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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I협의원회 회의록 

2022. 9. 19. 

홍날늘u·} 신안산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신안산대학교 대학I명의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22. 9. 19.(월) 11:30 

2. 장 소 ; 신안산대학교 본관 2충 세미나실I 

3. 구 붐 :• 정 례 口 비정례 

구 붐 인원 생 명 

오혁수,김재현,김제환, 안동한,최동혁,조두회,킴기동,김회원, 
참석인원 9명 킴다회 

※ 기획예산팀 이규식 팀장, 나가람 직원 배석 

불참인원 3명 이귀명,윤미리,강부근 

4. 회의안건 및 결과 

회의얀건 심의철과 

1. 2022회계연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사항 원(안)대로 처리 

2.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사항 원(안)대로 처리 

3. 교내 시설사용 임대차 계약에 대한 사항 원(안)대로 처리 

5. 개회선언 

대학평의원회 규정 제9조 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어 오혁수 의장이 대학평의원회가 

개회되었음을 선언하다. 

6. 회의내용 

팀 제1호 안건. 2022회계연도 체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사항 

• 오혁수 의장이 2022회계연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관하여 발의한다고 하고, 설명을 요 

청함 

- 이규식 팀장이 2022회계연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함. 

1.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제3차 추가경청 예산(안) 총괄표 

기관명 회계명 
세 입 · 세 출 

3차 추경 예산액어j | 2차 추경 예산액〔B) 
신안산대학교 I 교 비 27,822,448,672 27,454,065,772 

(단위; 원) 

중·캄(A-B) 

368,382,900 



2. 수입 현황 

(단위; 원) 

세 입 혐 황 

판별 3차 추경예산액어〕 2차 추경예산액(B) 충갑(A-B) 비율(%) 

퉁록금수입 18,268,358,050 17,922,593,950 345,764,100 65.66 

전입금 및 기부 수입 7,924,108,397 7,907,758,397 16,350,000 28.48 

교육부대 수입 629,957,282 628,988,482 968,800 2.26 

교육외 수입 128,850,000 128,850,00[) 0 0.46 

고정자산 매각수입 20,000,000 20,000,000 0 0.07 
투자와 기타자산수입 414,628,967 409,328,967 5,300,000 1.49 

고정부채입금 50,000,000 50,000,000 0 0.18 

미사용 전기이월 자금 386,545,976 386,545,976 0 1.39 

계 27,822,448,672 27,454,065, 772 368,382,900 100.。。

- 둥록금 수입은 예상 둥록학생수보다 실제 둥록학생수가 일부 증가하여 3억4천정도 추가분 반영 함 

- 전입 및 기부 수입은 지정기부금 추가분 반영 함 

- 교육부대 수입은 실용댄스과 댄스캠프관련 대여사용료 증가분 반영 함 

- 투자와 기타자산 수입은 지정발전기금관련 임의특정목적기금적립금 인출 금액분 반영 함 

3. 지출 현황 

(단위. 원) 

세 출 현 황 

관별 3차 추경예산액어〕 2차 추경예산액田) 중감(A-B) 비용(%) 

인 건 비 16,009,542,110 16,149, 718,000 -140,175,890 57.54 

관리운영비 4,011,631,890 3,971,656,590 39,975,300 14.42 

연구,학생경비 11,534,002,277 11,452,609,077 81,393,200 41.46 

교육외 비용 69,700,000 58,700,000 11,000,000 0.25 

전 출 금 0 0 0 0.00 

에 비 비 10,000,000 164,000,000 -154,000,000 0.04 

고정자산 매입지출 1,260,135,000 1,225,125,000 35,010,000 4.53 

투자와 기타자산지출 268,325,997 263,025,997 5,300,000 0.96 

고정부채상환 50,000,000 50,000,000 0 0.18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5,390,888,602 -5,880,768,892 489,880,290 -19.38 

계 27,822,448,672 27 ,454,065, 772 368,382,900 100.。。

- 인건비에서 교원법정부담금(퇴직수당) 1억원과 교원급여 기본급에서 4천만원 감소분 반영 함 

- 교육외 비용은 교원소청심사 정직 취소로 인한 2021년 급여지급분 반영 함 

- 예비비는 둥록금회계 부족으로 인해 1억5천4백 감소분 반영 함 

- 투자와 기타자산 지출은 지정발전기금 적립 분 반영 함 



- 미사용 차기이월자금은 현재기준 둥록금회계 -1,367,372,936, 비동록금회계 -4,023,515,666원 

으로반영 함 

-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고정자산 매입지출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반영 함 

0 교무혁신처 학사지원팀 

실험실습 소모품 70,000,000원 

- 멸티과, 호조과, 뷰티과 둥 학과지원 

스포츠지도과 카카오 사용료 (지정 발전기부금) 

기 계 기 구 20,050,000원 

- 호조과 발효기, 실디과 플로터 둥 학과지원 

0 기획처 기획예산팀 

지정발전기부금 : 7,000,000원 

- 실용댄스과 SAU Dance Camp(지정발전기부금) 5,000,000 

- 경 영 과 지 정 장학금 2,000,000원 

뷰티과 취업캠프 특별강의료(지정발전기금) : 100,000원 

0 사무처 시설관리팀 

공간활용위 결정에 따른 학과 이전(아동보육과) 이사비용 기타운영비 ; 

