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회의명

제69차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일

시

2022. 02. 17.(목) 15:00~16:10

장

소

디자인관 305호

의

록

참석위원

o 위원장 : 김정곤(산학협력단장)
o 위 원 : 조용석, 백진아, 장남경, 김종호, 송인화, 강승모

불참위원

o 위 원 : 이영호, 신승중

안

건

1. 2021회계연도 추가경정현금예산(안)
2. 2022회계연도 현금예산(안)
3. 정관 개정 및 규정 제정, 개정(안)

보

고

학교기업 폐업
□ 김정곤 위원장이 성원이 됨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함.
[안건 1] 2021회계연도 추가경정현금예산(안)
1. 집계표
(단위:원)

구분

과목

회의내용

증감

(B)

비율(%)

(A-B)

(A/C)

749,000,000

590,019,765

158,980,235

50.7

지원금수익현금유입액

483,000,000

499,331,019

-16,331,019

32.7

간접비수익현금유입액

58,500,000

68,675,433

-10,175,433

4.0

7,200,000

11,510,000

-4,310,000

0.5

운영외수익현금유입액

200,000

8,224,224

-8,024,224

0.0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0

0

0

0.0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0

0

0

0.0

179,850,023

228,387,832

-48,537,809

12.2

1,477,750,023

1,406,148,273

71,601,750

100.0

산학협력비현금유출액

672,000,000

590,019,766

81,980,234

45.5

지원금수익현금유출액

406,000,000

499,331,019

-93,331,019

27.5

간접비수익현금유출액

32,900,000

67,910,361

-35,010,361

2.2

일반관리비현금유출액

23,000,000

17,503,444

5,496,556

1.6

운영외비용현금유출액

50,000

2,995,851

-2,945,851

0.0

학교회계전출금현금유출액

0

0

0

0.0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0

0

0

0.0

기초의현금
합계(C)

지출

본예산액

(A)

산학협력수익현금유입액

전입및기부금수익현금유입액
수입

추경예산액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기말의현금
합계(C)

0

0

0

0.0

343,800,023

228,387,832

115,412,191

23.3

1,477,750,023

1,406,148,273

71,601,75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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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약표(추가경정현금예산서 별첨)
(단위:원)

과목
Ⅰ.현금 유입액

추경예산액

본예산액

증감

1,297,900,000

1,177,760,441

120,139,559

1,297,900,000

1,177,760,441

120,139,559

1)산학협력수익현금유입액

749,000,000

590,019,765

158,980,235

2)지원금수익현금유입액

483,000,000

499,331,019

-16,331,019

3)간접비수익현금유입액

58,500,000

68,675,433

-10,175,433

7,200,000

11,510,000

-4,310,000

200,000

8,224,224

-8,024,224

2.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0

0

0

3.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0

0

0

1,133,950,000

1,177,760,441

-43,810,441

1.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4)전입및기부금수익현금유입액
5)운영외수익현금유입액

