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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대학교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문서서식포탈비즈폼

1. 일   시 : 2022. 4. 18.(월) 13:00

2. 장   소 : 신안산대학교 본관 2층 세미나실I

3. 구   분 : ■ 정  례    □ 비정례

구  분 인 원 성  명

참석인원 6명
오혁수, 김재현, 김세환, 이귀영, 안동찬, 최동혁
※ 기획예산팀 이규식 팀장, 나가람 직원 배석

불참인원 6명 김형준, 강병대, 윤미리, 강부근, 김희원, 김다희
문서서식포탈비즈폼

4. 회의안건 및 결과

회의안건 심의결과

1.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 원(안)대로 처리

5. 개회선언

   대학평의원회 규정 제9조 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어 오혁수 의장이 대학평의원회가 

개회되었음을 선언하다.

6. 회의내용

▣ 제1호 안건.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

§ 오혁수 의장이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에 관하여 발의한다고 하고, 설명을 요청함.

§ 김재현 의원이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함.

 1.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 총괄표

(단위: 천원)

기 관 명 회 계 명

세 입 ․ 세 출

비고
결산액(A) 3차 추경

예산액(B) 증감(A-B)

신안산대학교 교    비 32,423,820 32,445,531 -21,711



 2. 수입 현황

   - 등록금수입에서는 등록금 환불대상자(자퇴, 제적)가 예상보다 증가하여 학부수업료가 약1천

2백만원 감소하였고, 국제교류협력원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문제로 인하여 단기수강료 반

환금 추가발생으로 약 4백만원 감소하였음. 2020회계연도 결산액 대비 약55억5천만원 감소

하였음.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2021학년도 입학인원 및 재학생의 수 감소가 주요 요인임.

   - 전입 및 기부수입에서는 기부금수입이 약5백만원 감소하였고, 국가근로장학금 미사용분 반

환 및 제적생 국가장학금 반환으로 국고보조금수입이 약5천3백만원 감소하였으나, 산학협

력단으로부터 전입받은 산학협력단전입금이 7천만원 증가하였음. 2020회계연도 결산액 대

비 약18억 감소하였음. 학령인구감소에 의한 교외장학금 수혜대상자가 감소가 주요 요인임.

   - 교육부대 수입에서는 계약지연으로 인한 임대업체 임대료 감소 등으로 인하여 약1천7백만

원 감소하였음. 2020회계연도 결산액 대비 약6천만원 증가하였음. 신규 임대업체 유치로 인

하여 임대료가 1억2천만원 증가하였으나,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수험료(입학전형료) 수입이 

약6천만원 감소가 주요 요인임.

   - 교육외 수입에서는 결산이자수입의 증가로 이자수입이 약72만원 증가하였으나, 잡수입이 약 

73만원 감소하였음. 2020회계연도 결산액 대비 약6억6천만원 증가하였음. 수목매각대금(7억

5천만원) 증가가 주요 요인임.

   - 투자와 기타자산수입에서는 시설공사계획으로 인한 건축기금 사용분 인출, 명예퇴직자 발생

으로 인한 퇴직기금 사용분 인출, 건축기금에서 학생특별복지적립금으로 용도변경 및 학생

특별복지적립금 사용으로 발생하였으며, 2020회계연도 결산액 대비 약28억 증가함. 건축기

금의 용도변경 인출분, 학생특별복지적립금 사용 인출분 증가가 주요 요인임.

(단위: 천원)

세           입          현          황

관별 결산액(A) 3차 추경예산액(B) 증감(A-B) 비율(%)

등록금 수입 18,499,897 18,515,862 -15,965 57.0%

전입금 및 기부 수입 8,427,662 8,413,779 13,883 26.0%

교육부대 수입 513,343 530,958 -17,615 1.6%

교육외 수입 847,232 847,242 -10 2.6%

투자와 기타자산 수입 2,906,508 2,906,508 0 9.0%

고정자산 매각수입 20,845 22,849 -2,004 0.1%

고정부채입금 80,000 80,000 0 0.2%

미사용 전기이월 자금 1,128,333 1,128,333 0 3.5%

계 32,423,820 32,445,531 -21,711 100%



   - 고정자산 매각수입에서는 불용 기자재매각, 차량매각, 도서매각이 발생하였으며 2020회계연

도 대비 약1천7백만원 증가하였음. 

   - 고정부채입금에서는 신규임대업체 유치로 인한 임대보증금이 발생하였으며 2020회계연도 

대비 5천만원 증가하였음.

   - 미사용 전기이월자금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1,128,333천원이 이월됨. 

   - 2021회계연도 수입 결산액은 3차 추경예산 대비 약2천1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2020회계연

도 결산 수입총액 대비 약43억 감소하였음. 

 3. 지출 현황

   - 인건비(보수) 지출에서는 외부특강 강의료 감소와 사학연금 및 사대보험 정산분 등으로 인

하여 약4천만원 감소하였음. 2020회계연도 결산액 대비 약6억 감소하였음. 직원3명 명예퇴

직등이 주요요인임.

