원(월)

관리비

시설 및 사무실관리 등
500,000× (월)

500,000

500,000(월)

500,000

소계

❷

5,000,000

계

(❶+❷)

비품 소모품

비고

1,300,000

교재제작비

식대

간접비

금액(원)

1,000,000

10,700,000

1개월/12월(행
사 준 비 기
간)×0.5(직원
의 업무비중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