12 000 000원 

0 입학홍보처 전산정보팀 

웹 방화벽 교체 비 용 14,960,000원 추가 

0 국제교류협력원 

생활관 기숙시설 청소(월 2회) 시설용역비(비둥록금); 객실l개당 22만원*8객실 

= 1,760,000원*6개 월= 10,560,000원 

시설용역비(비등록금)로 생활관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 ; 

1주 8만원 * 23주 = 1,840,000원 

。 평생교육원 

일반과정 직원 인건비(주말 수당) 직원각종수당 일반과정; 1,000,000원 

다함께 돌봄과정 위탁 용역비 일반용역비 일반과정; 10,000,000원 

0 학생취업처 학생지원팀 

공학관 희망의정원 학생축제관련 데크공사비 건축물관리비; 9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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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 쩨2호 안건.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사항 

- 오혁수 의장이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안)에 관하여 발의한다고 하고, 설명을 요청함. 

• 조두회 의원이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해서 설멍함. (불임 1. 참고) 



구폼 개청사유 

1. 부칙 - 학과신설 및 변경으로 인한 전문학사학위종별 추가 

2. 부칙 제2조(모집단위 혜지에 따른 경과조치) - 모집단위 폐지에 따른 경과 

조치 추가 

학칙 13. 쩨2조(교육목표 됨 -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비전 (VISION) 변경 

4. 쩨58조(부속기관) - 부속 및 부설기관에 현장실습지원센터, 인권센터 추가 

5. 제4초(껄치학과 및 입학갱원) -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를 설치하여 

우여 u.. 。

쩨48초(입대휴학자의 생척인갱) - 졸업학기 수업일수 3/4선 이상 수강 투 군입 

학칙시행세칙 | 대한 학생이 해당학기 성적인정 될 경우 별도의 군 휴학 신청 없이 재학상태 
에서 졸업가능 하도록 내용 추가 

• 안동찬 의원이 부칙에 해당하는 학사학위별표에서 학과 순서의 의미가 있는지 질의함 

• 조두회 의원이 별도의 코드를 관리하여 순서대로 작성한다고 대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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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圓 제3호 안건. 교내 시껄 사용 임대차 계약에 판한 사항 

• 오혁수 의장이 교내 시설 사용 임대차 계약에 판하여 발의한다고 하고, 설명을 요청함 

• 김재현 의원이 교내 시설 사용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설명함 

1. 학생식당 신규업체 임대차 가계약 체결(얀) 

가. 임대장소; 신안산대학교 목양관 지하1충 학생식당 

나. 용도; 교내 학생식당 운영 

다. 임차인(가계약자); 검00 

리-, 가계 약금(임 대보증금); 금20,000,000원 

마 특약사항; 

- 가계약자는 2022년 8월 30일부터 학생식당 내부 보수 및 시범운영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 

고 2022년 10월 7일까지 본 계약을 체결 

- 본 계약은 5년으로 하고 임대료는 1년간 무상이며 이후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 

바. 기타사항; 학생 수 감소 둥으로 학생식당 운영자 모집의 어려움과 2022학년도 2학기 개 

강에 따라 학생복지 우선 정책으로 부득이 공개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긴급히 학생식딩

운영자를 선정. 



2. 안산시상인총연합회 임대차계약 체결 

가. 임대장소; 교내 도서관 1충 LB102호 

나. 용도; 안산시상인총연합회 사무실 

다,임차인;안산시상인총연합회 

라. 계 약기 간; 2022. 4. 1. ∼ 2023. 3. 31.Cl년) 

마. 월 임 대료; 월 300,000원(부가세 별도) 

• 오혁수 의장이 학생식당 신규업체 입대차 계약애 대해서 긴급 조치 사항이라고 해도 공개입 

찰을 진행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함, 

• 김재현 의원이 학생 복지 공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급하게 진행하게 되었고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되었다고 답변함, 

• 검기동 의원이 학생식당에 대해서 무상 임대가 아나라 발전기금 유치 동으로 학교 발전을 위 

해서 일정 부분의 수익금을 받는 것이 어떤지 질의함. 

• 김재현 의원이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업체의 선택에 의하여 결정되는 부분이기애 추가로 협의 

할 수 없는 부분임을 답변함. 

• 최동혁 의원이 학생들과 논의가 되고 체결되었는지 질의함. 

• 김재현 의원이 학생회와 식당 대표와 간담회를 진행했고 충분히 논의를 진행하였다고 답변함, 

김회원 의원이 식당 대표와 간담회를 진행하였지만 갑작스럽게 진행되었음. 현재 가오픈 기간 

이지만 다른 대학과 비교해서 비싼 가격대로 인하여 학생들애게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임. 

• 김재현 의원이 식당 대표와 협의를 진행해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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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폐회선언 : 

이상 안건을 심의 종료하고 12시 00분에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다. 



상기의 회의록 내용을 확인합니다. 

2022년 9월 19일 

의장 액수 g장f혈용 
의원 김재현 뺑γ 김세환 x첼썩*£ 

이귀영 (서명) 안동찬 딘쨌7Z---

조두희 tt~~ 김기동 쩍챙쩍% 

최동혁 ;71짧-- 윤미리 (서명) 

강부근 (서명) 김희원 램행￥) 
검다희 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