   - 관리운영비 지출에서는 시설공사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용 등 건축물관리비 및 시설관리비

가 감소하였고, 지급수수료 지급 및 홍보비가 감소하여 약9억4천만원 감소하였음. 2020회계

연도 결산액 대비 약1억1천만원 감소하였음. 긴축경영으로 인한 각종 회의의 내부위원 회

의비 지급을 하지않고, 학과 및 행정부서 운영비도 대폭 감소가 주요 요인임.

   - 연구학생경비 지출에서는 신입생 입학지원행사의 비용을 2022회계연도로 지출, 입시경비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약3천7백만원 감소하였음. 2020회계연도 결산액 대비 약32억7천만원 

감소하였음. 학령인구 감소로 수험료 수입,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의 감소 등이 주요 요인

임.

(단위: 천원)

세           출          현          황

관별 결산액(A) 3차 추경예산액(B) 증감(A-B) 비율(%)

인건비 16,865,445 16,905,852 -40,407 52.0%

관리운영비 2,443,295 3,391,083 -947,788 7.5%

연구,학생경비 11,309,050 11,346,729 -37,679 34.9%

교육외 비용 55,999 72,101 -16,103 0.2%

전  출  금 0 0 0 0%

예  비  비 0 17,231 -16,857 0%

투자와 기타자산 지출 795,618 845,187 -49,943 2.5%

고정자산 매입지출 447,867 262,673 185,195 1.4%

고정부채상환 120,000 120,000 0 0.3%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386,546 -515,325 901,871 1.2%

계 32,423,820 32,445,531 -21,711 100%



   - 교육외비용 지출에서는 분할납부 수업료 미회수분 및 교내장학금 수혜자 자퇴로 인한 학교

로 반환금액이 미회수분, 자퇴생 국가장학금 반환 잡손실이 발생하였음. 2020회계연도 결산

액 대비 약1천만원 증가하였음.

   - 예비비는 3차추경에서 편성한 17,231,000원 중에서 퇴직적립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적립하는 

용도로 374,067원을 사용하였음.

   - 투자와 기타자산 지출에서는 각종 기금 미사용분 및 이사발생액 적립분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액 대비 약4억9천만원 증가하였음. 임의건축기금을 2021학년도 신입생 코로나특별장학

금 지급을 위한 용도변경목적으로 적립한 것이 주요 요인임.

   - 고정자산 매입지출에서는 학과 및 행정부서 기자재, 집기비품, 도서매입이 발생하였고 외부

회계감사를 통하여 건물 내부공사 중 일부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209,308,000원을 건물매입

으로 수정하였음. 2020회계연도 결산액 대비 약2억4천만원 감소하였음. 비대면 수업 및 기

자재 활용으로 인한 기자재 매입비 감소가 주요 요인임.

   - 고정부채상환에서는 기존 임대업체 계약만료 및 임대보증금액 변경으로 인하여 1억2천만원 

환급금 발생. 2020회계연도 결산액 대비 1억1천만원 증가함.

   - 미사용 차기 이월자금은 교비회계 386,545,976원으로 등록금회계 102,673,646원, 비등록금회

계 283,872,330원 발생하였음. 

   - 등록금회계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의 경우 명시이월로 선급법인세 1,569,370원, 기타이월 

101,104,276원으로 분류되며 등록금회계 기타이월금 비율이 0.55%로 기타이월금의 비율을 

1% 이내로 준수하였음.

    ※ 2021회계연도 등록금회계 수입총액: 18,235,226,545원

   - 비등록금회계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의 경우 명시이월로 임대보증금 350,000,000원, 선급법인세 

7,865,540원, 농어촌학자금 융자금(국고통장)이월액 9,648원, 기타이월로 공사지연 건축적립

금 미사용분 630,413,140원, 외부장학금 및 장학기부금 통장 잔액 249,655,764원, 그 외 인

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미지급 –954,071,762원으로 분류됨.

§ 오혁수 의장이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이사들의 의견을 요청함.

§ 김재현 의원이 추가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액 대비 등록금 수입이 약 55억 원 정도 감소하

였고 보통 우리대학은 등록금 대비 인건비 비율이 70% ~ 75% 정도 수준(보통 대학들은 65% 



수준을 맞추려고 노력함)이었는데 작년에 학생이 감소하여 인건비 비율이 95% 정도 차지한다

고 설명함. 때문에 긴축재정을 하는 등 부단히 노력하였고 비등록금 수입, 특히 베트남 어학

원생들의 강사료, 기부금, 수목매각 등으로 작년 대비 부족분을 메꾸었음.

§ 오혁수 의장이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각 평의원의 동의하에 원(안)대로 의결함.

7. 폐회선언 :

       이상 안건을 심의 종료하고 13시 55분에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다.

상기의 회의록 내용을 확인합니다.

2022년 4월 18일



■ 회의 사진



2022년 쩨4차 대학I명의원회 회의 서명록 

0 일시 및 장소 : 2022. 4. 18(월) 13:00 I 본판 2충 세미나실I 

구분 성명 서명 비고 

평의원 
오혁 수 G~,Y----깅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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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 현 

、

~tf &τ/·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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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원 강병 대 직원 

평의원 윤 미 리 계좌번호 ; 동문대표 

평의원 그C그} 닙 그 .., L_ 계좌번호 ; 외부인사 

평의원 김 희 원 학생대표 

평의원 김 다 희 조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