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침례신학대학교 2013년 운영계산서(수입) - 등․심․위 결과보고
[보고자 : 원우회장]

(단위: 원)

운영수익내역
년도

2013년

등록금수입및수강료수입

2012년
(12.3.1-13.2.28)

교육부대수입

등록금수입

수강료수입

전입금수입

기부금수입

국고보조금

14,435,039,405

538,189,880

121,466,847
(0.5%)

674,434,326
(3%)

5,096,620,500
(21.4)

(13.3.1-14.2.28)

합계

전입및기부수입

14,973,229,285
(63%)

14,170,113,669

485,375,820

입시수수료
수입

증명사용
료수입

기타교육
부대수입

예금이자
수입

기타교육외
수입

56,125,000

889,380,571

40,686,000

703,702,056

1,256,293,183

5,892,521,673
(24.7%)

175,347,049

595,771,953

교육외수입

986,191,571
(4%)

2,064,379,999

55,331,980

104,870,210 764,913,900

1,959,995,239
(8.1%)

872,343,302

1,253,345,230

합계

23,811,937,768
23,811,937,768

20,541,793,112

합계

14,655,489,489

2,835,499,001

925,116,090

2,125,688,532

20,541,793,112

‘13년 대비 ’14년
증감분

317,739,796

3,057,022,672

61,075,481

-165,693,293

3,270,144,656

▣ 2013년 운영수입 결산에 대한 의견
1. 등록금 관련 수입이 전체 운영 예산의 88.4%로 학교 운영 예산이 학생들의 등록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2. 전입금 수입은 학교 법인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으로 0.5%에 불과해 학교 법인의 학교발전을 위한 투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학교 운
영과 관련하여 최고 결정기관인 학교 법인 이사회의 거듭된 파행은 수년 동안 신임교수를 채용하지 못하게 하여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떨
어뜨리게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동두천 캠퍼스 일부 이전 계획이 진척되지 못하여 동두천 시와 법적 소송에 휘말리면 막대한 손해 배상
금을 지불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도 있다. 아무도 이사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현실이다.
3. 학생들의 등록금 비중을 낮추고 학교발전 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은 기부금 수입을 확대하는 것인데, 현재 전체 예산의 3%로 매우 부족
한 편이다. 기부금을 확충하는 일은 주로 총장님과 교수님들이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는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Ⅱ. 침례신학대학교 2013년 운영계산서(지출) - 등․심․위 결과보고
[보고자 : 원우회장]

(단위: 원)

운영지출내역
년도
교원보수
(52명)

2013년
(13.3.1-14.2.28)

직원보수
( - 명)

5,802,889,738 2,196,469,877
(24.4%)
(9.2%)

2012년

5,446,631,899 2,340,338,325

합계
‘13년 대비 ’14년
증감분

919,850,757

752,942,938

노임

직원퇴직금

117,236,607

83,290,770

시설관리비

-143,868,448

166,907,819
398,493,830

당기운영
차액

-148,225,574

-86,933,308

2,043,135,220

-148,225,574

-86,933,308

869,321,276

-55,023,152

28,798,615

4,790,311,633

869,321,276

-55,023,152

28,798,615

-263,934,279

-

-

-

일반관리비

운영비

감가상각비

4,526,377,354
(19%)

94,497,400

86,833,357

22,739,207

제적립금
대체액

1,213,838,283 1,032,156,159 575,439,425 1,704,943,487 2,043,135,220

950,556,971

8,721,243,919

356,257,839

운영차액
대체

관리운영비

9,119,737,749
(38.2%)

합계
(12.3.1-13.2.28)

보수
임시직
( - 명)

-

1,085,352,000 988,083,703 1,766,318,959

운영지출내역
년도
교수연구비

2013년
(13.3.1-14.2.28)

합계
2012년
(12.3.1-13.2.28)

합계
‘13년 대비 ’14년
증감분

371,786,846
(1.5%)

교외장학금

교내장학금

4,078,654,156 1,711,781,035
(17.1%)
(7.1%)

371,786,846

연구학생경비
학생경비
실험실습비 논문심사료

45,395,700
(0.2%)

11,515,890

학생지원비

기타학생경비

278,785,720
(1.1%)

64,172,099
(0.3%)

6,190,304,600 (26%)

교육외비용

전출금

합계

127,105,926

1,315,140,955

353,508,000

23,811,937,768

127,105,926

1,315,140,955
(5.5%)

353,508,000
(1.5%)

23,811,937,768

165,262,362

1,161,715,520

-

20,541,793,112

1,161,715,520

-

20,541,793,112

입시
관리비

6,689,197,372 (28%)
288,245,074

2,529,333,532 1,584,911,990

288,245,074
83,541,772

1,549,320,624

126,869,045

30,203,830

10,491,980

4,571,917,865
5,025,425,301
15,191,870
1,023,910
1,663,772,071

267,026,875

149,949,658

165,262,362
11,758,845

-85,777,559

-38,156,436

153,425,435

▣ 2013년 운영지출 결산에 대한 의견
1. 운영지출 예산에서 보수 부분이 전체예산의 38.2%로 가장 높다.
2. 교원 보수는 약 58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4.4%를 차지하고, 그 중에서 전임교수 52명의 보수 총액은 4,745,473,258원으로 개인 평균 연봉은
91,259,101원으로 높은 편이지만 학교 교원 확보율은 42%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보수 지출 규모에 비하여 교원 확보율이 매우 낮아 학
교 교육의 질이 현저히 저하됨으로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학교 위기의 가장 중심에 불합리한 교원구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3. 교원보수가 ‘12년 대비 356,257,839원이 증가한 것은 관리운영비의 복리후생비(교통통신비)로 분류되었던 약 2억 7천만 원이 보수 항목으
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4. 시간강의료 및 특별강의료를 뺀 교원보수 총액 4,745,473,258원의 산출근거는 교원급여 1,257,863,334원 / 교원상여금 1,256,147,000원 / 교원
각종수당 1,926,999,950원 / 교원법정부담금 304,462,974원이다. 상여금과 수당이 전체 보수 총액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 교원 각
종 수당이 1,926,999,950원으로 가장 높다.
5. 시간강사 10년차인 신학과 모 교수는 한 학기 8~10학점 기준 월 800,000~1,400,000원을 받고 있으며, 방학 때는 그 월급조차 받지 못한다.
그러나 전임교원들은 평균 월 7,604,925원을 받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시간 강사가 얼마나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단적인 예이다. 2014년도의 경우 시간강사가 대폭 감소하였다. 이유야 다 있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시간강사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교원 확보율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시간강사의 감소는 전임교수의 강의 부담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
오고 그로인해 교수의 학문연구 및 교육(강의)의 질은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다.
6. 연구학생경비의 교수 연구비가 83,541,772원 증가한 것은 복음과 실천 등에 실리는 논문 한 편당 2,500,000원 지불하던 것을 3,000,000원으로
500,000원 상승했기 때문이다.
7. 학생들의 학술활동 및 자율 활동(동아리 활동 같은)을 위한 실험실습비, 학생지원비, 기타학생경비는 전체 예산의 1.6%에 불과하다. 그 중
에서 기타학생경비는 ‘12년 대비 85,777,559원 감소했다. 이것은 학생들의 복지, 학술활동, 자율 활동 등이 심각하게 위축된다는 의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