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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대학교 대학I명의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19. 10. 29(화) 11:00 

2. 장 소 : 신안산대학교 본관 2충 설립자실 

3. 구 붐 :• 정 례 口 비정례 

구 붐 인원 성 명 비고 

참석인원 7 
오혁수, 이숭석, 하재경, 이용규, 강병대, 
송필근,융미리 

불참인원 4 이무원, 정진영, 배현, 강부근 

4. 회의안건 및 결과 

회의안건 심의결과 

1. 2019회계연도 l차 추경예산 편성 자문에 관한 사항 원(안)대로 처리 

2. 대학평의원회 의원 임기만료에 따른 재임명에 관한 사항 원(안)대로 처리 

3. 대학평의원회 구성 변경에 관한 사항 원(안)대로 처리 

5. 개회선언 

대학평의원회 규정 제9조 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어 오혁수 의장이 대학평의원회가 

개회되었음을 선언하다. 

6. 회의내용 

텀 제1호 안건 2019회계연도 l차 추경예산 편성 자문에 관한 사항 

의 장 오혁수 : 2019년 제5차 대학명의원회 회의 제1호 안건은 2019회계연도 l차 추경 

예산 편성 자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에 대한 설명올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l차 추경 예산(안) 세입 • 세출 총괄은 본예산 대비 165,723천원 증가한 

37,817,29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수입 항목별 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4,886천원이 증가, 이를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306,625천원이 감소한 25,510,71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입 및 기부수입에서는 법정부담전입금은 본예산 대비 20,000천원 감소, 기부금수입 

36,509천원 증가, 국가장학금 9,228,835천원으로 본예산과 동일, 기타국고 및 지자체 지원 

금은 30,365천원 감소, 이를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13,856천원이 감소한 9,692,120천원으 

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부대비용의 수험료는 본예산과 동일하고 증명료 수입은 2,000천원 증가, 대여 사용료 

는 61,565천원 증가, 이를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63,565천원 증가한 723,465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교육외 수입에서는 본예산 대비 예금이자 52,300천원 증가, 잡수입 2,883천원 감소, 이를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49,417천원 증가한 148,41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와 기타자산수입에서는 임차보증금회수 경비 68,685천원으로 본예산과 동일, 임의건 

축기금은 42,188천원이 증가, 이를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42,188천원 증가한 137,874천원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차보증금은 차량 보증금 만기 6대의 수입금액입니다. 

전년도 미사용 이월금은 1,217,577천원으로 예상하였으나 결산시 1,548,611천원이 이월됨 

에 따라 331,03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둥록금회계를 통해 발생한 잉여금 362,517천원은 교내장학금, 기계기구매입비, 실험 

실습비, 소모품비 등의 직접 교육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의 수입을 반영하여 2019년 l차 추경 수입예산은 본예산대비 165,723천원이 증가한 총 

37,817,292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 다. 

다음은 지출 항목별 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인건비에서는 본예산 대비 교원인건비 188,415천원이 감소, 직원인건비는 569,601천원 

이 증가, 이를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총 381,186천원이 증가한 17,752,538천원으로 편성하 

였습니다. 교원인건비 감소 원인으로는 2019학년도부터 시간강사 및 강사를 초빙하지 않 

고 전임교원 및 겸임교수로 강의를 하기 위해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후 졸업학점 감 

소 및 예산 절감을 위해 분반을 하지 않았으며 1학기 당시 개설인원이 20명 이하인 반인 

경우 폐강 및 합반으로 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교원제수당 128,830천원, 시간강의료 

106,350천원 감소) 

직원인건비 증가 원인으로는 2019학년도 노사임금협약에 따른 승진 및 급여테이블(공무 

원 2019년) 변경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등록금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68.88%로 수준입 

니다. 

관리운영비에서는 본예산 대비 시설관리비 40,892천원 감소, 일반관리비 118,862천원 감 

소, 운영비에서는 73,616천원 감소, 이를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237,370천원이 감소한 

3,738,91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비 중 건물 노후화로 인한 건축물관리비가 



리비 18,071천원, 시설용역비 66,694천원, 17,616천원이 감소, 일반관리비는 전체 행정부 

서에서 예산을 절감, 운영비 중 대학 홍보비(라디오 및 인천지역, 서해선 지하철 홍보 중 

단, 기념품 제작비 둥) 예산을145,504천원이 감소, 3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위한 교육 

과정개발 일반용역비 105,000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연구학생경비에서는 본예산 대비 연구비 2,000천원 감소, 학생경비 146,446천원 감소, 입 

시관리비 본예산과 통일, 이를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148,446천원 감소한 14,904,843천원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생경비 감소 원인으로는 교외장학금(국가장학금은 동일) 중 국가 

