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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록

1. 회 의 명 :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2. 일    시 : 2019. 4. 29(월) 12:45~13:45

3. 장    소 : 산학협력관 106호 회의실 

4. 의    안

가. 2018회계연도 결산 심의

나. 교원창업 신청에 대한 심의

다. 2019회계연도 상반기 운영차익 대학회계 전출 논의

라. 기타

5. 토의 내용

2018회계연도 결산 및 교원창업 신청에 대한 심의, 2019호계연도 상반기 운영차익 대학회

계 전출 등에 대하여 토의함.

6. 합의사항 

위원장의 기도로 회의를 시작함.

가. 원동수 재무관리팀장이 각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보고를 함. 2018회

계연도말 기준 운영수익은 12,67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486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자산총

계는 7,475백만원, 부채총계는 4,094백만원, 기본금은 3,381백만원임을 설명함. 참석위원

들이 질의하고 원동수 재무관리팀장이 상세히 답변함. 위원장이 원안대로 결산 심의 통과를 

건의하고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심의를 통과시킴.

나. 교원창업 : ㈜바이오유셀(생명과학부 이정민 교수)의 교수 면담을 통해 창업 심의를 논

의함. 기 법인 등록 사유에 대하여 위원장이 질문함에 이정민 교수가 2019년 3월20일부 신

임교원으로 법인등기 후 교원창업 신청하는 것으로 인지하여 절차에 오류가 있었음을 설명

하고 이에 위원들이 차후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을 설명함. 참석위원 6명의 심의표 

합산 결과를 통하여 총점 540점, 평균 90점으로 심의 통과를 결정함.

다. 2019회계연도 산학협력단 간접비 중 193백만원을 교비회계로 전출하기로 의결함.

7. 참석현황(대상자 총 6명, 참석자 6명, 불참자 0명)/ 참석인원 : 11명

담  당 팀  장 단  장

◈ 참석자 명단(직위, 성명) ◈ 불참자 명단(직위,성명)

- (위원장) 산학협력단장      이 재 영

- (위원)   전산전자공학부    김 영 식

- (위원)   기계제어공학부    김 재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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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 이정민(생명과학부), 박성호(산학협력팀장), 원동수(재무관리팀장), 

          전은영(재무관리팀)

8. 작성자

- 소 속 : 산학협력팀           직 위 : 과장        성 명: 이미형

- (위원)   ICT창업학부       김 학 주

- (위원)   경영경제학부      안 진 원

- (위원)   ICT창업학부       신 성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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