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2015 3. 1 ~ 2016. 2. 29)
                 

산학협력단 현금예산서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현금예산 총칙

제1조 2015회계연도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 제1회 추가경정 현금예산총액은 수입.지출 

      각각 14,458,734천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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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체제등을 통한 대학 경쟁력 제고를 강화하는데 있다.

제3조 주요사업으로는 산학협력계약을 체결, 이행하는 산학협력사업, 산학협력단을 통한  정부재정사업, 

      창업보육센터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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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총괄표

과  목 추경예산액 본예산액 증감 증감율 과  목 추경예산액 본예산액 증감 증감율

산학협력수익 2,186,981        1,980,567     206,414     10% 산학협력비 1,421,020        1,064,606        356,414     33%

지원금수익 7,859,750        6,036,962     1,822,788   30% 지원금사업비 9,034,340        6,427,552        2,606,788   41%

간접비수익 680,578          575,680       104,898     18% 간접비사업비 816,000           609,000           207,000     34%

전입및기부금수익 22,500            22,500         -              일반관리비 453,260           650,260           -197,000 -30%

운영외수익 102,500          102,500       -              운영외비용 10,000            10,000            -              

학교회계전출금 300,000           300,000           -              

운영수익 합계 10,852,309     8,718,209    2,134,100  24% 운영비용 합계 12,034,620      9,061,418        2,973,202  33%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201,524           110,000           91,524       83%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90,000            29,000         61,000       21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76,000            56,000            20,000       36%

자본및부채수입

합  계
90,000           29,000        61,000      210%

자본및부채지출

합  계
277,524          166,000          111,524    67%

기초의 현금 3,516,425       2,562,014    954,411     37% 기말의 현금 2,146,590        2,081,805        64,785      3%

현금수입 총계 14,458,734     11,309,223  3,149,511  28% 현금지출총계 14,458,734      11,309,223      3,149,511  28%

수    입    부 지    출    부

(단위:천원) 

추가경정 현금예산서 총괄표



- 2 - 추가경정현금예산서

단위 : 천원

관 항 목

10,942,309                8,747,209                  2,195,100                  <별첨> 예산목별 명세서

10,852,309                8,718,209                  2,134,100                  

1)산학협력수익현금유입액 2,186,981                  1,980,567                  206,414                     

2)지원금수익현금유입액 7,859,750                  6,036,962                  1,822,788                  

3)간접비수익현금유입액 680,578                     575,680                     104,898                     

4)전입및기부금수익현금유입액                        22,500                        22,500 -                              

5)운영외수익현금유입액                      102,500                      102,500 -                              

-                              -                              -                              

1)유형자산매각대 -                              -                              -                              

2)무형자산매각대 -                              -                              -                              

90,000                      29,000                      61,000                      

1)부채의차입 90,000                      29,000                      61,000                      

추가경정 현금예산서
(2015년 03월 01일부터  2016년 02월 29까지)

Ⅰ. 현금유입액

1.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과                    목
추경예산액 본예산액 증   감 산   출   근   거

3.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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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관 항 목

과                    목
추경예산액 본예산액 증   감 산   출   근   거

12,312,144                9,227,418                  3,084,726                  

12,034,620                9,061,418                  2,973,202                  

1)산학협력비현금유출액 1,421,020                  1,064,606                  356,414                     

2)지원금사업비현금유출액 9,034,340                  6,427,552                  2,606,788                  

3)간접비사업비현금유출액 816,000                     609,000                     207,000                     

4)일반관리비현금유출액 453,260                     650,260                     -197,000

5)운영외비용현금유출액 10,000                      10,000                      -                              

6)학교회계전출금현금유출액 300,000                     300,000                     -                              

201,524                    110,000                    91,524                      

1)유형자산취득지출 102,524                     11,000                      91,524                      

2)무형자산취득지출 99,000                      99,000                      -                              

76,000                      56,000                      20,000                      

1)부채의상환 76,000                      56,000                      20,000                      

-1,369,835 -480,209 -889,626

3,516,425                  2,562,014                  954,411                    

2,146,590                  2,081,805                  64,785

3.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Ⅲ. 현금의 증감

Ⅳ. 기초의 현금

Ⅴ. 기말의 현금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Ⅱ. 현금유출액

1.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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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목별 명세서

수   입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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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예산목별명세서-수입

단위 : 원

목 추경예산액 본예산액 증감

10,852,309,020        8,718,209,218         2,134,099,802  

2,186,980,676         1,980,566,676         206,414,000    

1,140,405,833         994,605,833            145,800,000    

정부연구수익(산학) 1,040,405,833          894,605,833             145,800,000     국립국어원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연수사업     145,800,000