유공자 보조금에서 감소, 학생지원비에서 신입생환영회 지원금, 취업캠프 사업취소, 멘토 

프로그램 중단(타 프로그램 예산반영하여 운영) 둥으로 감액되었고, 프로그램 자체진행, 

매뉴얼 자체제작 둥으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교육외비용에서는 잡손실 1,000천원 감소한 28,00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잡손실 금 

액은 학적변동으로 인한 국가장학금 반환금) 

예비비는 본예산 대비 57,588천원이 증가한 151,36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사학연금 퇴직수당 법인 부담금) 

투자와 기타자산에서는 본예산 대비 임차보증금 1,440천이 증가, 임의건축기금 7,000천원 

증가, 임의기타기금 50,000천원 증가, 임의퇴직기금 35,000천원 증가, 이를 반영하여 본예 

산 대비 93,440천원이 증가한 153,440천원으로 편성함. 증가 원인으로는 임차보증금의 차 

량 보증금(리스임차 재계약 2건, l건 신규), 임의건축기금의 이자 재적립, 임의기타기금의 

노사발전기금, 임의퇴직기금의 퇴직수당 법인부담금 적립 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고정자산매입비에서는 본예산 대비 토지매입비 62,500천원 증가, 기계기구매입비 14,645 

천원 증가, 집기비품매입비 6,180천원 증가, 차량운반구 매입비 23,000천원 증가, 도서구 

입비 본예산과 동일, 이를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106,325천원이 증가한 673,195천원으로 

편성함. 증가 원인으로는 토지매입비(초지동 122,122-1번지), P-Tech l개학과 추가선정으 

로 인한 기계기구매입비 및 집기비품매입비가 증가, 시설관리용 차량(포터 II 덤프)구매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월금 595,000천원에는 임대보증금, 교외장학금 미지출분, 선수금, 선급법인세 동의 기타 

경비로 지출할 수 없는 금액을 이월하였습니다. 

위의 지출을 반영하여 2019년 l차 추경 지출예산은 본예산대비 165,723천원이 증가한 총 

37,817,29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의원 이숭석 : 연구학생경비가 본예산 대비 148,446천원 감소되었는데 비교과 학생프로 

그랩에 대한 예산도 감소하였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의원 이용규 : 추가로 연구학생경비중 교외장학금은 감소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교내 

장학금도 감소되었는지요? 



의 장 오혁수 : 네. 2019회계연도에는 2018년까지 국고재정지원사업으로 운영하던 비교 

과 학생 프로그램들을 교비로 편성하여 기존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토대로 편성되었고, 

실질적으로 2019학년도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시 행정부서에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노력하 

여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서 둥록금 수입이 감소하였지만 교내장학금은 본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명의원 하재경 : 연구학생경비 중에 학생경비의 총금액으로만 감소 및 증가를 나타내는 

것보다는 재학생 인원을 파악하여 연도별로 학생경비 지원 비율을 산정하는 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의 장 오혁수 : 네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 예산 관련 회의시에는 학생경비 지원비율을 

산정하여 회의자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이나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 하십니까? 

평의원 이용규 ;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재청합니다. 

평의원 총필근 :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재청합니다. 

의 장 오혁수 : 감사합니다. 안건 제l호 2019회계연도 1차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자문은 

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텀 제2호 안건 대학명의원회 의원 임기만료에 따른 재임명에 관한 사항 

의 장 오혁수 : 제2호 안건은 대학평의원회 의원 임기만료에 따른 재임명에 관한 사항 

입니다. 

대학평의원회 의원 임기가 2019년 9월 20일 부로 만료되었기에 재임명 기간을 2019년 9 

월 21일부터 2021년 9월 20일까지 2년간 위촉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학생 평 

의원은 l년으로 규정되어 임명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평의원 하재경 :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통의합니다. 

명의원 이용규 :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재청합니다. 

의 장 오혁수 ; 감사합나다. 안건 제2호 대학평의원회 의원 임기만료에 따른 재임명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 제3호 안건 대학평의원회 대학명의원회 구성 변경에 판한 사항 

의 장 오혁수 ; 제3호 안건은 대학평의원회 구성 변경에 관한 사항입나다. 

대학평의원회 구성은 교원 4명, 직원 4명, 동문 1명, 외부인사 1명, 학생대표 1명으로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 9월 20일 임기만료에 따라 동문 대표를 신규로 위 

촉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신규 위촉 된 동문 대표는 우리대학 호텔조리과 10회 졸업생 

으로써 현재 드라마 및 광고 푸드디렉터, 호텔조리 관련 강사를 겸업하고 계십니다. 

평의원 하재경 :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평의원 이용규 :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재청합니다. 

의 장 오혁수 ; 감사합니다. 안건 제3호 대학평의원회 의원 구성 변경은 원(안)대로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 폐회선언 : 

이상 안건을 심의 종료하고 11시 50분에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다. 

상기의 회의록 내용을 확인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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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5차 대학I명의원회 회의 서명록 

0 일시 및 장소 : 2019. 10. 29.(화) 11:00 I 본관 2충 설립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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