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   의   록

회 의 명 2019학년도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일    시 2019.12.09.(월) 12:00 ~ 12:40

장    소 본관 8층 대회의실

참 석 자

o 위원장 : 신현기(기획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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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석(교수협의회장), 황병삼(노동조합지부장), 김효건(공인회계사)

불 참 자 o 위원 : 최진수(한국능률협회)

안    건 2019회계연도 교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

토의내용

요지 및 

합의사항

□ 신현기 위원장의 개회선언과 유경윤 위원의 기도로 회의를 시작함.

[안건1] 2019회계연도 교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

o 본 안건 심의을 위하여 신현기 위원장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설명함.

① 2019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예산 편성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정
함.

 
 수입부문 주요 증감내역(본예산 대비)
 - 등록금 및 단기수강료 수입의 감소로 등록금수입 258,529천원을 감액함.
 - 교육부, 기타국고지원금, 지방자치단체 수입 감소로 전입 및기부금수입 

253,300천원을 감액함.
 - 기타 교육부대수입 등의 증가로 교육부대수입 9,984천원을 증액함.
 - 잡수입 등의 증가로 교육외수입 24,733천원을 증액함.
 - 임의특정목적기금 반납으로 투자기타자산수입 30,000천원을 감액함.
 - 임대보증금수입으로 고정부채입금 8,000천원을 증액함.
 - 미사용전기이월자금 증가로 305,890천원을 증액함.  

다음장에 계속



토의내용

요지 및 

합의사항

앞장에서 이어짐.

 지출부문 주요 증감내역(본예산 대비)
 -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으로 보수 179,681천원을 

증액함. 특히, 단체협약 체결로 인한 직원급여 예산 479,429천원을 
배정함(이는 예상 금액으로 최종 임금협약에 따른 실집행금액과 다를 수 
있음).

 -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따른 교육환경개선 등으로 관리운영비 
1,309,522천원을 증액함.

 -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따른 실험실습비 등으로 연구학생경비 
74,568천원을 증액함.

 - 잡손실 대응을 위한 교육외비용을 예비비로 전환하여 17,950천원을 
감액함.

 -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 배정 등을 완료하여 예비비 2,323,463천원을 
감액함.

 -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따른 기계기구매입비 증가 등으로 고정자산매입지출 
573,420천원을 증액함.

 - 임대보증금수입에 따른 미사용차기이월자금 8,000천원을 증액함.

② 이에 따라 2019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은 아래와 같이 편성함.
   [2019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2019추경예산 2019본예산 증감(△)액

세입/세출
총예산액

41,453,804 41,647,026 △193,222

o 김신용 기획팀장과 예산 담당 이주명 팀원이 “2019회계연도 추가경정예
산 교비회계 자금계산서”의 예산 과목별 주요 변동 내용을 설명함.

o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예산 과목별 변동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응답함.
o 이상의 내용에 대해 참석위원의 동의를 얻어 2019회계연도 추가경정예

산 편성(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기로 함.
o 위원장의 폐회 선언과 주기도문으로 회의를 마침.

붙임 : 1. 회의자료 1부.
      2. 위원 서명지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