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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대학교 대학I명의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20. 01. 29.(수) 14:00 

2. 장 소 : 신안산대학교 본관 2충 세미나실II 

3. 구 붐 :• 정 례 口 비정례 

구 분 인원 성 명 비고 

참석인원 10 오혁수, 이용규, 이숭석, 하재경, 정진영, 배현, 
강병대,강부근,융미리, 이동현 

불참인원 1 이무원 

4. 회의안건 및 결과 

회의안건 심의결과 

1. 2019회계연도 2차 추경 예산(안) 및 2020회계연도 예산(안) 
원(안)대로 처리 

자문에 관한 사항 
학칙 제2조를 제외한 

2.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에 관한 사항 
원(안)대로 처리 

5. 개회선언 

대학평의원회 규정 제9조 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어 오혁수 의장이 대학평의원회가 

개회되었음을 선언하다 

6. 회의내용 

템 제l호 안건 2019회계연도 2차 추경 예산{안) 및 2020회계연도 예산{안) 자문에 관한 사항 

의 장 오혁수 : 본 제1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년도 신안산대 

학교 교비회계 2차 추경 예산(안) 및 2020 회계연도 예산(안) 자문 건입니다. 자세한 사항 

은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교비회계 2차 추경 예산(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판명 회계명 

신안산대학교 | 교 비 

2차추경 
예산액(A) 

38,097,159 

세 입 • 세 출 

1차추경 
예산액〔8) 

37,817,292 

중감(A-B) 
비고 



등록금수입에서는 등록 학생수 증가로 수업료가 61,156천원, 입학금 482천원 증가, 단기 

수강료 수입(사회교육원) 1,715천원이 감소한 결과를 반영하여 l차 추경예산대비 59,923 

천원이 증가한 25,570,63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입 및 기부수입에서는 국가장학금 수입 증가, 일반 및 지정기부금 증가에 따라 l차 

추경예산대비 64,122천원이 증가한 9,756,24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육부대비용 수입에서는 시설 대여 사용료 증가로 1차 추경예산대비 40,621천원이 증가 

한 764,08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외 수입에서는 잡수입(환수금) 및 예금이자 증가로 l차 추경예산대비 151,326천원이 

증가한 299,74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투자와 기타자산수입에서는 임의건축기금 125,279천원 인출 및 임차보증금회수금액 

32,560 천원으로 l차 추경예산대비 36,125천원 감소한 157,83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미사용 이월금은 2018년 결산에 따라 1,548,611천원이 이월됨에 따라 1차 추경예산과 동 

일하게 편성하였고, 이중 둥록금회계를 통해 발생한 잉여금 362,517천원은 l차 추경예산 

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교내장학금, 기계기구매입비, 실험실습비, 소모품비 퉁에 반영하 

여 직접 교육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의 수입을 반영하여 2019년 2차 추경 수입예산은 l차 추경예산 대비 279,867천원이 증 

가한 36,548,548천원이고, 이에 이월금 1,548,611천원을 반영하여 총 38,097,15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지출에서는 1차 추경예산 대비 280,850천원이 감소한 17,291,688천원으로 편성함. 

관리운영비 지출에서는 건축물관리비, 시설용역비, 홍보비,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등 관 

리운영비 축소를 통해 1차 추경예산 대비 279,643천원이 감소한 3,459,273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나다. 

연구학생경비 지출에서는 연구비 및 입시관리비는 l차 추경예산과 동일하고, 학생경비 

항목(교내외 장학금, 실험실습비, 학생지원비 둥)에서 l차 추경예산 대비 151,593천원 증 

가한 15,056,43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외비용 지출에서는 l차 추경예산 대비 잡손실 금액이 1,360천원 증가, 예비비는 

88,360천원 감소한 63,00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투자와 기타자산 지출에서는 건축적립금으로 인출한 125,279천원 중 미사용금액 84,392천 

원을 임의건축기금에 재적립, 기타기금 50,000천원, 퇴직기금 80,000천원 적립금액을 포함 

하여 총 83,792천원이 증가한 237,23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의 지출을 반영하여 2019년 2차 추경 지출예산으로는 1차 추경예산 대비 479,940천원 

이 감소한 36,796,925천원이고, 이월금 1,354,807천원을 반영하여 총 38,097, 15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 장 오혁수 ; 다음으로 2020 회계연도 교비회계 예산(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 입 · 세 출 
기판명 회계명 본 예2산0년액)어〕 전년도 예2차산 추액경$)) 충감(A-B) 

비고 
(20 (2019년 

신안산대학교 교 비 37,000,244 38,097,159 -1,096,915 

둥록금수입에서는 학생 정원 감소 및 입학금 폐지 정책에 따라 입학금 226,588천원, 수업 

료 1,376천원 감소하였고, 단기수강료 수입(사회교육원) 53,935천원이 증가한 결과를 반영 

하여 2019년 2차 추경예산 대비 174,029천원이 감소한 25,396,60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 

다. 

전입 및 기부수입에서는 국가장학금 감소 등 전반적으로 감소되어 2019년 2차 추경예산 

대비 536,321천원이 감소한 9,219,92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나다. 

교육부대비용 수입에서는 시설 대여 사용료 감소 동을 반영하여 2019년 2차 추경예산 대 

비 14,821천원이 감소한 749,26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외 수입에서는 운영자금 감소로 인한 예금이자 감소 동을 반영하여 2019년 l차 추경 

예산대비 184,043천원이 감소한 115,70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고정자산 매각수입에서는 차량운반구매각대금 1,00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투자와 기타자산수입에서는 임의건축기금 125,279천원 인출 및 임차보증금회수금액 

37,663천원을 포함하여 2019년 2차 추경예산 대비 5,103천원이 증가한 162,94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미사용 이월금은 2019년 2차 추경예산에 따라 1,354,807천원이 이월되므로 이를 반영하였 

고, 2019년 결산 후 발생하는 둥록금예산의 잉여금은 l차 추경예산에서 직접교육비(실험 

실습비, 소모품비, 학생지원비 등)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위의 수입을 반영하여 2020년 수입예산은 2019년 2차 추경예산 대비 903,111천원이 감소 

한 35,645,437천원이고, 이월금 1,354,807천원을 반영하여 총 37,000,244천원으로 편성되었 

습니다. 

