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회계연도
(2015. 3. 1 ~ 2016. 2. 28)

산학협력단 현금예산서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회계연도 현금예산 총칙
제1조 2015회계연도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 현금예산총액은 수입.지출 각각 11,309,223천원으로 한다.
제2조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은 대학, 산업체, 연구소, 정부, 지자체간의 연계와 산학협력을 바탕으로 지식
기술의 혁신과 발전하는 과학기술에 대응하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본으로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맞는 교육혁신과 신산학협력체제로의 개편 등을 통한 대학 경쟁력 제고를 강화하는데 있다.
제3조 주요사업으로는 산학협력계약을 체결, 이행하는 산학협력사업, 산학협력단을 통한 정부재정사업,
창업보육센터 등에 대한 종합관리와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등에
필요한 기반구축과 중장기발전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예산의 산출내역 단위는 원으로 하며, 현금예산서의 금액은 천원 단위로 절상한다.
제5조 수입.지출의 상세한 내용은 부속서류인 예산목별 명세서와 같다.
제6조 예산은 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각 사업이 적시, 적기에 집행되도록 관리체제를 강화한다.

현금예산서 총괄표
2015학년도

(단위:천원)
수

과 목

입

제 11(당) 기

부

지

제 10(전) 기

증감

증감율

과 목

제 11(당) 기

출

부
제 10(전) 기

증감

증감율

산학협력수익

1,980,567

2,058,434

-77,867

-4%

산학협력비

1,064,606

1,225,180

-160,574

-13%

지원금수익

6,036,962

8,710,896

-2,673,934

-31%

지원금사업비

6,427,552

8,120,883

-1,693,331

-21%

간접비수익

575,680

644,381

-68,701

-11%

간접비사업비

609,000

537,500

71,500

13%

전입및기부금수익

22,500

20,000

2,500

13%

일반관리비

650,260

669,984

-19,724

-3%

운영외수익

102,500

105,000

-2,500

-2%

운영외비용

10,000

22,000

-12,000

-55%

학교회계전출금

300,000

1,000,000

-700,000

-70%

9,061,418

11,575,547

-2,514,129

-22%

110,000

189,125

-79,125

-42%

56,000

50,000

6,000

12%

166,000

239,125

-73,125

-31%

운영수익 합계

8,718,209

11,538,711

-2,820,502

-

-

-

29,000

37,950

-8,950

-24%

29,000

37,950

-8,950

-24%

기초의 현금

2,562,014

3,962,636

-1,400,622

-35%

기말의 현금

2,081,805

3,724,625

-1,642,820

-44%

현금수입 총계

11,309,223

15,539,297

-4,230,074

-27%

현금지출 총계

11,309,223

15,539,297

-4,230,074

-27%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자본및부채수입
합 계

운영비용 합계

-24%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자본및부채지출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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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표

현 금 예 산 서
당기 2015년 03월 01일부터 2016년 02월 29까지
전기 2014년 03월 01일부터 2015년 02월 28까지
2015학년도

단위 : 천원
과

관

항

목
목

Ⅰ. 현금유입액

제 11(당) 기

제 10(전) 기

증

감

산

출

근

거

8,747,209

11,576,661

-2,829,452 <별첨> 예산목별 명세서

8,718,209

11,538,711

-2,820,502

1)산학협력수익현금유입액

1,980,567

2,058,434

-77,867

2)지원금수익현금유입액

6,036,962

8,710,896

-2,673,934

3)간접비수익현금유입액

575,680

644,381

-68,701

22,500

20,000

2,500

102,500

105,000

-2,500

-

-

-

1)유형자산매각대

-

-

-

2)무형자산매각대

-

-

-

29,000

37,950

-8,950

29,000

37,950

-8,950

1.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4)전입및기부금수익현금유입액
5)운영외수익현금유입액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3.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1)부채의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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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예산서

