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0 1 9 학 년 도  제 1 차  산 학 협 력 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문서번호 : 산학기획팀-204

1. 일    시 :  2019.04.30.(화) 11:40~13:20

2. 장    소 :  종합관 12층 코너스톤

3. 참석위원 :  [위원 8명, 감사 1명, 배석자 7명]

              - 위원장 : 산학부총장 겸 산학협력단장 오성근

              - 위  원 : 기획처장 최정주, 정보통신대학장 류기열, 산학협력부단장 김현정, 

약학과 박영준, 물리학과 이상운, 산학지원팀장 안영찬,

                          산학기획팀 과장 우용재(위원 겸 간사)

              - 감  사 : 경영학과 한봉희 

               [* 불참위원 : 의료산학협력부단장 박해심, 교무처장 권용진]

              - 배석자 : 산학재무팀 책임과장 엄일중, 재무회계팀장 장주아, 의료원 연구행정팀장 유재중,

                         LINC사업팀장 임군진, 산학재무팀 김지혜, 산학기획팀 김대호, 산학기획팀 이정선 

4. 의    안

-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1개 보고사항 및 4개의 상정의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함을

        설명하고 회의를 주재하다.

      가. 보고사항 

       - 2018학년도 산학협력단 추가예산전용 보고

      나. 심의사항  

       - 의안 제1호 2018학년도 회계연도 산학협력단 결산(안)

       - 의안 제2호 2018학년도 결산 운영차손익 처분(안)

       - 의안 제3호 반도체 공정실습실 운영기준 제정(안)

       - 의안 제4호 (주)엔포유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출자 승인(안)       

5. 보고사항

가. 2018학년도 산학협력단 추가예산전용 보고 

        - 2018학년도 산학협력단 추가예산전용에 대하여 산학지원팀장이 다음과 같이 보고하다.

     ․ 대상 : 18 추가경정예산 심의 ‧ 의결후 목간 전용 건

         ․ 근거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교육부 고시)」제13조(예산의 전용)

         ․ 내역

6. 심의사항(결의사항)

- 위원장의 주재로 회의자료에 의거 각 상정의안별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구체적 심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예산과목 예산금액(천원)
전용사유

관 항 목 전용전 전용후 증감

지원금사업비

(4200)

지원금연구비

(4210)

연구활동비(4216) 8,180,929 8,174,929 -6,000
의료원 연구과제

추진비 및 연구수당

소요 증가

연구과제추진비(4217) 2,356,807 2,362,807 +6,000

연구수당(4218) 3,253,522 3,353,522 +100,000

위탁연구개발비(4219) 1,300,000 1,200,000 -100,000

계 15,091,258 15,091,258 0



  가. 의안  제1호 2018회계연도 산학협력단 결산(안)

     1) 위원장의 발제로 산학재무팀 책임과장이 회의 자료에 의거 2018회계연도 산학협력단 결

산(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으며, 이후 심의·의결을 주문하다.

      - 재무상태표 현황

       ․ 재무상태표의 자산은 유동자산 70,915백만원, 투자자산 173백만원, 유형자산 7,525백만

원, 무형자산 2,493백만원, 기타기금 489백만원을 합한 81,595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3,606백만원 증가하였음

       ․ 부채는 유동부채 54,020백만원, 비유동부채 207백만원을 합한 54,227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2,81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본금은 27,36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788백만원 

증가함.

       ․ 자산 및 부채/기본금 주요사항을 본교와 의료원 부분으로 구분하여 항목별로 설명함.

      - 운영계산서 현황

       ․ 운영계산서의 운영수익과 운영비용은 각각 전년 대비 1,824백만원 증가한 97,267백만원

으로, 운영수익내역은 산학협력수익 28,549백만원, 지원금수익 55,169백만원, 간접비수

익 12,567백만원, 기부금수익 2백만원, 운영외수익 980백만원임.

       ․ 운영비용내역은 산학협력비 27,685백만원, 지원금사업비 52,132백만원, 간접비사업비 

3,754백만원, 일반관리비 2,810백만원, 운영외비용 198백만원이며, 그밖에 학교회계전출

금 9,900백만원, 당기운영차익 788백만원으로 구성됨.

       ․ 운영수익 및 운영비용 주요사항을 본교와 의료원 부분으로 구분하여 항목별로 설명함.

      - 현금흐름표

       ․ 현금흐름표상 현금유입액은 110,326백만원으로 운영활동유입액이 108,497백만원, 투자

활동유입액이 1,829백만원임

       ․ 현금흐름표상 현금유출액은 99,059백만원으로 운영활동유출액 94,469백만원과 투자활동

유출액 4,590백만원이며, 전기말 현금인 기초의 현금 56,649백만원에 당기 현금 증가액 

11,267백만원을 반영한 당기말 현금은 67,916백만원임.

    2) 산학협력단 감사는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 그 내용이 적정하며 중요

성의 관점에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주다.

    3) 2018회계연도 산학협력단 결산(안) 심의결과,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로 원(안)과 같이 가결

하다.

나. 의안  제2호 2018회계연도 결산 운영차익 처분(안)

    1) 의안 제1호와 연계하여 회의 자료에 의거 2018회계연도 산학협력단 결산 운영차익 처분

(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으며, 이후 심의·의결을 주문하다.

