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2018 산학협력단 추경예산(안) 심의 등]

한 양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회의록

1. 일시 : 2018년 12월 12일(화), 11:00~12:00
2. 장소 : 한양종합기술연구원 308호
3. 참석위원
구 분

인 원

성 명

참석 위원

10명

불참 위원

2명

송호영, 산학협력단장(공석)

간사

1명

김남훈

최덕균, 정현철, 최일용, 이수재, 이상욱, 임태호, 서종원,
박성욱, 정회일, 조태홍

4. 안건
가. 2018 산학협력단 추경예산(안) 심의
나. 기술이전기금 관리 내규 제정안

- 회 의 진 행 사 항 -

1) 성원 보고 및 개회 선언
개회시간이 되어 김남훈 간사가 참석인원을 보고하자, 최덕균 위원장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하다.

2) 안건심의 및 의결
최덕균 위원장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2가지 안건을 상정하고, 순서를 바꿔 두
번째 안건부터 심의를 진행하다.

두 번째 안건인 ‘기술이전기금 관리 내규 제정안’은 산학협력팀 장기술 팀장이
설명하였으며, 한국형 갭펀드 조성지원사업의 전제조건으로, 지식재산권관리규정을
근거로 내규를 제정하게 됨을 성명하다.
주요사항으로는 기술이전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운영에 관하여 결산 운
영위원회에 보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내규 제정으로 기금관리가 체계적
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고하다.

최덕균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결여부를 묻자 참석위원 전원이 찬성하여 의결하다.

간사는 본 회의의 첫 번째 안건인 “2018 산학협력단 추경예산(안) 심의”가 산학
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6조에 근거한 것임을 언급한 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다.
먼저 추경예산(안) 수입·지출 요약 설명을 한 뒤 계속하여 본예산 대비 수입·지
출 총괄표를 보면서 구체적인 항목별 증감 현황을 보고하였으며, 추경예산 편성 주
요사항에 대하여 언급하다.
산학협력단 2018년 추경예산의 수입과 지출은 2,665억으로 편성하였고, 이는 본예
산 대비 140억 증액 편성한 것이며, 증액 사유로는 연구비 및 기초자금이 증가하였
음을 설명하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대학 연구비가 최근 3년 평균 대비 6% 상승하였으며 이는 국
가R&D사업비 증가율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을 언급하다. 지출은 기술
지주회사 현금출자(TIPS) 30억과 연구자 인센티브 17억 증가 등으로 인해 간접비사
업비가 본예산 대비 51억 증가하였음을 설명하다.

(단위 : 천원)
수 입
항목
산학협력수익

지 출

2018 예산

2018 추경

26,927,000

27,802,550

지원금수익

125,048,158

129,462,776

간접비수익

25,390,197

28,439,182

80,000

130,000

931,000

1,131,000

0

0

전입및기부금수익
운영외수익
투자자산인출

항목
산학협력비

2018 예산

2018 추경

25,127,000

26,202,050

지원금사업비

121,848,158

126,262,776

간접비사업비

19,359,948

24,654,975

5,001,910

4,758,895

780,000

630,500

유형자산취득지출

4,465,000

4,450,000

무형자산지출취득

3,000,000

3,000,000

일반관리비
학교회계전출금
투자자산지출

(기초자금 및 기말자금 미포함)

간접비 예산은 수입 293억, 지출 322억 편성하여 –29억 적자 편성하였음을 언급
하고, 수지차액의 주요 원인이 기술지주회사 TIPS 30억 일시 현금출자로 인한 것임
을 언급하다. 주요 간접비 지원사업으로 인센티브 지원사업, 연구인프라 구축 관련

지원사업, 공동연구팀 지원사업, 박사후 연구원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
고, Young Faculty 공동연구팀 지원사업은 앞으로 정책적으로 지원을 늘려갈 계획
임을 언급하다.

정현철 위원은 학교회계전출금이 본예산 50억에서 추경 48억으로 -2억 감소한 것
에 대한 답변 요구와 함께 연구자의 인프라구축 확대를 위해 전자저널 지원비용을
늘려줄 것을 요청하다. 이상욱 위원은 전자저널 지원 확대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이
수재 위원은 산학협력단 내부적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하다.

3) 폐회
최덕균 위원장은 오늘의 심의 안건이 원만하게 의결되었음을 확인하고, 12시에
폐회를 선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