과
관

항

목
목

Ⅱ. 현금유출액

제 11(당) 기

제 10(전) 기

증

감

산

9,227,418

11,814,672

-2,587,254

9,061,418

11,575,547

-2,514,129

1)산학협력비현금유출액

1,064,606

1,225,180

-160,574

2)지원금사업비현금유출액

6,427,552

8,120,883

3)간접비사업비현금유출액

609,000

537,500

71,500

4)일반관리비현금유출액

650,260

669,984

-19,724

5)운영외비용현금유출액

10,000

1.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6)학교회계전출금현금유출액

-

22,000 -

-700,000

110,000

189,125

-79,125

1)유형자산취득지출

11,000

139,125

-128,125

2)무형자산취득지출

99,000

50,000

49,000

56,000

50,000

6,000

56,000

50,000

6,000

Ⅲ. 현금의 증감

-480,209

-238,011

-242,198

Ⅳ. 기초의 현금

2,562,014

3,962,636

-1,400,622

Ⅴ. 기말의 현금

2,081,805

3,724,625

-1,642,820

1)부채의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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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12,000

1,000,000

3.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근

1,693,331

300,000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출

현금예산서

-----------------------------------예산목별 명세서

수

입

부

------------------------------------

예산목별 명세서(수입)
단위 : 원
세 목

목

1.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산학협력수익현금유입액
연구수익

산

예산액

출

근

거

8,718,209,218
1,980,566,676
994,605,833

정부연구수익(산학)

894,605,833 특허청등 정부 및 지자체

일반연구용역 및 위탁과제 35과제

894,605,833

산업체연구수익(산학)

100,000,000 산업체

일반연구용역 및 위탁과제 5과제

100,000,000

교육운영수익(산학)
교육운영수익(산학)
지식재산권수익
지식재산권실시수익
지식재산권양도수익
설비자산사용료수익
설비자산사용료수익
임대료수익

25,000,000
20,000,000 기술이전 실시 수익 및 경상기술료 수익
5,000,000 지식재산권 권리양도 수익

20,000,000
5,000,000

950,960,843
1,000,000 대덕산학협력관 대관료

1,000,000

949,960,843 임대료 수익

568,343,580

대덕산학협력관 임대료수익(116호실)

520,543,580

청원산학협력관 임대료수익(3호실)

19,000,000

본교 창업보육센터 임대료수익(37호실)

28,800,000

관리비 수익

381,617,263

대덕산학협력관 관리비수익

352,817,263

청원산학협력관 관리비수익

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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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목별 명세서(수입)

단위 : 원
세 목

목

산

예산액

출

근

거

본교 창업보육센터 관리비수익
기타산학협력수익
기타산학협력수익(산학)
2)지원금수익현금유입액
연구수익
정부연구수익(지원금)

23,800,000

10,000,000
10,000,000 RIS 사업단 기타산학협력수익(인쇄물 참가비등)

10,000,000

6,036,962,200
3,866,880,200
3,789,076,200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

2014년 대학 및 청년창업 500 프로젝트-하반기

8,100,000

2015년 대학 및 청년창업 500 프로젝트

70,350,000

2015년 대학 및 청년창업 500 프로젝트-하반기

23,100,000

공주시청

백제문화제 사업

35,000,000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철도기술연구사업

116,985,000

금산군청

2015금산GAP인증인삼의 흑삼특성화사업

349,150,000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
농업회사법인

농어업6차산업화사업
시스템합성농생명공학사업

대전광역시

2015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
신용전문상담사양성과정 운영 및 취업지원 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특화사업)

대전광역시 교육청

무지개청소년센터

2015년 탈북학생 교육지원사업

83,300,000
190,000,000
44,000,000
134,000,000
81,480,000
115,157,000
5,000,000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 교육 치유 프로그램 운영기관

28,500,000

레인보우스쿨 프로그램(상반기)

1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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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목별 명세서(수입)

단위 : 원
목

세 목

산

예산액

출

근

거

레인보우스쿨 프로그램(여름학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레인보우스쿨 프로그램(하반기)

12,000,000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27,000,000

에너지기술개발사업

72,000,000

2015년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사업

30,000,000

도약기술개발사업 13과제

787,269,000

첫걸음기술개발사업 6과제

293,581,000

한국관광공사

지역축제와 연계한 충청-대전권 관광활성화 사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5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자력융합핵심기술개발사업

45,490,000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정책연구 2과제

77,250,000

대학연구인력국제교류지원사업

27,000,000

신진연구자지원사업 6과제

90,000,000

212,500,000

264,094,200

일반연구자지원사업 5과제

124,550,000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지원사업

144,000,000

학문후속세대 6과제

77,804,000 금산흑삼㈜ 외 4개

35,220,000

일반공연연구지원사업 4과제

중견연구자지원사업 3과제

산업체연구수익(지원금)

