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학년도 제1차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서번호 : 산학기획팀-217

1. 일    시 :  2020.04.27(월) 13:00~14:00

2. 장    소 :  연암관 1101호 회의실

3. 참석위원 :  [위원 8명, 감사 1명, 배석자 7명]

             - 위원장 : 산학부총장 겸 산학협력단장 임재성

             - 위  원 : 기획처장 심규철, 의료산학협력부단장 김철호, 정보통신대학장 

김상인, 약학과 윤태종, 물리학과 박지용, 산학지원팀장 안영찬, 

산학기획팀 과장 우용재(위원 겸 간사)

             - 감   사 : 경영학과 김상일

              [불참위원 : 연구정보처장 주일로, 공과대학장 이규인]

             - 배석자 : 산학재무팀장 엄일중, 기술사업화팀장 최진구, 의료원 연구행정팀장  

               유재중, 의료원 연구행정팀 곽우실, 산학재무팀 김지혜, 구매관재팀 김수영,  

               산학기획팀 김도연

4. 의    안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회의자료에 의거하여 5개건의 상정의안에 대한 심의 및 

2개건의 보고를 진행함을 설명하고 회의를 주재하다.

5. 보고사항

가. 2019학년도 산학협력단 추가예산전용 보고 

       - 산학지원팀장이 2019학년도 산학협력단 추가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하다. 

       - 세부 내역

         

예산과목 예산금액(천원)
전용사유

관 항 목 전용전 전용후 증감

지원금

사업비

(4200)

지원금

연구비

(4210)

연구장비재료비(4215) 16,533,680 16,423,680 -110,000의료원 위탁연구

개발비 소요 

증가

위탁연구개발비(4219) 770,000 880,000 +110,000

계 17,303,680 17,303,680 0

   

      나. 2020회계연도 산학협력단 적립금 사용계획 보고

       - 산학재무팀에서 2020회계연도 산학협력단 적립금 사용계획을 보고하다.

       - 세부 내역

         

적립금 사용계획 사용(출자)방법 사용액(원) 비고

대학창업펀드 GP참여 엔포유기술지주회사 증자(지분추가) 1.5억 3년간 분할

대학창업펀드 LP참여 투자조합 출자 2.0억 3년간 분할

아주(단독)지주회사 설립 출자금(자본금) 1.0억    

합계 4.5억    

6. 심의사항(결의사항)

- 위원장의 주재로 회의자료에 의거 각 상정의안별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구체적 심



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가. 의안 제 1호 2019회계연도 산학협력단 결산(안)

1) 위원장의 발제로 산학재무팀 책임과장이 회의 자료에 의거 2019회계연도 산학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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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무상태표 현황

․ 재무상태표의 자산은 유동자산 54,733백만원, 투자자산 2,517백만원, 유형자산 

9,159백만원, 무형자산 2,677백만원, 기타기금 777백만원을 합한 69,863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732백만원 감소하였음

․ 부채는 유동부채 39,364백만원, 비유동부채 289백만원을 합한 39,653백만원으

로 전년 대비 14,574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기본금은 30,210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842백만원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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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함

  - 운영계산서 현황

․ 운영계산서의 운영수익과 운영비용은 각각 전년 대비 2,665백만원 증가한 

99,932백만원으로, 운영수익내역은 산학협력수익 27,084백만원, 지원금수익 

58,914백만원, 간접비 수익 12,842백만원, 기부금수익 43백만원, 운영외수익 

1,049백만원임

․ 운영비용내역은 산학협력비 25,570백만원, 지원금사업비 54,872백만원, 간접비

사업비 4,834백만원, 일반관리비 3,335백만원, 운영외비용 79백만원이며, 그밖

에 학교회계전출금 8,400백만원, 당기운영차익 2,842백만원으로 구성됨

․ 운영수익 및 운영비용 주요사항을 본교와 의료원 부분으로 구분하여 항목별로 

설명함.

  - 현금흐름표

․ 현금흐름표상 현금유입액은 88,103백만원으로 운영활동유입액이 86,716백만원, 

투자활동유입액이 1,387백만원임

․ 현금흐름표상 현금유출액은 104,081백만원으로 운영활동유출액 96,274백만원과 

투자활동유출액 7,807백만원이며, 전기말 현금인 기초의 현금 67,916백만원에 

당기 현금 감소액 15,978백만원을 반영한 당기말 현금은 51,938백만원임

2) 산학협력단 감사는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 그 내용이 적

정하며 중요성의 관점에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주다.

3) 2019회계연도 산학협력단 결산(안) 심의결과,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

(안)과 같이 가결함.

   

       나. 의안 제 2호 2019회계연도 결산 운영차익 처분(안)

1) 의안 제1호와 연계하여 회의 자료에 의거 2019회계연도 산학협력단 결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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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산 운영차익 11,241,837,779원중 10,980,006,420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

로 설정하여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금액으로 처리하고, 

261,831,359원은 기타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며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정책적립(예산) 200,000,000원, 공용자산 사용료 수익 47,876,127원, 적립금 

이자13,955,232원

2) 2019회계연도 산학협력단 결산 운영차익 처분(안) 심의결과,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함

   

        다. 의안 제 3호: 산학협력단 고정자산(연구용 차량) 불용처분(안)

- 구매관재팀에서 산학협력단 고정자산(연구용 차량) 불용처분(안)의 제안사유와 

근거 등을 설명함

- 위원장이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고정자산(연구용 차량) 불용처분(안)에 대한 의

결을 주문하고,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함

- 심의의결 주문내용 붙임 회의자료 참조

   

        라. 의안 제 4호: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업무분장규칙 개정(안)

- 산학기획팀에서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업무분장규칙 개정의 사유와 근거 등을 

설명함

- 위원장이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업무분장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주문하

고,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함

- 심의의결 주문내용 붙임 회의자료 참조

        마. 의안 제 5호: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위임전결규칙 개정(안)

- 산학기획팀에서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위임전결규칙 개정의 사유와 근거 등을 

설명함

- 위원장이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위임전결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주문하

고,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함

- 심의의결 주문내용 붙임 회의자료 참조

7. 기타사항(논의사항)

없음.

2020. 04. 27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산학부총장 임재성 (서명) 임재성

기획처장 심규철 (서명) 심규철

의료원 첨단의학연구원장 김철호 (서명)

정보통신대학장 김상인 (서명) 김상인

에너지시스템학과 박지용 (서명) 박지용

약학과 윤태종 (서명)

경영학과 김상일 (서명) 김상일

산학지원팀장 안영찬 (서명) 안영찬

산학기획팀 실무책임자 우용재 (서명) 우용재

산학기획팀 김도연 (서명) 김도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