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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대학교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문서서식포탈비즈폼

1. 일   시 : 2022. 1. 21.(금) 11:00

2. 장   소 : 신안산대학교 본관 2층 세미나실I

3. 구   분 : ■ 정  례    □ 비정례

구  분 인 원 성  명

참석인원 6명
오혁수, 이귀영, 김환목, 우현식, 강병대, 윤미리
※ 이규식 기획예산팀장, 나가람 직원 배석

불참인원 6명 김재현, 김세환, 최동혁, 강부근, 김희원, 김다희
문서서식포탈비즈폼

4. 회의안건 및 결과

회의안건 심의결과

1.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에 관한 사항 원(안)대로 처리

2.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원(안)대로 처리

3. 2021회계연도 잉여금 처리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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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추가경정 예산에 관한 사항

§ 오혁수 의장이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에 관하여 발의한다고 하고, 설명

을 요청함.

§ 이규식 기획예산팀장이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함.

(단위: 천원)

기 관 명 회 계 명
세 입 ․ 세 출

비고3차 추경 
예산액(A)

2차 추경
예산액(B) 증․감(A-B)

신안산대학교 교    비 32,445,530 35,937,841 -3,492,311



(단위: 천원)

세           입          현          황

관별 3차 추경예산액(A) 2차 추경예산액(B) 증감(A-B) 비율(%)
등록금 수입 18,515,862 19,241,905 -726,043 57.07

전입금 및 기부 수입 8,413,780 10,013,613 -1,599,833 25.93
교육부대 수입 530,957 514,124 16,833 1.64
교육외 수입 847,241 809,495 37,746 2.61

고정자산 매각수입 22,849 4,303 18,546 0.07
투자와 기타자산 수입 2,906,508 4,166,068 -1,259,560 8.96

고정부채입금 80,000 60,000 20,000 0.25
미사용 전기이월 자금 1,128,333 1,128,333  0 3.48

계 32,445,530 35,937,841 -3,492,311 100.0 

(단위: 천원)

세           출          현          황

관별 3차 추경예산액(A) 2차 추경예산액(B) 증감(A-B) 비율(%)
보     수 16,905,852 16,525,885 379,967 52.11
관리운영비 3,391,081 3,741,414 -350,333 10.45

연구,학생경비 11,346,729 12,255,853 -909,124 34.97
교육외 비용 72,102 57,600 14,502 0.22
전  출  금 0 0 0 0
예  비  비 17,231 6,800 10,431 0.05

고정자산 매입지출 262,672 597,085 -334,413 0.81
투자와 기타자산 지출 845,187 2,119,526 -1,274,339 2.6

고정부채상환 120,000 30,000 90,000 0.37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515,324 603,678 -1,119,002 -1.59

계 32,445,530 35,937,841 -3,492,311 100.0 

§ 우현식 의원이 수입 현황에서 전입금 및 기부 수입과 투자와 기타자산 수입의 차이점과 표의 

전입금 및 기부 수입에서 3차 추경예산액이 2차 추경예산액에 비해 16억 원 정도로 많은 액

수가 감소되었는데 부가 설명에는 기부금 수입이 9억 4500만 원으로 작성된 부분에 대해 질

의함.

§ 이규식 기획예산팀장이 전입금 및 기부 수입과 투자 및 기타자산 수입은 발전 기금과 관련된 

과목으로 대학발전기금 수입은 전입금 및 기부 수입으로 편성되며 기부 수입을 기금으로 적

립(투자 및 기타자산 지출로 편성)하고 후에 인출할 경우 투자 및 기타자산 수입으로 편성됨. 

최초 대학발전기금이 모집되었을 때, 모집된 금액을 기금에 적립 후 사용할 때 인출하는 방식

으로 발전기금을 운용하려고 함. 하지만 발전기금을 기금에 적립하지 않고 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운용 방식을 변경함. 예산에 직접 편성함으로 해당 과목에 대한 수입

이 그만큼 감소함. 결과적으로 기금에 적립하고 인출할 때 수입이 두 번 책정되는데, 운용 방

식을 변경하여 3차 추경예산액에서는 그 두 번 만큼의 수입이 감소했다고 설명함. 덧붙여 전

입금 및 기부 수입에는 기부금 이외에도 다른 부분이 수입이 있기 때문에 부가 설명에 기입

된 기부금 수입과 다르다고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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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호 안건.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 오혁수 의장이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예산 편성에 관하여 발의한다고 하고, 설명을 요청함.

§ 이규식 기획예산팀장이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함.