    - 결산 운영차익 10,687,519,799원중 10,399,578,268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금액으로 처리하고, 287,941,531원은 기타기금

으로 적립하고자 하며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정책적립(예산) 200,000,000원, 공용자산 사용료 수익 74,367,986원, 기술이전 기관기여

분 10,697,041원, 적립금 이자 2,876,504원

    2) 2018회계연도 산학협력단 결산 운영차익 처분(안) 심의결과,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로 원

(안)과 같이 가결하다.



다. 의안 제3호 반도체 공정실습실(종합설계동) 운영기준 제정(안)

  1) 위원장의 발제로 산학기획팀 과장이 회의 자료에 의거 반도체 공정실습실(종합설계동) 운영

기준 제정(안)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이후 심의·의결을 주문하다.

  2) 반도체 공정실습실(종합설계동) 운영기준 제정(안) 심의결과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로 아래의 

수정(안)을 가결하다.

    ․ 조 순서 변경 : 제3조 → 제4조 / 제4조 → 제5조 / 제5조 → 제3조

    ․ 문구수정(제7조) : 수익대응 지출 → 수입대응 지출

    ․ 운영위원회 직무 조정(제9조) : 실습실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에 관한 사항 → 실습실 기자재 구입에 관한 사항

라. 의안 제4호 (주)엔포유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출자 승인(안)

  1) 위원장의 발제로 LINC사업팀장이 (주)엔포유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출자 승인(안)에 대한 제

안사유 및 필요성 등에 설명하였으며 이후 심의·의결을 주문하다.

     - 연합형 지주회사인 특성상 자회사 수익에 대한 지분배분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 의견이 제

시되었고, 이에 위원장이 현재 엔포유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 출자한 자회사의 수

익은 그 대학의 수익으로 배분 하는 것에 대한 동의는 되어 있는 상황이나, 향후 이를 사

규집이나 규정으로 명확히 정비할 계획임을 설명하다.

  2) (주)엔포유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출자 승인(안) 심의결과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로 BRIGDE+ 

사업기간동안 매년 현금 5천만원을 출자하기로 일괄 가결하다.

제정(안) 수정(안)

제3조(운영관리) 실습실 관리교수(정, 부)를 두며, 관
리교수(정)는 전임교원 이상으로 하여 전자공학과 
학과장이 선임한다.

제4조(운영관리) 실습실 관리교수(정, 부)를 두며, 관
리교수(정)는 전임교원 이상으로 하여 전자공학과 
학과장이 선임한다.

제4조(관리교수의 임무) 실습실 관리교수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1. 실습실 운영 및 관리계획 수립 
  2. 실습실 기자재 및 소모품 유지관리
  3. 실습실 보완 및 확충계획 수립 및 구매요청
  4. 기타 실습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관리교수의 임무) 실습실 관리교수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1. 실습실 운영 및 관리계획 수립 
  2. 실습실 기자재 및 소모품 유지관리
  3. 실습실 보완 및 확충계획 수립 및 구매요청
  4. 기타 실습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전담부서) 실습실 운영전담부서는 산학협
력단 기업지원센터가 하며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조(2항 제외)의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
  2. 실습실 운영 제반 행정지원 및 예산회계 관리
  3. 실습실 보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제3조(운영전담부서) 실습실 운영전담부서는 산학협
력단 기업지원센터가 하며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조(2항 제외)의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
  2. 실습실 운영 제반 행정지원 및 예산회계 관리
  3. 실습실 보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제7조(예산회계) 
 1. 실습실 운영 수입은 제2조의 교육수입금으로 하며, 
지출은 교육운영비, 기자재 유지관리비, 기자재 확충
비 등으로 구분하여 실습실 운영 및 유지관리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2. 실습실 운영에 따른 회계는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하
며, 수익대응 지출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예산회계) 
 1. 실습실 운영 수입은 제2조의 교육수입금으로 하며, 
지출은 교육운영비, 기자재 유지관리비, 기자재 확충
비 등으로 구분하여 실습실 운영 및 유지관리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2. 실습실 운영에 따른 회계는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하
며, 수입대응 지출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관장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회
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실습실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실습실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에 관한 사항
   3. 예․결산 및 운영계획 평가
   4. 기타 실습실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9조(운영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관장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회
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실습실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실습실 기자재 구입에 관한 사항
   3. 예․결산 및 운영계획 평가
   4. 기타 실습실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7. 기타사항(논의사항)

[붙임] 1. 산학협력단 2019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1부.

       2. 산학협력단 2018 회계연도 결산(안). 끝.

2019. 05. 03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산학부총장 겸 산학협력단장 오성근  (서명) 오성근

기획처장 최정주  (서명) 최정주

정보통신대학장 류기열  (서명) 류기열

산학협력단 부단장 김현정  (서명) 김현정

약학과 박영준  (서명) 박영준

물리학과 이상운  (서명) 이상운

산학지원팀장 안영찬  (서명) 안영찬

산학기획팀 실무책임자 우용재  (서명) 우용재

산학기획팀 김대호  (서명) 김대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