4,000,000

50,000,000
126,000,000

핵심개인연구

71,000,000

2015금산GAP인증인삼의 흑삼특성화사업

2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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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목별 명세서(수입)

단위 : 원
세 목

목

교육운영수익(지원금)
교육운영수익(지원금)

산

예산액

기타지원금수익(지원금)

3)간접비수익현금유입액
산학협력수익
산학협력연구수익(산학간접비)
지원금수익

근

거

산업체

도약기술개발사업 13과제

36,306,000

산업체

첫걸음기술개발사업 6과제

13,498,000

30,700,000 (재)삼성꿈장학재단

2015 배움터 교육지원사업

20,000,000

"시장경제의 이해" 운영비 지원

10,700,000

30,700,000

(재)자유기업원
기타지원금수익(지원금)

출

2,139,382,000
2,139,382,000 대전광역시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사업

1,500,000,000

대전광역시 교육청

2015 서부다문화교육센터 교육지원사업

100,000,000

대전광역시 서구청

2015년도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

246,000,000

2015년도 대전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방문교육사업)

106,763,000

2015년도 대전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언어발달지원사업)

38,293,000

2015년도 대전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사업)

10,924,000

2015년도 대전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한국어교육)

22,262,000

2015년도 대전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88,840,000

2015년도 대전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종사자특별수당)

6,300,000

2015년도 대전서부다문화교육센터 교육지원사업(학부모교육)

20,000,000

575,680,342
50,191,342
50,191,342 산학협력 연구수익 간접비

50,191,342

525,48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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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목별 명세서(수입)

단위 : 원
세 목

목

연구수익(지원금 간접비)
4)전입및기부금수익현금유입액
기부금수익
지정기부금
5)운영외수익현금유입액
운영외 수익
이자수익
기타운영외수익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부채의 차입
임대보증금증가

산

예산액
525,489,000 정부 및 산업체 연구수익 간접비

거
525,489,000

22,500,000
22,500,000 대덕산학협력관 및 본교 창업보육센터 보육기금

22,500,000

102,500,000
102,500,000
100,000,000 연구사업 이자수익

100,000,000

2,500,000 임대관리비 연체료

2,5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대덕산학협력관 임대보증금 증가

15,000,000

청원산학협력관 임대보증금 증가

2,000,000

2,562,014,248 2014학년도 이월액
수입 예산 합계

근

22,500,000

본교 창업보육센터 임대보증금 증가
기초의 현금

출

12,000,000
2,562,014,248

11,309,22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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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목별 명세서(수입)

-----------------------------------예산목별 명세서

지

출

부

------------------------------------

예산목별 명세서(지출)
단위 : 원
세목

목

1.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산학협력비현금유출액
산학협력연구비

산

예산액

출

근

거

9,061,418,281
1,064,605,833
994,605,833

인건비(산학)

329,314,026 특허청등

일반연구용역 및 위탁연구과제 35과제

329,314,026

학생인건비(산학)

106,560,720 국가보안연구소등

위탁과제 연구 용역과제 8과제

106,560,720

77,870,970 특허청등

일반연구용역 및 위탁연구과제 11과제

77,870,970

연구활동비(산학)

165,659,868 특허청등

일반연구용역 및 위탁연구과제 32과제

165,659,868

연구과제추진비(산학)

133,508,379 특허청등

일반연구용역 및 위탁연구과제 35과제

133,508,379

연구수당(산학)

137,136,512 특허청등

일반연구용역 및 위탁연구과제 35과제

137,136,512

연구장비.재료비(산학)

위탁연구개발비(산학)

44,555,358 금산군축제추진위원회

교육운영비(산학교육)

-

인건비(산학교육)

-

교육과정개발비(산학교육)

-

실험실습비(산학교육)

-

기타교육운영비(산학교육)

-

지식재산권비용
지식재산권실시.양도비
산학협력보상금
기타산학협력비
기타산학협력비

금산인삼축제『인삼민속촌』운영외 1

44,555,358

10,000,000
10,000,000 지식재산권 권리이전 1,000,000*10건=10,000,000

10,000,000

60,000,000
60,000,000 가족회사제도 구축 및 운영관리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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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0

