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요약
일 시

2018년 4월 24일(화요일), 14:00 ~ 15:00

장 소

미래관 906호 세미나실

참석인원
불 참 자

- 산학협력부단장, 교무처장(전인한), 행정처장(하철승), 기획처장(남진),
장금주 교수, 조명환 교수, 임동균 교수, 이종환 교수, 김민호 교수
- 산학협력단장, 천영진 교수, 석중현 교수

○ 회의안건
1. 2017회계연도 산학협력단 결산
2. 2017회계연도 학교기업 결산
○ 회의내용
- 산학협력부단장
· 2017회계연도 수입은 한국어학당 및 개도국 석사학위과정이 대학회계로 전환되어 전년
대비 26억 감소하였음을 설명함
· 2017회계연도 지출은 투자자산 지출(장기금융상품, 기술지주회사 출자금)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16억 증가하였음을 설명함
- 산학협력부단장 : 2017년 산학협력단 운영성과 현황을 보시면 2017년 수익이 450억, 비용이
430억 정도 되어 당기운영차익이 20억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접비
수익은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등 다 소진하고 남으면 적립을 하게되는데,
올해 적립할 수 있는 간접비 수익은 5억 정도입니다.
- 장금주 교수 : 감사 보수는 얼마인가요?
- 양수정 담당 : 감사 보수는 약 700만원입니다.
- 장금주 교수 : 왜 여쭤보냐면 운영계산서에 주석이 달려서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 매치가 안되요.
몇 개 보고싶은 내용이 있는데 주석하고 매치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 양수정 담당 : 주석사항과 뒤에 있는 주석번호와 매치가 안되는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 회계
법인에 확인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금주 교수 : 예전에 제가 직접 산학협력단 감사를 했었어요. 예를들어 이자수익이 산단의
경우 예금잔액 보통예금이 굉장히 많아요. 시중은행에서는 보통예금의 0.1%
밖에 안주는데 우리학교의 경우 평잔 개념으로 하면 사설 더 금리를 높여도
무방하다 해서 이상범 총장님 계실 때 금리를 더 높여서 받고 그랬어요. 지

금은 어떤가 보려고 했는데, 계속 안맞아서요
- 양수정 담당 : 아마 외부감사보고서는 수정이 될 것 같구요. 보통예금 이자는 1억 발생했
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평잔이 180억 정도였고, 이자율은 평균 계산하면
0.5%정도입니다.
- 산학협력부단장 : 저희가 우리은행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장금주 교수 : 왜 주석을 보게 되었는지 동기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 양수정 담당 : 감사보고서는 최종 수정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학협력부단장 : 다음 안건은 학교기업 결산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각 학교기업 담당 교수팀께 질문해 주시면 될거같습니다.
- 산학협력부단장 : 학교기업 더고구마의 매출이 전년 대비 2017년 100%가 되었습니다. 2배가
늘었고 당기순손실은 작년엔 6천6백만원정도였는데 올해는 4천만원으로 줄었
습니다. 더고구마 운영성과에 보시면 재고자산 4천만원 당해연도 비용처리를
하였는데 2016년 감사의견에서 재고자산(고구마)을 장기보관시 상품성이 떨
어진다는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서 재고손실로 처리하는게 좋겠다라고 판단
되어 당해연도 비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면 당기순손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산학협력부단장 : 2017년에 말랭이 판매가 많이 늘어서 매출이 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선형
교수님이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전망이 더욱더 밝아 내년엔
100%로 더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산학협력부단장 : 다음으로 시공간 분석 연구소입니다. 2017년 10월에 설치되었고, 산학협력단
출연금이 1천2백만원으로 미미한 출연을 했습니다. 설치된지 얼마 안되
었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비용만 조금 발생하
였습니다.
- 장금주 교수 : 더고구마가 혹시 몇기인지 궁금합니다.
- 김선형 교수(더고구마) : 2012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6기에 해당됩니다. 더고구마가 올해
지나고 내년부터는 이익을 발생할 것 같습니다. 학교에 손해를
많이 끼쳤는데 환원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교육부
사업에서도 우리 학교기업이 최우수 학교기업이 되었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 산학협력단부단장 : 오늘 2017회계연도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결산은 위원님들께서 의결
해주시는 걸로 알고 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