Ⅱ.현금 유출액
1.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133,950,000

1,177,760,441

-43,810,441

1)산학협력비현금유출액

672,000,000

590,019,766

81,980,234

2)지원금수익현금유출액

406,000,000

499,331,019

-93,331,019

3)간접비수익현금유출액

32,900,000

67,910,361

-35,010,361

4)일반관리비현금유출액

23,000,000

17,503,444

5,496,556

5)운영외비용현금유출액

50,000

2,995,851

-2,945,851

6)학교회계전출금현금유출액

0

0

0

2.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0

0

0

3.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0

0

0

163,950,000

0

163,950,000

0

0

0

Ⅳ.기초의현금

179,850,023

228,387,832

-48,537,809

Ⅴ.기말의현금

343,800,023

228,387,832

115,412,191

현금의증감(유입-유출)
Ⅲ.예비비

□ 김정곤 위원장이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8조에 따른 추경으로, 수입계정과목과 지
출계정과목을 원천에 따라 대응적으로 편성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세부내용을 설명
함.
가. 본예산 대비 산학협력수익 158,980천원 증액, 지원금수익 16,331천원 감액, 간
접비수익 10,175천원 감액, 기초의현금 48,537천원을 감액함. 수입예산 총액을
본예산액보다 71,601천원 증액하여 1,477,750천원으로 편성함.
나. 지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산학협력비 81,980천원 증액, 지원금사업비 93,331천원
감액, 간접비사업비 35,010천원 감액, 기말의 현금을 115,412천원 증액하여
지출 예산총액 1,477,750천원으로 추경예산 편성함.
다. 각 목별 세부내역은 산학협력수익 중 연구수익 254,748천원 증액과 교육운영수익
79,065천원 감액, 기타산학협력수익 16,701천원 감액, 이에 대응하여 산학협력연
구비 210,748천원 증액, 교육운영비 106,065천원 감액, 기타산학협력비 22,701
천원을 감액함.
라. 지원금수익 중 연구수익 58,336천원 감액, 교육운영수익 59,330천원 감액, 기타
지원금수익 101,335천원을 예산 증액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지원금사업비 중 연
구비 121,336천원 감액, 교육운영비 70,330천원 감액, 기타지원금사업비 98,33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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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함. 기타지원금수익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기남부센터’ 위탁운영 계약에
따른 수익임.
□ 김정곤 위원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2021회계연도 본예산 대비 변동사항 및 조정 금
액 등을 반영하여 수입 및 지출 각각 1,477,750천원으로 2021회계연도 추가경정현
금예산(안)을 편성 하고자 한다고 말하고, 위원들의 심의를 요청함.
□ 백진아 위원이 현재 산학협력단 간접비 비율과 현황에 대해 질문함.
□ 김정곤 위원장이 산학협력단은 2년 주기로 평가(연구활동 지원역량 평가)를 받아
간접비 비율이 정해지는데 우리 산단은 2020년도 평가(대상기간 2018.6.1.~2020.2.29.)
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간접비 비율이 5%로 책정되었으며
타 사업은 평균 6%라고 설명하고, 본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동의, 재청을 물음.
□ 강승모 위원이 2021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동의한다고 말하고, 참석위원 모
두 재청함.
□ 김정곤 위원장이 2021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안건 2] 2022회계연도 현금예산(안)
1. 집계표
(단위:원)

제18(당)기

제17(전)기

754,000,000

749,000,000

5,000,000

32.1

지원금수익현금유입액

1,172,000,000

483,000,000

689,000,000

49.8

간접비수익현금유입액

79,100,000

58,500,000

20,600,000

3.4

3,000,000

7,200,000

-4,200,000

0.1

600,000

200,000

400,000

0.0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0

0

0

0.0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0

0

0

0.0

구분

과목
산학협력수익현금유입액

전입및기부금수익현금유입액
수입

운영외수익현금유입액

기초의현금

증감

(B)

비율(%)

(A-B)

(A/C)

343,800,023

179,850,023

163,950,000

14.6

2,352,500,023

1,477,750,023

874,750,000

100.0

산학협력비현금유출액

783,000,000

672,000,000

111,000,000

33.3

지원금수익현금유출액

1,127,000,000

406,000,000

721,000,000

47.9

간접비수익현금유출액

75,600,000

32,900,000

42,700,000

3.2

일반관리비현금유출액

23,000,000

23,000,000

0

1.0

운영외비용현금유출액

100,000

50,000

50,000

0.0

학교회계전출금현금유출액

0

0

0

0.0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0

0

0

0.0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0

0

0

0.0

343,800,023

343,800,023

0

14.6

2,352,500,023

1,477,750,023

874,750,000

100.0

합계(C)

지출

(A)

기말의현금
합계(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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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약표(현금예산서 별첨)
(단위:원)

