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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예산은 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각 사업이 적시·적기에 집행되도록 관리체제를 강화한다.

이전, 현장실험실습, 교육과정개선을 기본으로 기업 필요인력 배출, 취업률 향상, 학교기업 수익창출 등을

통한 교육의 내실화 및 대학 경쟁력 제고를 강화하는데 있다.

매장 운영의 정상화 및 브랜드화 추진 사업, 교육사업을 통하여 학교기업의 수익을 극대화하고 중장기 발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예산의 산출근거 단위는 원으로 한다.

Ⅰ. 2019 회계연도 추경예산총칙

2018 회계연도 선문대학교 학교기업 추경예산 총액은 수입·지출 각각 1,713,973,990원으로 하며, 추가로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등 보조목적이 정해진 보조금 및 사업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보아 보조 목적대로 수입·지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다.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은 대학, 산업체, 연구소, 정부·지자체 등과 연계한 산학협력을 바탕으로 기술개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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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9 회계연도 추가경정 예산서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학교기업 (선문코나킹)

[2019. 3. 1. ~ 2020.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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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관 항

1,043,460,000 1,021,840,000 21,620,000

1.매출액 1,034,000,000 1,014,000,000 20,000,000

  제품매출 1,034,000,000 1,014,000,000 20,000,000

학교기업 본관점 : 45,000,000*12개월
학교기업 기숙사점 : 13,000,000*10개월
학교기업 인문대점 : 12,500,000*8개월
학교기업 천안캠퍼스점 : 9,000,000*12개월
학교기업 학생회관점 : 13,000,000*12개월

2.영업외수익 9,460,000 7,840,000 1,620,000

  이자수익 9,360,000 7,740,000 1,620,000
학교기업 정기예금 이자수익
학교기업 보통예금이자: 3개 계좌 90,000원*4분기

  전기오류수정이익

  잡이익 100,000 100,000 0 학교기업 지정검정장 운영 수익: 1회 50,000*연 2회

  기타운영외수익 0

Ⅱ.자산변동수입

1.고정자산매각수입

  건물매각대

  구축물매각대

  기계장치매각대

  비품매각대

  차량운반구매각대

986,698,000 843,161,009 143,536,991

1.재료매입 370,000,000 355,000,000 15,000,000

  당기원재료매입액 370,000,000 355,000,000 15,000,000

학교기업 본관점 재료비: (20,000,000*8개월)+(9,000,000*4개월)
학교기업 기숙사점 재료비: (6,500,000*8개월)+(2,000,000*2개월)
학교기업 인문대점 재료비: 4,000,000*8개월
학교기업 천안캠퍼스 재료비: 4,000,000*12개월
학교기업 학생회관점 재료비: (4,000,000*8개월)+(1,500,000*4개월)

2.인건비지출액 259,540,000 265,049,010 -5,509,010

  임금 140,000,000 135,324,000 4,676,000

학교기업 전담인력 임금
학교기업 바리스타(매니저) 임금
학교기업 바리스타(일반) 임금
학교기업 베이커리(제빵사) 임금

  잡급 114,000,000 98,354,000 15,646,000

학교기업 본관점 파트타이머 급여: 3,500,000*8개월+1,000,000*4개월
학교기업 기숙사점 파트타이머 급여: 2,500,000*10개월
학교기업 인문대점 파트타이머 급여: 2,500,000*8개월
학교기업 천안캠퍼스점 파트타이머 급여: 2,500,000*12개월
학교기업 학생회관점 파트타이머 급여: 700,000*10개월

  퇴직급여지급액 5,540,000 31,371,010 -25,831,010
학교기업 바리스타(매니저) 퇴직급여 지급
학교기업 바리스타(일반) 퇴직급여 지급
학교기업 베이커리(제빵사) 퇴직급여 지급

추가경정 현금예산서

당기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과      목
2019

추경예산액
2018

추경예산액
증감 산출근거

목

Ⅰ.손익계정수입

Ⅲ.손익계정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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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과      목
2019

추경예산액
2018

추경예산액
증감 산출근거

목

3.제조경비지출액 52,260,000 36,068,000 16,192,000

  전력비 13,260,000 11,608,000 1,652,000

학교기업 본관점: 2,500Kwh*130*12개월
학교기업 기숙사점: 2,000Kwh*130*12개월
학교기업 인문대점: 1,500Kwh*130*8개월
학교기업 천안캠퍼스점: 2,000Kwh*130*12개월
학교기업 학생회관점: 1,200Kwh*130*10개월

  수선비 15,000,000 4,720,000 10,280,000
학교기업 커피머신 외 기계장치 유지보수비
학교기업 인문대점 출입문 수리

  소모품비 24,000,000 19,740,000 4,260,000

학교기업 본관점: 800,000*12개월
학교기업 기숙사점: 300,000*10개월
학교기업 인문대점: 400,000*8개월
학교기업 천안캠퍼스점: 300,000*12개월
학교기업 학생회관점: 300,000*12개월
학교기업 기타 소모품 구입비용: 200,000*5회

4.판매비와관리비 88,024,000 76,473,999 11,550,001

  복리후생비 26,100,000 21,100,000 5,000,000

4대보험 법정부담금
학교기업 전담인력: 230,000*12개월*1명
학교기업 바리스타(매니저): 220,000*12개월*1명
학교기업 바리스타(일반): 176,000*12개월*1명
학교기업 바리스타(일반): 170,000*12개월*1명
학교기업 바리스타(일반): 170,000*12개월*1명
학교기업 바리스타(일반): 170,000*4개월*5명
학교기업 베이커리(제과제빵사): 250,000*5개월*1명
학교기업 피복비(동복&하복)
학교기업 업무추진비:100,000*10회
학교기업 직원 명절선물 외