(단위: 천원)

기 관 명 회 계 명
세 입 ․ 세 출

비고본 예산액(A)
(2022년)

전년도 예산액(B)
(2021년 3차 추경) 증․감(A-B)

신안산대학교 교    비 31,489,535 32,445,530 -955,995

(단위: 천원)
세           입          현          황

관   별 2022 본 예산액(A) 3차 추경예산액(B) 증 감(A-B) 비율(%)
등록금 수입 22,799,232 18,515,862 4,283,370 72.4

전입금 및 기부 수입 8,173,575 8,413,780 -240,205 25.96
교육부대 수입 680,700 530,957 149,743 2.16
교육외 수입 91,100 847,241 -756,141 0.29

고정자산 매각수입 20,000 22,849 -2,849 0.06
투자와 기타자산 수입 190,252 2,906,508 -2,716,256 0.6

고정부채입금 50,000 80,000 -30,000 0.16
미사용 전기이월  자금 -515,324 1,128,333 -1,643,657 -1.64

계 31,489,535 32,445,530 -955,995 100.0 

(단위: 천원)

세           출          현          황

관   별 2022 예산액(A) 3차 추경예산액(B) 증 감(A-B) 비율(%)
보     수 15,851,520 16,905,852 -1,054,332 50.34
관리운영비 2,604,342 3,391,081 -786,739 8.27

연구,학생경비 11,910,244 11,346,729 563,515 37.82
교육외 비용 58,600 72,102 -13,502 0.19
전  출  금 0  0 0 0
예  비  비 6,800 17,231 -10,431 0.02

고정자산 매입지출 289,700 262,672 27,028 0.92
투자와 기타자산 지출 117,435 845,187 -727,752 0.37

고정부채상환 50,000 120,000 -70,000 0.16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600,894 -515,324 1,116,218 1.91

계 31,489,535 32,445,530 -955,995 100.0 

§ 우현식 의원이 등록금 수입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책정한 게 아닌지 우려를 표함. 현재 자료

를 봤을 때 대학의 위기 상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구성원들이 대학의 어려운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됨. 하여 어떤 기준으로 등록금 수입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질의함.

§ 이규식 기획예산팀장이 입학금 수입은 3억 2900만 원, 수업료 수입을 176억 원 정도로 편성하

였는데 수업료 수입의 경우 고정비로 나가는 지출을 감안하여 책정했다고 함. 등록금 수입을 

예상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 96.5%로 편성하였고, 입학 인원이 확정이 되는 시기에 바로 

1차 추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함.

§ 오혁수 의장이 사무처에서 수입 편성 기준을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우



리 대학의 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등록금 수입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1차 추경을 3월

에 진행하여 맞출 수밖에 없다고 답변함.

§ 강병대 의원이 처음 본예산을 편성할 때 수입보다 지출을 고려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으며, 최

소한 지출해야 하는 고정비를 포함하여 지출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금 수입을 과도하

게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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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호 안건. 2021회계연도 잉여금 처리원칙에 관한 사항

§ 오혁수 의장이 2021회계연도 잉여금 처리원칙에 대하여 발의한다고 하고, 설명을 요청함.

§ 이규식 기획예산팀장이 2021회계연도 잉여금 처리원칙에 대해서 설명함.

   ① 연구학생경비(학생지원비, 교내장학금 및 학생 중심 프로그램 등)

   ② 학생지원 기자재 및 집기비품 매입

   ③ 인건비(교원 또는 직원 보수) 

   ④ 관리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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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폐회선언 :

       이상 안건을 심의 종료하고 11시 55분에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다.

상기의 회의록 내용을 확인합니다.

2022년 1월 21일



■ 회의 사진



2022년 체1차 대학l명의원회 회의 서명록 

0 일시 및 장소 : 2022. 1. 21(금) 11:00 I 본판 2충 세미나실I 

구분 성명 서명 비고 

평의원 
오혁수 ~~ 깅·=--、 교원 

(의장) 

평의원 
김재현 직원 

(부의장 ) 

평의원 김세환 교원 

평의원 이 귀 영 £켰~~ 교원 

평의원 김환목 ~기 교원 

평의원 최 동 혁 직원 

평의원 。현시 
-「 -「 τ5건// 직원 

평의원 강병 대 가 l채τvi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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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 

평의원 윤미리 계좌번호 ; 극;L‘월‘l 동문대표 

!;~냐 -2l)아내f -O L.-0。 \ 

평의원 강닙그 --, '- 계좌번호: 외부인사 

평의원 김희원 학생대표 

평의원 김다희 조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