예산목별 명세서(지출)

단위 : 원
세목

목

2)지원금사업비현금유출액
연구비(지원금)
인건비(지원금)

산

예산액

출

근

거

가족회사 업무교류회

20,000,000

가족회사 분과별 소위원회 2,000,000*5개=20,000,000

20,000,000

기타산학협력 운영경비

10,000,000

RIS 사업단 기타산학협력비

10,000,000

6,427,552,448
4,069,567,448
842,071,540 금산군청

2015금산GAP인증인삼의 흑삼특성화사업

60,800,000

농업회사법인

농어업6차산업화사업

35,000,000

대전광역시

신용전문상담사양성과정 운영 및 취업지원 사업

11,760,000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특화사업)

16,556,000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특화산업사업

32,000,000

중소기업청

2015년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사업

18,000,000

도약기술개발사업 7과제

34,636,540

첫걸음기술개발사업 3과제

27,710,000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Brain Pool 사업

30,000,000

한국관광공사

지역축제와 연계한 충청-대전권 관광활성화 사업

10,009,00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5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지원사업
일반공연연구지원사업
일반연구자지원사업 2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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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00,000
66,800,000
4,000,000
109,000,000
25,500,000

예산목별 명세서(지출)

단위 : 원
목

세목

산

예산액

출

근

거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지원사업

학생인건비(지원금)

중견연구자지원사업

19,800,000

학문후속세대 2과제

66,000,000

철도기술연구사업

45,600,000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

13,200,000

농촌진흥청

시스템합성농생명공학사업

13,000,00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11,250,000

에너지기술개발사업

24,000,000

551,372,798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중소기업청

기업부설연구소설치지원사업

6,600,000

도약기술개발사업 12과제

173,218,800

첫걸음기술개발사업 8과제

97,134,998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자력융합핵심기술개발사업

18,900,000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정책연구

9,000,000

신진연구자지원사업 3과제

18,849,000

일반공연연구지원사업 3과제

54,800,000

일반연구자지원사업 3과제

31,020,000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연구장비.재료비(지원금)

144,000,000

3,000,000

핵심개인연구

31,800,000

철도기술연구사업

53,454,800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

35,840,000

농촌진흥청

시스템합성농생명공학사업

19,000,000

655,667,547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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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목별 명세서(지출)

단위 : 원
목

세목

산

예산액
대전광역시

출

근

거

신용전문상담사양성과정 운영 및 취업지원 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특화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청

기업부설연구소설치지원사업

9,575,000
35,000,000
9,700,000
196,958,225

첫걸음기술개발사업 10과제

188,547,52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자력융합핵심기술개발사업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 교육 치유 프로그램 운영기관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정책연구

1,385,069,113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

28,900,000

도약기술개발사업 17과제

신진연구자지원사업

연구활동비(지원금)

2,500,000

2,000,000
90,000
2,650,000
612,000

일반공연연구지원사업 3과제

37,800,000

일반연구자지원사업 5과제

22,040,000

핵심개인연구

11,000,000

2014년 대학 및 청년창업 500 프로젝트

500,000

2014년 대학 및 청년창업 500 프로젝트-하반기

22,500,000

2015년 대학 및 청년창업 500 프로젝트

60,000,000

2015년 대학 및 청년창업 500 프로젝트-하반기

4,500,000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철도기술연구사업

8,978,200

금산군청

2015금산GAP인증인삼의 흑삼특성화사업

230,246,400

금산흑삼㈜ 외 4개

2015금산GAP인증인삼의 흑삼특성화사업

2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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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목별 명세서(지출)

단위 : 원
목

세목

산

예산액

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

농업회사법인

농어업6차산업화사업

농촌진흥청

시스템합성농생명공학사업

대전광역시

2015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

근

거

7,500,000
134,000,000
59,610,000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특화사업)

41,800,000
5,000,000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 교육 치유 프로그램 운영기관

16,100,000

레인보우스쿨 프로그램(상반기)

