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2018회계연도 교비회계 3차 추가경정예산(안) 자문

정연태 의장 : 2018회계연도 교비회계 3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처장에게 설명하
라고하다.

기획처장 : 2018회계연도 교비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겠다고 하며/ 세입·세출 중 수
입 예산의 경우 당초 예산에서 둥록금수입과 전입및기부금 수입 둥이 증가하였다고 하다. 둥

록금 수입의 경우 복학생 증가 및 휴학생 감소 둥의 사유로 수입이 증가하였고 단기수강료
의 경우 어학센터 어학연수생들이 감소하여 수입이 감소하였다고 하다. 지출예산의 경우 당

초 예산보다 보수/ 교육외 비용 및 투자와기타자산지출 둥이 감소하였다고 하다. 대학 수입
및 지출 총액은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82，624천원이 중가한 40，673，912천원이며 주요 추경예
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설명하겠다고 하다.

정연태 의장 : 2018회계연도 교비회계 3차 추경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라고 하다.
강봉근 의원 :3차 추경 예산에 진리관 및 체육관 화장실 리모델링 비용 450，000천원이
배정되었는데 예산이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지 질의하다.
기획처장 : 체육판 1 충 화장실과 진리관 내에 화장실 전부를 리모텔링을 실시할 계획

이며 시설관리팀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책정한 예산이어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답하다.

특히 화장실 개선에 대한 사항은 학생들이 꾸준히 요구하는 사항이어서 가능한 이번 겨울
방학 내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다.

정연태 의장 : 이번 3차 추경 예산을 살펴보니 비둥록금 예산을 둥록금 예산으로 변경
한 사항이 많은데 그 이유를 질의하다.

기획처장 : 금년도 2학기에 입학 예정된 베트남 어학연수생들이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입학이 취소되어 단기수강료 수입 둥이 감소하였고 그에 상응하여 편성된 비둥록금 지출

예산이 부족하여 부족한 비둥록금 예산을 둥록금 예산으로 대체하여

예산 편성하였다고

설명하다.
송상훈 의원 : 단기수강료를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 관련 수입이 2차 추경대비 급격하
게 감소하였는데 기획처에서 대학 예산 편성

및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어지며 대학재정

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도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다.

최정훈 의원 : 외국인 유학생 감소로 인하여

단기수강료 둥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유학생 관련 지출 예산 및 외국인기숙사 관리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 제시하다.

!

서명 낌 쩌썩 l 쏘

/t
a j「

j

、

- 2 -

| 긴 6%ε |

기획처장 : 국제교육원과 긴밀히

협의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을 가급적 계획한 대로 유

치하고 중도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유학생 관련 예산이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편성

및 관리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다. 다만y 이번에 발생한 입학이

예정되어졌던 외국인 어학연수생

입학취소와 같이 해외유학생 유치의 경우 국제교육원의

노력과 준비에도 불구하고 현지 사정상 불가피하게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
다고 추가 설명하다.

이상진 의원 : 재무팀 추경예산의 경우 교직원 보수 둥을 포함하여 본예산 대비 추경금
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며 향후에는 모든 부서에서 회계연도 중간에
불필요한 추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정확한 본예산 수립을 요청하다.
기획처장 : 이상진 의원 의견에 동의하며

예산편성지침에 반영하여 차년부터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다.
정연태 의장 : 2018회계연도 교비회계 3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라고 하다.

전 의원 : 더 이상 의견 없다고 하다.
정연태 의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2018회계연도 교비회계 3차 추경 예산

(안) 자문을 마치겠다고 하고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회의 종료를 선포하다.

송상훈r鍵혈

의

장

정연태

rμ건k꺼 ?ν|

부의장

의

끽
。크이

강 봉 근

/C 인 1 I. fk);/

의

τ
。이크

박 미 정 캉빼썼

의

τ。~

이 상 진

의

τ。~

최정훈

輪창

의

원

여동진

의

원

장혜성

z縣M

이양1'7; 1 ι/

@양l졌 ‘tL

q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