인건비 지출에서는 교원 정년퇴임 및 20년 신규 채용된 강사료를 반영, 호봉제 급여 지 

급에 따라 2019년 공무원봉급표의 호봉 승급을 반영한 결과 2019년 2차 추경예산 대비 

544,131천원이 증가한 17,835,819천원으로 편성함. 이는 등록금 수입 대비 70.23% 수준임 

관리운영비 지출에서는 2019년 2차 추경예산 대비 시설관리비 203,365천원 감소, 일반관 

리비 84,670천원 증가, 운영비 76,591천원 감소 둥을 반영한 결과 2019년 2차 추경예산 

대비 195,286천원이 감소한 3,264,38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연구학생경비 지출에서는 국가장학금 564,343천원이 크게 감소하였고, 학생의 직접교육비 

원이 증가한 4,782,967천원으로 편성되어 



니다. 

교육외비용 및 예비비 지출에서는 2019년 2차 추경예산 대비 잡손실 1,640천원 증가한 

31,000천원, 예비비 6,605천원 감소한 56,39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고정자산매입 지출에서는 학생정원 감소에 따른 도서구입비 5,000천원 감소, 기계기구매 

입비 8, 750천원 감소, 토지매입비 62,500천원, 집기비품 4,764천원, 차량운반구매입비 

2,023천원 증가 편성함으로 2019년 2차 추경예산 대비 55,537천원이 증가한 660,500천원 

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투자와 기타자산 지출에서는 건축적립기금 예금이자의 적립, 퇴직기금 적립금을 반영하 

여 2019년 2차 추경예산 대비 135,232천원이 감소한 102,000천원으로 펀성되었습니다. 

위의 지출을 반영하여 2020년 지출예산으로는 2019년 2차 추경예산 대비 337,108천원이 

감소한 36,405,244천원이고, 이월금 595,000천원을 반영하여 총 37,000,244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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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 둥을 포함하여 이월하였습니다. 

평의원 하재경 : 의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학생 정원이 감축과 학령인구가 감소되어 

사실 등록금 수입만으로는 운영이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인건비 지출은 매년 증Z념f고

있는데 다른 수입원으로 사회교육원의 단기수강료 수입이 있는데 이를 확대 시킬 방안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 장 오혁수 : 네. 대학의 평생교육 사업이 중요합니다 현재 사회교육원에서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평생교육 사업 확대 및 유치를 위해 이번 동계방학 중 평생교육 강의실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배 현 : 현재 많은 대학에서 학과 전용 실습실을 공용으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우리 대학도 실험실습비 및 기자재 예산이 많이 감소되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용 

실습실 전환 계획을 수립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의 장 오혁수 : 네. 공용 실습실 운영을 하게되면 운영비 절감, 활용도 증가 등으로 효 

율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담당부서 및 학과와의 조율을 통해 공용실습실 운영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원 이동현 ; 국가장학금 예산이 많이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떠한게 있는지 궁금 

합니다. 

의 장 오혁수 : 네 이번 국가장학금 예산이 크게 





믿 제2호 안건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에 관한 사항 

의 장 오혁수 : 제2호 안건은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부서장인 이승석 교무입학처장님 

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원 이숭석 : 주요내용은 학칙 제l조 목적 조항의 개정 및 기존 학칙에 없는 조항(교 

육목표, 교직원의 임무, 성희롱 등의 금지 및 예방)을 제정, 일부 내용 전부개정, 형식 변 

경 둥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칙시행세칙 개정 주요내용은 일부 내용 표기법에 따른 개정 

과 교원자녀의 공정한 성적부여 및 처리 관련 조항의 신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 

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숭석 평의원 제2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다.] 

의 장 오혁수 ; 학칙 제2조(명칭)에서 제2조(교육목표 둥)으로의 개정의 경우는 현재 중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따라 수정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삭제하 

고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이후 대학평의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 장 오혁수 : 다른 질문이나 의견이 없으시면 학칙 제2조를 제외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 하십니까? 

명의원 하재경 ;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평의원 이동현 :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재청합니다. 

의 장 오혁수 ; 감사합니다. 그럼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에 관한 사항도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 폐회선언 : 

이상 안건을 심의 종료하고 15시 30분에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다. 

상기의 회의록 내용을 확인합니다. 

2020년 1월 29일 



l회의 사진 



2020년 제2차 대학I명의원회 회의 서명록 

0 일시 및 장소 : 2020. 01. 29. (수) 14:00 I 본관 2충 세 미 나실H 

구분 성명 서명 비고 

평의원 
오혁수 교원 

(의장) 

평의원 
이용규 / / --』ι -/\ I 직원 

(부의장) 

평의원 이승석 교원 

평의원 하재경 교원 

평의원 이무원 교원 

평의원 정진영 직원 

평의원 ~H 현 직원 

평의원 강병대 차 l에3 혀 직원 

평의원 윤미리 

짧:.;,;;;:;· 
| 계좌번호;아A 동문대표 

GBtl·tQfo싸냐 .. 02-a:> 

깐우슨~ 
평의원 그d 닙 그 

-「 L- | 계좌번호; 외부인사 

19?f'이 -.. -o'l I"'' 
평의원 이동현 11/i뽕췄껴~ 학생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