11,640,000

레인보우스쿨 프로그램(여름학교)
레인보우스쿨 프로그램(하반기)
산업통상자원부

126,500,000

신용전문상담사양성과정 운영 및 취업지원 사업

2015년 탈북학생 교육지원사업

무지개청소년센터

1,600,000

3,690,000
11,300,000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4,900,000

에너지기술개발사업

4,000,000

지역특화산업사업

100,300,00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014년 기술탐색이전사업

2,600,000

중소기업청

2015년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사업

8,000,000

도약기술개발사업 19과제

36,014,513

첫걸음기술개발사업 10과제

10,027,800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Brain Pool 사업

3,000,000

한국관광공사

지역축제와 연계한 충청-대전권 관광활성화 사업

1,419,00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5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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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00,000

예산목별 명세서(지출)

단위 : 원
목

세목

산

예산액

출

근

거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연구과제추진비(지원금)

149,800,00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자력융합핵심기술개발사업

16,000,000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정책연구 2과제

13,500,000

대학연구인력국제교류지원사업

27,000,000

신진연구자지원사업 6과제

50,379,000

일반공연연구지원사업 4과제

19,164,200

일반연구자지원사업 5과제

18,900,000

중견연구자지원사업 2과제

19,800,000

학문후속세대 6과제

84,000,000

핵심개인연구

13,600,000

292,078,783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

2014년 대학 및 청년창업 500 프로젝트

500,000

2014년 대학 및 청년창업 500 프로젝트-하반기

600,000

2015년 대학 및 청년창업 500 프로젝트
2015년 대학 및 청년창업 500 프로젝트-하반기

1,000,000
200,000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철도기술연구사업

30,460,000

금산군청

2015금산GAP인증인삼의 흑삼특성화사업

26,003,600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

6,660,000

농업회사법인

농어업6차산업화사업

13,300,000

농촌진흥청

시스템합성농생명공학사업

2,000,000

대전광역시

신용전문상담사양성과정 운영 및 취업지원 사업

7,610,000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특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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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01,000

예산목별 명세서(지출)

단위 : 원
목

세목

산

예산액

출

근

거

대전광역시 교육청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 교육 치유 프로그램 운영기관

무지개청소년센터

레인보우스쿨 프로그램(상반기)

360,000

레인보우스쿨 프로그램(여름학교)

310,000

레인보우스쿨 프로그램(하반기)

700,000

산업통상자원부

3,670,000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1,000,000

에너지기술개발사업

5,000,000

지역특화산업사업

15,700,00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014년 기술탐색이전사업

2,000,000

중소기업청

2015년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사업

2,500,000

기업부설연구소설치지원사업

953,000

도약기술개발사업 17과제

30,128,250

첫걸음기술개발사업 10과제

16,067,600

한국관광공사

지역축제와 연계한 충청-대전권 관광활성화 사업

1,717,00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5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

34,800,000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16,333,33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자력융합핵심기술개발사업

5,500,000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정책연구 2과제

6,500,000

신진연구자지원사업 2과제

4,060,000

일반공연연구지원사업 3과제

10,030,000

일반연구자지원사업 5과제

10,915,000

중견연구자지원사업 2과제

2,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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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목별 명세서(지출)

단위 : 원
목

세목

연구수당(지원금)

산

예산액

출

근

거

핵심개인연구

5,000,000

철도기술연구사업

6,000,000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

3,000,000

농촌진흥청

시스템합성농생명공학사업

2,500,00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900,000

223,007,667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중소기업청

에너지기술개발사업

4,000,000

지역특화산업사업

8,000,000

기업부설연구소설치지원사업

1,400,000

도약기술개발사업 7과제

16,981,000

첫걸음기술개발사업 8과제

14,900,000

한국관광공사

지역축제와 연계한 충청-대전권 관광활성화 사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5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

4,075,000
18,000,000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6,666,66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자력융합핵심기술개발사업

4,370,000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 교육 치유 프로그램 운영기관

8,640,000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정책연구 2과제

45,600,000

신진연구자지원사업 3과제

14,100,000

일반공연연구지원사업 4과제

33,300,000

일반연구자지원사업 5과제

16,175,000

중견연구자지원사업

4,800,000

핵심개인연구

9,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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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목별 명세서(지출)

단위 : 원
목

세목
위탁연구개발비(지원금)

교육운영비(지원금교육)
인건비(지원금교육)

