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회 의 명

제67차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일

시

2021. 02. 09 (화) 13:00 ~ 14:30

장

소

디자인관 305호 회의실

의

록

참 석 자

김정곤 위원장, 최광돈, 신현기, 백진아, 류대현, 최화숙, 강승모 ( 7명 )

불 참 자

이영호, 장남경, 임미정 ( 3명 )
1호의 안: 2020회계년도 추가경정현금예산

안

건

2호의 안: 2021회계년도 현금예산

○ 최광돈원의 기도로 개회함.
○ 김정곤 위원장이 운영위원 10명(위원장 포함) 중 7명이 참석함으로써 개최 정족
수를 충족하였기에 성원이 되었음을 알림.

▶안건 1호_2020회계년도 추가경정현금예산

○ 김정곤 위원장이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8조에 따른 추경반영내용으로
수입계정과목과 지출계정과목을 원천에 따라 대응적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1) 산학협력수익 중 산학협력연구수익 142,648천원 감액과 교육운영수익 1,915,034
회의내용
요지 및
의결사항

천원 감액, 기타산학협력수익 39,298천원 감액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산학협력연
구비 133,748천원 감액과 교육운영비 1,930,534천원을 감액, 기타산학협력비
30,298천원 감액하였다고 설명함.
2) 지원금수익 중 연구수익 37,336원 증액과 교육운영수익 234,969천원 감액, 기타
지원금수익 12,664천원을 예산 증액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지원금사업비 중 연구
비 72,336천원 증액, 교육운영비 205,969천원 감액, 기타지원금사업비 12,664천원
증액하였다고 설명함.
3) 따라서 2020회계년도 현금예산서 본 예산액을 기준으로 2020회계년도 기준 변
동예산액 및 조정할 금액 등을 반영하여 수입 834,790천원, 지출 852,136천원,
당기 현금감소액 17,346천원으로 2020회계년도 추가경정현금예산(안)을 편성 하
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였다고 설명한 후, 위원들의 심의를 요청함.
○ 류대현 위원이 2020회계년도 산학협력단 운영수지에 대하여 질문함
○ 김정곤 위원장이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의 산학협력단 운영

운영수익이 834,790,441원, 운영비용이 851,975,856원 발생하였고 2020회계년도 운
영수지는 결산관련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산정하겠다고 답변함.
○ 그리고 김정곤 위원장이 본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동의재청을 위원들에게 물음.
○ 신현기 위원이 2020회계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동의한다고 말하고, 참석위원
모두의 재청으로 가결됨.
○ 김정곤 위원장이 2020회계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산학
협력단에서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예산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말함.

▶안건 2호_2021회계년도 현금예산
○ 김정곤 위원장이 2021회계년도 현금예산(안)에 대하여 산학협력단 예결산심의기
구인 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하여 본 안건을 상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위원들의 심의를 요청함.
이어서 2021회계년도 현금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1) 2021회계년도 예산액은 정확한 수입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우나 실현가능성과 신
뢰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전년도 수입예산을 기준으로 산학협력수익 240,000
천원 증액, 지원금수익 80,000천원을 증액, 간접비수익 21,000천원 증액함으로써
수입예산총액을 전년예산액보다 342,970천원 증액하여 1,177,760천원으로 편성
하였다고 설명함.
2) 2021회계연도 지출예산은 전년도 지출예산을 기준으로 산학협력비 240,000천
원 증액, 지원금사업비 80,000원 증액, 간접비수익 5,784천원 증액하고, 2021회
계 년도 현금예산은 수입예산총액 1,177,760천원, 지출예산총액 1,177,760천원,
2021회계년도 현금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함.
○ 최화숙 위원이 2021회계년도 현금예산(안)내용에 이의가 없으며 동의한다고 말하
고 참석위원 모두의 재청으로 가결됨.
○ 김정곤 위원장이 2021회계년도 현금예산(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산학협력단
에서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예산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진행하
겠다고 말함.
○ 전체 참석위원이 재청함.
○ 김정곤 위원장이 제 67차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회의 안건이 모두 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최광돈위원의 주기도문으로 회의를 마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