과목

제18(당)기

제17(전)기

2,008,700,000

1,297,900,000

710,800,000

2,008,700,000

1,297,900,000

710,800,000

754,000,000

749,000,000

5,000,000

2)지원금수익현금유입액

1,172,000,000

483,000,000

689,000,000

3)간접비수익현금유입액

79,100,000

58,500,000

20,600,000

3,000,000

7,200,000

-4,200,000

600,000

200,000

400,000

2.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0

0

0

3.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0

0

0

2,008,700,000

1,133,950,000

874,750,000

Ⅰ.현금 유입액
1.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1)산학협력수익현금유입액

4)전입및기부금수익현금유입액
5)운영외수익현금유입액

Ⅱ.현금 유출액
1.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증감

2,008,700,000

1,133,950,000

874,750,000

1)산학협력비현금유출액

783,000,000

672,000,000

111,000,000

2)지원금수익현금유출액

1,127,000,000

406,000,000

721,000,000

3)간접비수익현금유출액

75,600,000

32,900,000

42,700,000

4)일반관리비현금유출액

23,000,000

23,000,000

0

5)운영외비용현금유출액

100,000

50,000

50,000

6)학교회계전출금현금유출액

0

0

0

2.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0

0

0

3.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0

0

0

현금의증감(유입-유출)

0

163,950,000

-163,950,000

Ⅲ.예비비

0

0

0

Ⅳ.기초의현금

343,800,023

179,850,023

163,950,000

Ⅴ.기말의현금

343,800,023

343,800,023

0

□ 김정곤 위원장이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6조에 의거 2022회계연도 현금예산(안)
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고 세부내용을 설명함.
가. 2022회계연도 예산액은 정확한 수입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우나 실현가능성과 신뢰
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전년도 수입예산을 기준으로 산학협력수익 5,000천원 증
액, 지원금수익 689,000천원을 증액, 간접비수익 20,600천원 증액함으로써 수입
예산 총액을 전년 예산액보다 874,750천원 증액하여 2,352,500천원으로 편성함.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기남부센터’ 위탁운영 계약에 따라 지원금수익이 큰폭으로
증액되었음.
나. 지출예산은 전년도 지출예산을 기준으로 산학협력비 111,000천원 증액, 지원금사
업비 721,000천원 증액, 간접비사업비 42,700천원 증액하여 지출 예산총액
2,352,500천원으로 현금예산을 편성함.
□ 백진아 위원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관련 사업계약 기간을 질문함.
□ 김정곤 위원장이 이전 타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10년정도 운영(1년 단위 기간연장)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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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본 산학협력단에서는 1년 계약을 진행하였고 추후 연장 계약 여부는 사업결과
평가에 따라 진행될 사항이라고 설명함.
□ 강승모 위원이 2022회계연도 현금예산(안) 내용에 동의한다고 말하고, 참석위원 모
두 재청함.
□ 김정곤 위원장이 2022회계연도 현금예산(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이후 홈페이지
에 공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예산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함.
[안
□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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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4. 학교기업 폐지 절차
가. 폐지 결정 : 학교기업 운영위원회에서 폐지 결정 심의, 의결
나.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 학교기업 폐지 보고
다. 폐지 공개 : 학교 홈페이지, 교지 등에 게시하고 전체 교직원에게 폐지 사실을 알리고
폐지에 따른 의견 수렴
라. 폐지 확정 품의 및 총장 결재
마. 학교기업 채권 및 채무 종결 : 채권, 채무 없음
1) 적법한 절차에 의한 미수채권 추심, 외상매입금 등 채무 이행
2) 연대채무 : 해산 시 채무는 학교기업이 지며, 미 이행 시 학교(산학협력단)가 연대
하여 책임지게 됨
바. 학교기업 자산 이전 : 해당 없음
사. 학칙 개정 : 학칙의 학교기업 관련 사항 삭제
아. 인.허가 및 사업자등록 등 삭제
1) 지자체에서 인.허가한 영업허가,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폐쇄 신고 : 해당사항 없음
2) 사업자등록증 말소

3)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기부등본 분사무소 폐지(등기말소)
□ 김정곤 위원장의 폐회선언으로 회의를 마침.

붙임 : 1. 위원 서명지 1부.
2.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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