산

예산액
120,300,000 공주시청

35,000,000

금산군청

2015금산GAP인증인삼의 흑삼특성화사업

29,100,000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

23,000,000

농업회사법인

농어업6차산업화사업

15,200,000

한국관광공사

지역축제와 연계한 충청-대전권 관광활성화 사업

18,000,000

13,200,000 (재)삼성꿈장학재단

-

장학금(지원금교육)

-

실험실습비(지원금교육)

-

기타지원금사업비

거

30,700,000

교육과정개발비(지원금교육)

기타지원금사업비

근

백제문화제'다리위의 향연'

(재)자유기업원

기타교육운영비(지원금교육)

출

17,500,000 (재)삼성꿈장학재단

2015 배움터 교육지원사업

2,500,000

"시장경제의 이해" 운영비 지원

10,700,000

2015 배움터 교육지원사업

17,500,000

2,327,285,000
2,327,285,000 대전광역시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사업

1,500,000,000

대전광역시 교육청

2015년도 서부다문화교육센터 교육지원사업

100,000,000

대전광역시 서구청

2015년도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

342,000,000

2015년도 대전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방문교육사업)

141,636,000

2015년도 대전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언어발달지원사업)

58,912,000

2015년도 대전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사업)

15,620,000

2015년도 대전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한국어교육)

22,262,000

2015년도 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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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55,000

예산목별 명세서(지출)

단위 : 원
목

세목

산

예산액

출

근

거

2014-15년도 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종사자특별수당)
2015년도 서부다문화교육센터 교육지원사업(학부모교육)
3)간접비사업비현금유출액
인력지원비(간접비)
인건비(간접비)

305,000,000
247,000,000 산학협력단 직원 5명 인건비

기관공통지원경비(간접비)

154,000,000
33,000,000

리서치펠로우(연구교수) 1명 인건비

6,600,000

기술이전센터장 보직수당

3,000,000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보직수당

3,600,000

창업보육센터 보직수당

3,600,000

산학협력단 직원 연가보상등 기타 수당

연구지원비(간접비)

20,000,000

609,000,000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직원 1명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간접비)

8,400,000

58,000,000 연구자 및 각종 사업 수주기여자 성과금 지급

43,200,000
58,000,000

254,000,000
20,000,000

114,000,000 여비
제세공과금(지방소득세, 협의회 연회비등)

15,000,000

교육훈련비

10,000,000

회의비

10,000,000

업무추진비

10,000,000

복리후생비

10,000,000

홍보비(뉴스레터 연4회 및 홍보물 제작)

14,000,000
5,000,000

소모품비(복사용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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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목별 명세서(지출)

단위 : 원
세목

목

산

예산액

출

근

수선비(기계기구 수리등)

5,000,000

출판인쇄비(연구결과보고서 및 예결산 인쇄등)

5,000,000

지급수수료(회계감사,보증증권등)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간접
비)

53,000,000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10,000,000
9,000,000

전국 및 대전창업보육협의회비

2,000,000

신규 입주기업 선정평가 심사비 3명*5회*200,000=3,000,000

3,000,000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비 250,000*8개 기업=2,000,000

2,000,000

기타운영비(회의비등)

2,000,000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운영비

25,000,000

(사)한국산학연협회 연회비

7,000,000

산학연 대전지역협의회 연회비

4,500,000

산학연 대전충청 성과발표회 대학분담금 납부

2,500,000

2015년도 중소기업산학협력기술개발사업 설명회(팜플렛등)

2,500,000

제16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산학협력관 대학분담금 및 부스비

2,000,000

환황해비즈니스포럼 행사관련 대학분담금 및 참가비 (한국)

1,500,000

기타운영비 (회의비 및 세미나 관련 등)

5,000,000

대덕산학협력관 문화제행사 2,000,000*3회=6,000,000
기술이전센터 운영비

6,000,000
13,000,000

기술이전 마케팅 및 활성화 선행기술정보활동비
기술이전 마케팅 및 활성화 관련 운영비
연구실안전관리비(간접비)

거

20,000,000 연구실 안전관리비

10,000,000
3,000,000
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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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목별 명세서(지출)

단위 : 원
세목

목

산

예산액

출

근

거

연구보안관리비(간접비)