산업체연구수익(산학) 100,000,000             100,000,000             -                    

60,614,000             -                           60,614,000      

교육운영수익(산학) 60,614,000              -                           60,614,000       2015년 창업학교 교육기관(재창업교육) 29,510,000      

2015년 상인대학 교육운영사업(부사, 미나리시장) 31,104,000      

25,000,000             25,000,000             -                   

지식재산권실시수익 20,000,000              20,000,000              -                    

지식재산권양도수익 5,000,000                5,000,000                -                    

950,960,843            950,960,843            -                   

설비자산사용료수익 1,000,000                1,000,000                -                    

임대료수익 949,960,843             949,960,843             -                    

10,000,000             10,000,000             -                   

기타산학협력수익(산학) 10,000,000              10,000,000              -                    

예산목별 명세서(수입)

세  목

설비자산사용료수익

기타산학협력수익

 산     출     근     거

   1)산학협력수익현금유입액

연구수익

교육운영수익(산학)

지식재산권수익

1.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5 - 예산목별명세서-수입

단위 : 원

목 추경예산액 본예산액 증감세  목  산     출     근     거

7,859,749,552         6,036,962,200         1,822,787,352  

4,698,080,200         3,866,880,200         831,200,000    

정부연구수익(지원금) 4,620,276,200          3,789,076,200          831,200,000     2015년 장애인 맟춤형 창업교육 38,000,000      

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지원사업 200,000,000    

한국연구재단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131,500,000    

한국연구재단 박사후 국내연수사업 33,000,000      

한국연구재단 전문경력 및 시간강사 지원사업 86,000,000      

한국연구재단 명저번역 및 저서출판 지원사업 42,700,000      

금산군청 향토산업육성사업 연구비 증가 300,000,000    

산업체연구수익(지원금) 77,804,000              77,804,000              -                    

349,287,352            30,700,000             318,587,352    

교육운영수익(지원금) 349,287,352             30,700,000              318,587,352     2015년 원아시아재단 아시아공동체 교양강좌 사업 48,587,352      

2015년 철도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135,000,000    

2016년 철도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135,000,000    

2,812,382,000         2,139,382,000         673,000,000    

기타지원금수익(지원금) 2,812,382,000          2,139,382,000          673,000,000     2015년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위탁사업 180,000,000    

2015년 대전시 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 사업 313,000,000    

연구수익

교육운영수익(지원금)

기타지원금수익(지원금)

   2)지원금수익현금유입액



- 6 - 예산목별명세서-수입

단위 : 원

목 추경예산액 본예산액 증감세  목  산     출     근     거

2015년 계룡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 180,000,000    

680,578,792            575,680,342            104,898,450    

56,089,792             50,191,342             5,898,450        

산학협력연구수익(산학간접비) 50,191,342              50,191,342              -                    

교육운영수익(산학간접비) 5,898,450                -                           5,898,450        2015년 창업학교 교육기관(재창업교육) 4,426,000       

2015년 상인대학 교육운영사업(부사, 미나리시장) 1,472,450       

기타산학협력수익(산학간접비) -                           -                           -                    

624,489,000            525,489,000            99,000,000      

연구수익(지원금 간접비) 615,489,000             525,489,000             90,000,000       2015년 장애인 맟춤형 창업교육         2,000,000

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지원사업       62,000,000

한국연구재단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26,000,000

교육운영수익(지원금간접비) -                           -                           -                    

기타지원금수익(지원금간접비) 9,000,000                -                           9,000,000        계룡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간접비 9,000,000       

22,500,000             22,500,000             -                   

22,500,000             22,500,000             -                   

지정기부금 22,500,000              22,500,000              -                    

102,500,000            102,500,000            -                   

   3)간접비수익현금유입액

산학협력수익

   4)전입및기부금수익현금유입액

기부금수익

   5)운영외수익현금유입액

지원금수익



- 7 - 예산목별명세서-수입

단위 : 원

목 추경예산액 본예산액 증감세  목  산     출     근     거

102,500,000            102,500,000            -                   

이자수익              100,000,000              100,000,000                     -

기타운영외수익                 2,500,000                 2,500,000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

                           -                            -                     -

                           -                            - -                    

3.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90,000,000               29,000,000       61,000,000

              90,000,000               29,000,000       61,000,000

임대보증금 증가                90,000,000                29,000,000 61,000,000       하워드관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증가       61,000,000

