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의

회 의 명

2020학년도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일

시

2020.07.14.(화) 11:00~12:00

장

소

본관 8층 대회의실

록

o 위원장 : 신승중(기획처장)
참 석 자

o 위원 : 조용석(교수협의회장), 박범준(총학생회 회장), 이하영(부총학생회장),
김원희(대학원원우회장)

불 참 자

o 황병삼(노동조합지부장), 김효건(공인회계사)

안

2019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안) 심사‧의결

건

□ 신승중 위원장의 개회선언과 김명희 기획평가팀장의 성원보고, 박범준 위원의
기도로 회의를 시작함.
[안건] 2019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안) 심사․의결
o 본 안건 심의를 위하여 신승중 위원장은 2019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안)에 대
한 설명을 이승희 재무팀장에게 요청함.
o 이승희 재무팀장은 결산 절차, 관련 법령, 학교회계의 특징 등을 사전 설명함.
토의내용
요지 및
합의사항

o 이승희 재무팀장은 2019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자금계산서, 대차
대조표, 운영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함.
o 신승중 위원장은 연구비등 기금 사용, 산학협력단 전입금에 대해 문의하고 이
승희 재무팀장이 답변함.
o 박범준 위원은 기타 이월금액에 대해 문의하고 이승희 재무팀장이 답변함.
o 박범준 위원은 기타 이월금 사용계획에 대해 문의하고 이주명 예산담당자가 답
변함.
o 조용석 위원은 건축적립금 등 적립 내역에 대해 문의하고 이승희 재무팀장이
답변함.
o 박범준 위원은 기금 용도변경 절차에 대해 문의하고 이주명 예산담당자가 답변
함.
다음장에 계속

앞장에서 이어짐.
o 신승중 위원장은 등록금 환불과 관련 추가적인 이슈 사항이 있는지 문의하고,
위원들과 의견을 나눔.
o 신승중 위원장은 결산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문이 있는지 확인하고 2019회계
연도 교비회계 결산(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는 것을 제안함.
o 참석위원 전원이 이에 동의함.
□ 위원장의 폐회 선언 및 주기도문으로 회의를 마침.
붙임 1. 위원 서명지 1부.
2. 회의자료 1부. 끝.

토의내용
요지 및
합의사항

New Dream, New Hansei

회의자료

2020학년도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 일 시 : 2020.07.14.(화) 11:00~
◦ 장 소 : 본관 8층 대회의실
◦ 안 건 : 2019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안) 심사・의결

【안건】2019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안) 심사･의결

1.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요약
[별첨] 자료

2. 교비회계 대차대조표 요약
[별첨] 자료

3. 교비회계 운영계산서 요약
[별첨] 자료

2

교비회계(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자금계산서 요약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단위:원)

자금 수입

자금 지출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5100 등록금및수강료수입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내부거래제거
예산
(A)

결산
(B)

비등록금회계

내부거래제거

증감액
(B-A)

25,855,446,500

649,168,904

0

26,525,843,000

26,504,615,404

(21,227,596)

4100 보수

5200 전입및기부수입

0

9,937,437,266

0

9,992,893,000

9,937,437,266

(55,455,734)

5300 교육부대수입

0

1,544,650,526

0

1,560,650,000

1,544,650,526

(15,999,474)

103,013,223

664,165,067

0

745,935,000

767,178,290

5400 교육외수입

등록금회계

21,243,290

예산
(X)

결산
(Y)

증감액
(X-Y)

13,561,451,330

2,195,291,780

0

16,532,905,000

15,756,743,110

776,161,890

4200 관리.운영비

4,831,281,649

2,726,702,206

0

7,765,921,000

7,557,983,855

207,937,145

4300 연구.학생경비

6,531,522,904

6,735,258,431

0

13,470,706,000

13,266,781,335

203,924,665

18,060,120

10,233,236

0

29,944,000

28,293,356

1,650,644

4500 전출금

0

0

0

0

0

0

4600 예비비

0

0

0

0

0

0

4400 교육외비용

1200 투자와기타자산수입

0

707,678,000

0

797,543,000

707,678,000

(89,865,000)

1200 투자와기타자산지출

0

1,610,960,364

0

1,743,390,000

1,610,960,364

132,429,636

1300 고정자산매각수입

0

985,660,000

0

1,015,750,000

985,660,000

(30,090,000)

