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   의   록

회 의 명 2018학년도 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

일    시 2019. 2. 1(금) 14:00 ~ 14:30

장    소 본관 8층 대회의실

참 석 자
o 위원장 : 신현기(기획처장)

o 위  원 : 임규영(총학생회 회장), 김재민(부총학생회장), 유경윤(대학원원우회장) 

불 참 자 o 위  원 : 최진수(한국능률협회), 김현철(공인회계사), 조용석(교수협의회장)

안    건
①2019회계연도 교비회계 본예산(안) 심사‧의결

②2018회계연도 이월금(잉여금) 처리기준(안) 심의

토의내용

요지 및 

합의사항

o 신현기 위원장의 개회선언과 유경윤 위원의 기도록 회의를 시작함.

[안건1] 2019회계연도 교비회계 본예산(안) 심사․의결

o 본 안건 자문을 위하여 신현기 기획처장이 본예산 편성(안)을 설명함.

① 2019회계연도 본예산 주요 예산 편성사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함.

 
  [수입부문 주요 증감내역(18회계 최종추경예산 대비)]

 - 등록금 및 단기수강료 수입의 감소로 등록금수입 240,720천원을 

감액함.

 - 교육부, 기타국고지원금 수입 증가로 전입 및기부금수입 

1,408,765천원을 증액함.

 - 기타 교육부대수입 등의 감소로 교육부대수입 69,780천원을 감액함.

 - 잡수입 등의 감소로 교육외수입 6,041천원을 감액함.

 - 임의건축기금 및 연구기금 인출 등으로 투자기타자산수입 

141,309천원을 증액함.

 - 고정부채입금 감소로 23,000천원을 감액함

 - 미사용전기이월자금 감소로 342,413천원을 감액함.   

다음장에 계속



토의내용

요지 및 

합의사항

앞장에서 이어짐.

 [지출부문 주요 증감내역(18회계 최종추경예산 대비)]

 - 교직원 임금체계 개선 등으로 보수 732,183천원을 증액함.

 - 건축물관리비 등 조정으로 관리운영비 811,339천원을 감액함.

 - 교육부 지원금 등 교외장학금 감소로 연구학생경비 272,450천원을 감액

함.

 - 등록금환급처리 등 교육외비용 3,911천원을 감액함.

 - 대학혁신지원사업비(국고) 추정액 포함 예비비 1,626,835천원을 증액함.

 - 법인경상비 전입금 등 임의기금적립금 감소로 투자기타자산지출 

877,220천원을 감액함.

 - 건물별 엘리베이터 시공비 등으로 고정자산매입지출 497,222천원을 증

액함.

 - 고정부채상환 감소로 20,000천원을 감액함.

 - 18회계연도 미사용전기이월자금 중 차기이월자금 예산 감소로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3,200천원을 감액함.

② 이에 따라 2019회계연도 본예산 규모는 2018회계연도 최종추경예산 

40,778,906천원에 비해 868,120천원 증가한 41,647,026천원으로 편성함.

   [2019회계연도 본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2019본예산 2018추경예산 증감(△)액

세입/세출
총예산액

41,647,026 40,778,906 868,120

o 이상의 내용에 대해 참석위원의 동의를 얻어 2019회계연도 본예산 편성

(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기로 함.

[안건2] 2018회계연도 이월금(잉여금) 처리기준(안) 심의

o 신현기 위원장은 18회계연도 등록금회계 이월금(잉여금) 처리 기준(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참석위원의 심의를 요청함.

   ① 중장기 발전 계획 관련 사업에 예산 배정

   ② 학생만족도 결과에 따른 학생 요청 관련 사업에 예산 배정

   ③ 기타 학생 직접교육비 등 교육비환원 사업에 예산 배정

o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의 이월금(잉여금) 처리 기준(안)에 동의함.

o 위원장의 폐회 선언과 주기도문으로 회의를 마침

붙임 : 1. 회의자료 1부.

      2. 위원 서명지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