3,516,425,168         2,562,014,248         954,410,920    

14,458,734,188        11,309,223,466        3,149,510,722  

부채의 차입

운영외 수익

유형자산매각대

무형자산매각대

수입 예산 합계

기초의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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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목별 명세서

지   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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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   예산목별 명세서-지출

단위 : 원

목 추경예산액 본예산액 증감

12,034,619,633     9,061,418,281     2,973,201,352 

1,421,019,833       1,064,605,833     356,414,000    

1,290,405,833       994,605,833        295,800,000    

인건비(산학) 483,314,026          329,314,026         154,000,000     국립국어원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연수사업        4,000,000

인건비(산학) 증가     150,000,000

학생인건비(산학) 106,560,720          106,560,720         -                   

연구장비.재료비(산학) 107,870,970          77,870,970          30,000,000      국립국어원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연수사업       30,000,000

연구활동비(산학) 165,659,868          165,659,868         -                   

연구과제추진비(산학) 245,308,379          133,508,379         111,800,000     국립국어원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연수사업     111,800,000

연구수당(산학) 137,136,512          137,136,512         -                   

위탁연구개발비(산학) 44,555,358            44,555,358          -                   

60,614,000           -                       60,614,000     

인건비(산학교육) 39,496,000            -                       39,496,000      2015년 창업학교 교육기관(재창업교육)       19,640,000

2015년 상인대학 교육운영사업(부사, 미나리시장)       19,856,000

교육과정개발비(산학교육) -                         -                   

실험실습비(산학교육) -                         -                   

예산목별 명세서(지출)

세목  산     출     근     거

교육운영비(산학교육)

산학협력연구비

1.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산학협력비현금유출액



- 9 -   예산목별 명세서-지출

단위 : 원

목 추경예산액 본예산액 증감세목  산     출     근     거

기타교육운영비(산학교육) 21,118,000            -                       21,118,000      2015년 창업학교 교육기관(재창업교육)        9,870,000

2015년 상인대학 교육운영사업(부사, 미나리시장)       11,248,000

10,000,000           10,000,000         -                   

지식재산권실시.양도비 10,000,000            10,000,000          -                   

산학협력보상금 -                         -                   

60,000,000           60,000,000         -                   

기타산학협력비 60,000,000            60,000,000          -                   

9,034,339,800       6,427,552,448     2,606,787,352 

5,684,767,448       4,069,567,448     1,615,200,000 

인건비(지원금) 1,087,071,540        842,071,540         245,000,000     산업단지 캠퍼스 사업비 이월 인건비 증가 18,000,000     

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지원사업 인건비 108,000,000    

한국연구재단 박사후 국내연수사업 33,000,000     

한국연구재단 전문경력 및 시간강사 지원사업 86,000,000     

학생인건비(지원금) 782,452,798          551,372,798         231,080,000     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지원사업 학생인건비 24,000,000

한국연구재단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학생인건비 57,080,000

정부과제 연구과제 학생인건비 증가 150,000,000

연구장비.재료비(지원금) 891,445,547          655,667,547         235,778,000     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지원사업 연구장비.재료비 17,100,000

한국연구재단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연구장비.재료

비
58,678,000

연구비(지원금)

기타산학협력비

지식재산권비용

   2)지원금사업비현금유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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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목 추경예산액 본예산액 증감세목  산     출     근     거

산업단지 캠퍼스등 정부과제 연구장비.재료비 증가 160,000,000

연구활동비(지원금) 2,071,984,113        1,385,069,113      686,915,000     2015년 장애인 맟춤형 창업교육 연구활동비 36,815,000     

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지원사업 연구활동비 8,600,000       

한국연구재단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연구활동비 8,800,000

한국연구재단 명저번역 및 저서출판 지원사업 42,700,000     

금산군청 향토산업육성사업 연구활동비 300,000,000

산업단지 캠퍼스등 정부과제 연구활동비 증가 290,000,000

연구과제추진비(지원금) 427,705,783          292,078,783         135,627,000     2015년 장애인 맟춤형 창업교육 연구과제추진비 1,185,000       

산업단지 캠퍼스 사업비 이월 연구과제추진비 14,000,000     

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지원사업 연구과제추진비 13,500,000     

한국연구재단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연구과제추진

비
6,942,000

정부과제 연구과제추진비 증가 100,000,000

연구수당(지원금) 303,807,667          223,007,667         80,800,000      산업단지 캠퍼스 사업비 이월 연구수당 증가 2,000,000       

