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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대학교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문서서식포탈비즈폼

1. 일   시 : 2022. 5. 12.(목) 11:30

2. 장   소 : 신안산대학교 본관 2층 세미나실I

3. 구   분 : ■ 정  례    □ 비정례

구  분 인 원 성  명

참석인원 8명
오혁수, 김재현, 김세환, 이귀영, 조두희, 강병대, 김희원, 김다희
※ 기획예산팀 이규식 팀장, 나가람 직원 배석

불참인원 4명 안동찬, 최동혁, 윤미리, 강부근
문서서식포탈비즈폼

4. 회의안건 및 결과

회의안건 심의결과

1.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한 사항 원(안)대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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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안건.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한 사항

§ 오혁수 의장이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에 관하여 발의한다고 하고, 설명

을 요청함.

§ 이규식 팀장이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함.

1.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표

(단위: 원)

기 관 명 회 계 명
세 입 ․ 세 출

비고1차 추경 
예산액(A) 본예산액(B) 증․감(A-B)

신안산대학교 교    비 27,454,065,772 31,489,535,300 -4,035,469,528



 2. 수입 현황

(단위: 원)

세           입          현          황

관별 1차 추경예산액(A) 본예산액(B) 증감(A-B) 비율(%)

등록금 수입 17,922,593,950 22,799,232,300 -4,876,638,350 65.28

전입금 및 기부 수입 7,907,758,397 8,173,575,000 -265,816,603 28.80

교육부대 수입 628,988,482 680,700,000 -51,711,518 2.29

교육외 수입 128,850,000 91,100,000 37,750,000 0.47

고정자산 매각수입 20,000,000 20,000,000 0 0.07

투자와 기타자산 수입 409,328,967 190,252,000 219,076,967 1.49

고정부채입금 50,000,000 50,000,000 0 0.18

미사용 전기이월 자금 386,545,976 -515,354,000  901,899,976 1.41

계 27,454,065,772 31,489,505,300 -4,035,439,528 100.00

   - 등록금수입에서는 2022학년도 신입생 수업료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국제교류협력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 약10억원, 평생교육원 16억원의 단기수업료를 반영 했지만 신입생 및 재학생 

인원 감소로 인한 등록율 감소로 약48억 감소할 것으로 편성함. 

   - 위의 수입을 반영하여 2022년 1차 추경 수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4,035,469,528원이 감소한 

27,454,065,772원으로 편성함. 

  3. 지출 현황

(단위: 원)

세           출          현          황

관별 1차 추경예산액(A) 본예산액(B) 증감(A-B) 비율(%)

보     수 16,459,118,202 15,851,520,000 607,598,202 59.95

관리운영비 3,971,656,590 2,604,342,010 1,367,314,580 14.47

연구,학생경비 11,452,609,077 11,910,244,000 -457,634,923 41.72

교육외 비용 58,700,000 58,600,000 100,000 0.21

전  출  금 0 0 0 0.00

예  비  비 20,000,000 6,800,000 13,200,000 0.07

고정자산 매입지출 1,225,125,000 289,700,000 935,425,000 4.46

투자와 기타자산 지출 263,025,997 117,435,000 145,590,997 0.96

고정부채상환 50,000,000 50,000,000 0 0.18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6,046,169,094 600,894,000 -6,647,063,094 -22.02

계 27,454,065,772 31,489,535,010 -4,035,469,238 100.00



§ 오혁수 의장이 본예산때는 입학정원이 전부 등록할 것으로 예상하여 수입으로 편성하였지만 

추가경정 1차때는 실제 등록한 수입으로 예산을 책정하였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 수입예산이 

많이 줄었음을 설명하며,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각 평의원의 동의하에 원(안)

대로 의결함.

▣ 제2호 안건.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에 관한 사항

§ 오혁수 의장이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에 관하여 발의한다고 하고, 설명을 요청함.

§ 조두희 의원이 학칙 및 학식시행세칙 개정에 대해서 설명함.

구분 개정사유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2023학년도 학과 구조개혁에 따른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개정

제8조(학기)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6조(등록금의 반화)과 학칙의 일치를 위하여 개정

제6조의2(전과)

제8조(휴학구분)

제9조(휴학절차)

제10조(귀향신고의무)

제13조(자퇴)

제25조(교육과정)

제26조(수업시간)

제30조(휴강 및 결강)

제34조(무계출장기결석자 처리)

제39조(부정응시)

제44조(성적제출)

제53조(발급사무)

제57조(학적부정정)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하여 개정

제24조(타과 교과목 수강)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타과 교과목을 자유롭게 수강하도록 개정

제27조(강사) 강사법 제정에 따라 시강강사 명칭을 강사로 변경 및 관련 규정에 적용하도록 개정

제29조(계절학기 설강) 관련 규정 운영에 따르도록 개정

제33조(출석) 출석 인정 사유 확대 및 부서명칭 변경하여 개정

제35조(평가시험) 정기시험 운영 방식을 해당 수업시간에 시행하도록 개정

제43조(성적의 공시 및 정정) 외래강사 미운영에 따른 항목 삭제하여 개정

제48조(입대휴학자의 성적인정) NCS교과목 미운영에 따른 항목 삭제하여 개정

제52조의2(교무회의 구성 및 소집) 교무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련 규정 적용하도록 개정

제56조(교직원) 특임교원 인사규정 제정에 따른 개정

§ 김재현 의원이 제33조(출석)에 대하여 우리대학이 이제 야구부도 창단했고 곧 축구부도 창단

할 예정이며, 공연음악과나 실용댄스과의 활동이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학생의 경우 출석 인정

을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질의함.

§ 조두희 의원이 위의 4가지의 경우 학교에서 인정하는 행사 또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요

청에 의하여 참석한 부분으로 출석을 인정할 수 있지만 연예계 활동으로 인한 출석 인정은 

다른 대학들을 참고해도 출석 인정해주지 않다고 답변함.



§ 김세환 의원이 연예계 활동으로 인한 출석 인정은 부서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

고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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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폐회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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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의 회의록 내용을 확인합니다.

2022년 5월 12일



■ 회의 사진



2022년 쩨5차 대학I명의원회 회의 서명록 

0 일시 및 장소 : 2022. 5. 12(목) 11:30 I 환판 2충 세미나실I 

구분 생명 서명 
/ 

비고 

평의원 
오혁 수 rν£@(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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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원 
김 재 현 7~ 7s긴r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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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원 김세 환 끼Lψl 갖t 교원 

평의원 이귀영 증슷/ 교원 

평의원 안동찬 교원 

평의원 최 동혁 직원 

평의원 Z 두희 trζX 직원 

평의원 강병 대 감 l뼈V1 직원 

평의원 윤 미 리 계좌번호 ; 동문대표 

평의원 그C그} 닙 그 ..., L_ 계좌번호 : 외부인사 

평의원 김희원 7퍼픽쭈L 학생대표 

평의원 김 다 희 좌쨌· 조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