  여비교통비 1,000,000 100,000 900,000 학교기업 직원 국내외여비: 100,000*10회

  세금과공과금 2,580,000 2,580,000 0
학교기업 코나킹 연간 환경개선부담금(차량 외)
학교기업 코나킹 연간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및 자동차세
학교기업 코나킹 등록면허세(본관점, 기숙사점, 인문관점)

  지급임차료 25,200,000 24,000,000 1,200,000 학교기업 코나킹 임차비용

  보험료 820,000 820,000 0
학교기업 코나킹 행사용차량 연간 자동차보험료
학교기업 코나킹 2호점 재난배상책임보험 보험료 납부

  차량유지비 300,000 200,000 100,000 학교기업 코나킹 행사용차량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비용

  교육훈련비 1,055,000 55,000 1,000,000
학교기업 코나킹 인문대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교육비: 15,000*1회
학교기업 코나킹 1,2호점 휴게음식업 위생교육비: 20,000*2회
학교기업 직무교육 등 교육비용

  도서인쇄비 2,800,000 2,549,999 250,001
학교기업 예결산 제본 외 도서인쇄비
학교기업 코나킹 메뉴얼북 제본 대금 지급

  지급수수료 26,169,000 25,069,000 1,100,000

학교기업 카드결제 수수료: 850,000,000(카드매출액)*2.05%
학교기업 수도관련 필터관리: 185,000*12개월
학교기업 해충방제서비스 지급수수료: 252,000*12개월
학교기업 기계기구 수리시 출장 및 용역수수료: 100,000*10회
학교기업 기타 수수료 지급비용

  광고선전비 2,000,000 0 2,000,000

5.영업외비용 216,874,000 110,570,000 106,304,000

  현장실습비 16,824,000 10,400,000 6,424,000
학교기업 바리스타 학기중 교육과정 실습비: 80,000*15주*4강좌
학교기업 일반현장실습생 실습비: 836,000*7명
바리스타 실습장 머신 및 기계 수리비용

  실험실습비

  지급이자

  교비회계전출금 200,000,000 100,000,000 100,000,000 학교기업 운영수익 전출금

  산학협력단전출금 0

  잡손실 50,000 170,000 -120,000
학교기업 부가가치세단수차이 외 잡손실
학교기업 지급임차료 연체에 따른 연체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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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과      목
2019

추경예산액
2018

추경예산액
증감 산출근거

목

Ⅳ.자산변동지출 2,000,000 50,000 1,950,000

1.고정자산취득지출 2,000,000 50,000 1,950,000

  기계장치매입비 0 0 0

  비품매입비 2,000,000 50,000 1,950,000 학교기업 비품매입

2.기타자산지출 0 0 0

  임차보증금 0 0

Ⅴ.기본금변동지출

1.출연기본금반환

  법인회계 출연금 반환

  교비회계 출연금 반환

  산학협력단 출연금 반환

  기타출연금 반환

2.목적사업전출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출

54,762,000 178,628,991 -123,866,991

670,513,990 523,388,679 147,125,311

725,275,990 702,017,670 23,258,320

Ⅴ.현금의증감

Ⅵ.기초의현금

Ⅶ.기말의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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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학교기업 (선문코나킹)



2019-8차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합니다.

1. 2019-8차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가. 회의일시: 2020. 1. 30.(목), 10:00

  나. 회의장소: 산학협력단 회의실 402호

  다. 참석인원: 7명(2명 불참)

  라. 회의안건 및 결과

  마. 기타 의견

순 안건 결과

1 대학부설연구소 연구소장 임면사항 논의 원안 
승인

○ 연구소장이 가능한 전임교원을 연구소에서 추천하도록 권고함

○ 비전임 교원까지 연구소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안)을 

산학협력단에서 검토 후 주관부서에 요청 권고함

선 문 대 학 교

2019010017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8차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순 심의안건 심의결과

1
2019학년도 추경예산 및 2020학년도 

현금예산 편성 심의
원안 
승인

2 교외연구 수주 우수자 포상 심의 원안
승인

○ 교외연구 수주 우수교원 대상자 계열별 수정

○ 논문 우수자 포상 검토

 - 연구활성화를 위해서 외부 연구비 수주이외 논문 우수자 

포상도 검토 필요

3
선문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

인건비 관리 지침 제정 심의
조건부
승인

○ 선문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관리 지침 

내용에서 제4조(학생인건비의 계상기준)“정한 금액 이

상으로 정한다.”를 “정한 금액으로 정한다.”로 “이

상” 문구 삭제

4 대학승인연구소 설립 승인 심의 원안
승인

○ AI 혁신 연구소”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모두 연구소장 

소속인 경영학과 교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구소의 명칭 

및 목적에 맞도록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공학 관련 교수들을 

포함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고

5 부설연구소(대학승인연구소) 폐지 심의 원안
승인

○ 연구소장 이직으로 인한 연구소 폐지 결정을 유선으로 

확인 후 연구소운영위원회 회의록 회의 당일 추가

6 부설연구소 평가 결과 심의 원안
승인

○ 평가기준이 2018학년도 운영위원회에서 연구활성화를 

위해 개정한 것으로 2019학년도 평가결과“A”등급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2년간 시행 이후 

재검토를 진행



붙임  1. 2019-8차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2. 2019-8차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3. 2019-8차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위원 서명록.  끝.

★⊙담당
01/30

이유섭 팀장
02/06

김정호
산학협력단 부단
장

02/06

경종수
산 학 협 력 단
/LINC+사업

02/06

윤기용 총장
02/06

황선조

협조자   

시행 산학협력기획팀-337 ( 2020.02.06.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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