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지원사업 연구수당 28,800,000

정부과제 연구수당 증가 50,000,000

위탁연구개발비(지원금) 120,300,000          120,300,000         -                   

349,287,352         30,700,000         318,587,352    

인건비(지원금교육) 37,458,880            13,200,000          24,258,880      2015년 원아시아재단 아시아공동체 교양강좌 사업 4,500,000       

교육운영비(지원금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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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목 추경예산액 본예산액 증감세목  산     출     근     거

2015년 철도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9,648,380       

2016년 철도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10,110,500     

교육과정개발비(지원금교육) 19,873,050            -                       19,873,050      2015년 철도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4,873,050       

2016년 철도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15,000,000     

장학금(지원금교육) 110,500,000          -                       110,500,000     2015년 원아시아재단 아시아공동체 교양강좌 사업 6,000,000       

2015년 철도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55,000,000     

2016년 철도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49,500,000     

실험실습비(지원금교육) -                         -                       -                   

기타교육운영비(지원금교육) 181,455,422          17,500,000          163,955,422     2015년 원아시아재단 아시아공동체 교양강좌 사업 38,087,352     

2015년 철도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65,478,570     

2016년 철도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60,389,500     

3,000,285,000       2,327,285,000     673,000,000    

기타지원금사업비 3,000,285,000        2,327,285,000      673,000,000     2015년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위탁사업 180,000,000    

2015년 계룡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 180,000,000    

2015년 대전시 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 사업 313,000,000    

816,000,000         609,000,000        207,000,000    

512,000,000         305,000,000        207,000,000    

인건비(간접비) 444,000,000          247,000,000         197,000,000     인건비(일반) 세목 변경 197,000,000    

기타지원금사업비

인력지원비(간접비)

   3)간접비사업비현금유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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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목 추경예산액 본예산액 증감세목  산     출     근     거

연구개발능률성과급(간접비) 68,000,000            58,000,000          10,000,000      간접비 수익 증가로 인한 연구개발능률성과금 지급 10,000,000     

254,000,000         254,000,000        -                   

기관공통지원경비(간접비) 114,000,000          114,000,000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간접비) 53,000,000            53,000,000          -                   

연구실안전관리비(간접비) 20,000,000            20,000,000          -                   

연구보안관리비(간접비) 1,000,000              1,000,000            -                   

연구윤리활동비(간접비) 1,000,000              1,000,000            -                   

대학연구활동지원금(간접비) 65,000,000            65,000,000          -                   

50,000,000           50,000,000         -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간접비) 50,000,000            50,000,000          -                   

453,260,000         650,260,000        -197,000,000

453,260,000         650,260,000        -197,000,000

인건비(일반) -                         197,000,000         -197,000,000 인건비(간접비) 세목 변경 -197,000,000

일반제경비(일반) 453,260,000          453,260,000         -                   

10,000,000           10,000,000         -                   

10,000,000           10,000,000         -                   

기타운영외비용 10,000,000            10,000,000          -                   

   5)운영외비용

연구지원비(간접비)

성과활용지원비(간접비)

일반관리비

   4)일반관리비현금유출액

운영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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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목 추경예산액 본예산액 증감세목  산     출     근     거

300,000,000         300,000,000        -                   

300,000,000         300,000,000        -                   

학교회계전출금 300,000,000          300,000,000         -                   

201,524,000         110,000,000        91,524,000     

102,524,000         11,000,000         91,524,000     

기계기구취득 89,524,000            5,000,000            84,524,000      산업단지 캠퍼스 사업비 기계기구 구입 70,000,000     

한국연구재단 핵심개인연구(미래부) 연구기자재 구입 9,524,000       

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지원사업 사업단 PC등 구입 5,000,000       

집기비품취득 13,000,000            6,000,000            7,000,000        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지원사업 사업단 책상등 구입 7,000,000       

99,000,000           99,000,000         -                   

지식재산권취득 99,000,000            99,000,000          -                   

76,000,000           56,000,000         20,000,000     

76,000,000           56,000,000         20,000,000     

임대보증금 감소 76,000,000            56,000,000          20,000,000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임대보증금 증가 20,000,000     

2,146,590,555       2,081,805,185     64,785,370     

14,458,734,188     11,309,223,466   3,149,510,722 

3.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무형자산 취득지출

지출 예산 합계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부채의 상환

   1)유형자산취득지출

기말의 현금

학교회계전출금

   6)학교회계전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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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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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042-520-5512   Fax 042-520-5552

                                                                   http://www.p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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