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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학년도 추경예산(안) 심의
상 정안 건

2. 2017학년도 본예산(안) 심의
3. 산학협력단 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
4. 학교기업 설립 운영 계획(안) 심의
1. 서경환 산학협력단장 개회를 선언하다.
2. 전차회의록 낭독하다.
3. 상정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하여 의결하다.
가. 2016학년도 추경예산(안) 심의
① 산학협력단 이형렬간사 2016학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② 산학협력단 2016학년도 추경예산(안)이 2016학년도 본예산에 대비하여 현금유입액은
1,775,665천원이 증가, 현금유출액은 1,559,24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산학협력
및 정부지원금 사업 수주금액의 증가로 발생하였음 설명하다.
③ 이형렬간사 위원들에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사항을 요청하다.
④ 추가질의 사항이 없어 서경환위원장 ‘2016학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동의를
구하다.
⑤ 윤종수위원 동의하다.
⑥ 최호천위원 제청하다.
⑦ 서경환위원장 동의와 제청으로 ‘2016학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다.

회의 내용
및
결의사항

나. 2017학년도 본예산(안) 심의
① 이형렬간사 산학협력단 2017학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② 산학협력단 2017학년도 본예산(안)이 2016학년도 추경예산 대비 현금유입액은 93,826천원
증가하였으며, 현금유출액은 248,160천원이 증가하였음을 보고하다.
③ 증가사유로는 전년도 선수수익분과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HRD사업)’ 선정 등으로 인하여
산학협력 및 지원금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을 설명하다.
④ 이형렬간사 위원들에게 본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사항을 요청하다.
⑤ 추가질의 사항이 없어 서경환 위원장 ‘2017학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동의를 구
하다.
⑥ 양형규위원 동의하다.
⑦ 임헌규위원 제청하다.
⑧ 서경환위원장 동의와 제청으로 ‘2017학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 산학협력단 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
① 서경환위원장 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형렬간사에게 설명을 요청
하다.
② 이형렬간사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설명하다.
③ 서경환위원장 위원들에게 질의사항을 요청하다.
④ 위원들 질의사항이 없어 서경환 위원장 ‘산학협력단 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 규정 개정(안)’

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다.
⑤ 박근호위원 동의하다.
⑥ 윤종수위원 제청하다.
⑦ 서경환위원장 동의와 제청으로 ‘산학협력단 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 규정 개정(안)’에 대하
여 원안대로 의결하다.
라. 산학협력단 학교기업 설립 운영계획(안) 심의
① 서경환위원장 ‘학교기업 설립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이형렬간사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② 이형렬간사 ‘학교기업 설립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설명하다.
③ 서경환위원장 위원들의 의견을 묻다.
④ 기타 의견이 없어 ‘학교기업 설립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에 대하여 동의
를 구하다.
⑤ 최호천위원 동의하다.
⑥ 임헌규위원 제청하다.
⑦ 서경환위원장 동의와 제청으로 ‘학교기업 설립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다.
마. 산학협력단 연구비 종합관리 시스템 개편(안) 심의
① 윤종수위원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산학협력단 연구비 종합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현행 시스
템을 사용자편의에 맞춰 개선할 것을 요구하여 이를 사업비에 반영하여 줄 신규 안건으로 제
안하다.
② 서경환위원장 윤종수위원 추가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묻다.
③ 양형규위원 현행 연구비 관리 시스템이 노후되어 재편해야 한다고 말하다.
④ 윤종수위원 타 대학 사례조사 등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면 연구비 수주액이 증가할 것임에 따라 반영되어야 한다고 추가 보충 설명
하다.
⑤ 이형렬간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은 ‘2017학년도 본예산(안)’에 일부 반영하였으나 추가
로 ‘예비비’형태의 예산에서 추가하여 ‘2017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심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말하다.
⑥ 서경환위원장 윤종수위원이 제안한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리 시스템 개편 구축(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동의를 구하다.
⑦ 박근호위원 동의하다.
⑧ 양형규위원 제청하다.
⑨ 서경환위원장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리 시스템 개편 구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 연구지원팀
에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시하다.
4. 위원장 기타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안건 심의를 종료하고 폐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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