1,000,000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보안교육비

1,000,000

연구윤리활동비(간접비)

1,000,000 연구윤리확립 및 연구부정행위예방등에 관한 비용

1,000,000

대학연구활동지원금(간접비)

65,000,000 중대형 정부 R&D사업과제 유치 지원금
기타 연구활동 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간접비)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간접비)

56,000,000

50,000,000
50,000,000 지식재산권 유지 연차관리비
출원중도포기 및 등록거절 건에 대한 선급금 대체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기술임치 이용료: 450,000*20건=9,000,000

4)일반관리비현금유출액
일반관리비
인건비(일반)

일반제경비(일반)

9,000,000

20,000,000
21,000,000
9,000,000

650,260,000
650,260,000
197,000,000 산학협력단 직원 2명 인건비

59,000,000

창업보육센터 직원 2명 인건비

51,000,000

기술이전센터 직원 1명 인건비

26,000,000

산업단지캠퍼스 1명 인건비

61,000,000

453,260,000 대덕산학협력관 일반관리비

343,600,000

시설관리용역비 7,800,000*12개월=93,600,000
전기요금 19,500,000*12개월=234,000,000
제세공과금(상하수도, 도로점용료, 환경개선부담금, 주민세등)

93,600,000
234,000,000
12,000,000

소모품비 및 운영비등

4,000,000

대덕산학협력관 시설관리비

72,000,000

폐수유지관리비 2,178,000*12개월=26,1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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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36,000

예산목별 명세서(지출)

단위 : 원
세목

목

산

예산액

출

근

소방유지관리비 330,000*12개월=3,960,000

3,960,000

승강기유지비 220,000*12개월=2,640,000

2,640,000

수선유지비( 번호키, 폐수처리, 환경정비, 소방시설, 승강기검사등)
대덕산학협력관 위생관리비
청소용품 및 방역소독비
청원산학협력관 일반관리비
전기요금 800,000*12개월=8,400,000

14,800,000
9,200,000
8,400,000

교육비 및 지급수수료등

250,000
9,060,000

폐수유지관리비 380,000*12개월=4,560,000

4,560,000

소방유지관리비 110,000*12개월=1,320,000

1,320,000

승강기유지비 140,000*12개월=1,680,000

1,680,000

수선유지비( 승강기검사 및 기타 수선유지비)

1,500,000
1,000,000

청소용품 및 방역소독비

1,000,000

본교 창업보육센터 시설관리비

3,600,000

수선유지비

기타운영외비용

14,800,000

550,000

청원산학협력관 위생관리비

운영외비용

39,264,000

제세공과금(상하수도, 도로점용료, 환경개선부담금, 주민세등)

청원산학협력관 시설관리비

5)운영외비용

거

3,6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간접비 이관 및 이자 반환, 임대보증금 이자세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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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

예산목별 명세서(지출)

단위 : 원
세목

목
6)학교회계전출금
학교회계전출금

학교회계전출금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유형자산취득지출

산

예산액

출

근

거

300,000,000
300,000,000
300,000,000 학교회계 전출금

300,000,000

110,000,000
11,000,000

기계기구취득

5,000,000 본교 사무실 이전에 따른 기자재 구입

5,000,000

집기비품취득

6,000,000 본교 사무실 이전에 따른 집기 구입

6,000,000

2)무형자산 취득지출
지식재산권취득

99,000,000
99,000,000 특허등록 1,300,000*30건=39,000,000
출원건의 등록으로 인한 선급금 대체 1,300,000*30건= 39,000,000

3.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부채의 상환
임대보증금감소

기말의 현금

39,000,000
39,000,000

프로그램등록 100,000*20건= 2,000,000

2,000,000

금산군청

2015금산GAP인증인삼의 흑삼특성화사업

3,000,00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1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대덕산학협력관 임대보증금 감소

45,000,000

청원산학협력관 임대보증금 감소

5,000,000

본교 창업보육센터 임대보증금 감소

6,000,000

2,081,805,185 2015학년도 이월액
지출 예산 합계

11,309,22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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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목별 명세서(지출)

-----------------------------------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회의록
-----------------------------------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
302-735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55-40(도마동)
Tel. 042-520-5512 Fax 042-520-5552
http://www.pc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