1300 고정자산매입지출

409,543,357

1,139,037,230

0

1,558,638,000

1,548,580,587

10,057,413

2200 고정부채입금

0

8,000,000

0

8,000,000

8,000,000

0

3,000,000

0

3,000,000

3,000,000

0

234,003,715

501,885,458

0

735,890,000

735,889,173

(827)

840,604,078

578,161,974

0

278,000,000

1,418,766,052

26,192,463,438

14,998,645,221

0

41,382,504,000

41,191,108,659

(191,395,341)

26,192,463,438

14,998,645,221

0

41,382,504,000

41,191,108,659

미사용전기이월자금
자금 수입 총계

0

2200 고정부채상환

미사용차기이월자금

1페이지

자금 지출 총계

(1,140,766,052)
191,395,341

교비회계(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대차대조표 요약
(당기 : 2020년 2월 29일 현재)
(전기 : 2019년 2월 28일 현재)

(단위:원)

자

산

부

채

교비회계 대차대조표
계정과목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당기
1100 유동자산
1200 투자와기타자산
1300 고정자산

교비회계 대차대조표
계정과목

내부거래제거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내부거래제거

전기

당기

전기

9,980,460,077

1,576,008,752

0

11,556,468,829

10,867,666,121

2100 유동부채

9,139,855,999

997,846,778

0

10,137,702,777

10,131,776,948

0

52,964,559,115

17,503,858,400

35,460,700,715

34,557,418,351

2200 고정부채

12,863,300

266,199,370

0

279,062,670

269,177,420

53,425,398,224

16,622,155,073

0

70,047,553,297

73,052,425,304

기 본 금
3100 기본금

자산 총계

63,405,858,301

71,162,722,940

17,503,858,400

117,064,722,841

118,477,509,776

부채 및 기본금 총계

2페이지

54,253,139,002

69,898,676,792

17,503,858,400

106,647,957,394

108,076,555,408

63,405,858,301

71,162,722,940

17,503,858,400

117,064,722,841

118,477,509,776

교비회계(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운영계산서 요약
(당기 :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전기 :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단위:원)

운영 수익

운영 비용
교비회계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계정과목
당기

5100 등록금및수강료수입
운영
수익

25,855,446,500

649,168,904

0

26,504,615,404

27,103,572,710

0

9,937,437,266

0

9,937,437,266

9,452,815,407

5300 교육부대수입

0

1,544,650,526

0

1,544,650,526

1,663,512,227

204,424,366

3,717,398,306

0

3,921,822,672

3,251,030,363

15,848,655,002

0

41,908,525,868

내부거래제거

4100 보수
운영
비용

전기

13,561,451,330

2,195,291,780

0

15,756,743,110

15,626,961,350

4200 관리.운영비

8,462,709,479

3,005,490,176

0

11,468,199,655

11,316,823,407

4300 연구.학생경비

6,531,522,904

6,735,258,431

0

13,266,781,335

14,100,729,723

121,073,343

2,724,326,439

0

2,845,399,782

3,635,742,118

0

0

0

0

0

28,676,757,056

14,660,366,826

0

43,337,123,882

44,680,256,598

4400 교육외비용

운영비용 합계 (B)

26,059,870,866

비등록금회계

당기

4500 전출금

운영수익 총계 (A)

등록금회계

전기

5200 전입및기부수입

5400 교육외수입

교비회계 운영계산서

내부거래제거

기본금
증가 비용
기본금
감소 비용

3100 기본금대체액 (C)

0

1,610,960,364

0

1,610,960,364

1,608,652,042

3133 운영차액대체 (D)

0

707,678,000

0

707,678,000

590,000,000

수지 조정

3132 당기운영차액 (Z=A-B-C+D)

285,005,812

0

15,848,655,002

0

운영비용 총계 (B+C-D+Z)

41,470,930,707

* 당기운영차액 = 운영수익 총계 - 운영비용 합계 - 기본금대체액 + 운영차액대체

= 운영수익과 운영비용을 일치시키기 위한 장부상의 차액(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9조 제④항)

3페이지

(2,616,886,190)
26,059,870,866

(2,331,880,378)
41,908,525,868

(4,227,977,933)
41,470,93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