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2020. 3. 1 ~ 2021. 2. 28)
                 

산학협력단 현금예산서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



2020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현금예산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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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산학협력체제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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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2020회계연도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 제1회 추가경정 현금예산총액은 수입.지출 각각

25,979,025천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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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수익 2,018,558       2,249,551    230,993-     -10% 산학협력비 1,107,419        1,380,751        273,332-     -20%

지원금수익 18,961,763      19,185,136   223,373-     -1% 지원금사업비 16,783,966      18,443,796      1,659,830-  -9%

간접비수익 1,014,881       1,332,889    318,008-     -24% 간접비사업비 856,389          996,400          140,011-     -14%

전입및기부금수익 33,000           29,500        3,500        12% 일반관리비 520,000          666,880          146,880-     -22%

운영외수익 45,000           70,000        25,000-      -36% 운영외비용 5,000             10,000            5,000-        -50%

학교회계전출금 500,000          500,000          -             0%

운영수익 합계 22,073,202     22,867,076  793,874-    -3% 운영비용 합계 19,772,774     21,997,827     2,225,053-  -1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1,620,954        742,049          878,905     118%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52,000           56,500        4,500-        -8%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110,000          79,000            31,000      39%

자본및부채수입

합  계
52,000           56,500        4,500-        -8%

자본및부채지출

합  계
1,730,954       821,049         909,905    111%

기초의 현금 3,853,823       4,960,372    1,106,549-  -22% 기말의 현금 4,475,297       5,065,072       589,775-    -12%

현금수입 총계 25,979,025     27,883,948  1,904,923-  -7% 현금지출총계 25,979,025     27,883,948     1,904,923-  -7%

추가경정 현금예산서 총괄표

(단위:천원) 

수    입    부 지    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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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관 항 목

22,125,202               22,923,576               798,374-                   <별첨> 예산목별 명세서

22,073,202               22,867,076               793,874-                   

1)산학협력수익현금유입액 2,018,558                  2,249,551                  230,993-                    

2)지원금수익현금유입액 18,961,763                 19,185,136                 223,373-                    

3)간접비수익현금유입액 1,014,881                  1,332,889                  318,008-                    

4)전입및기부금수익현금유입액                       33,000                       29,500 3,500                       

5)운영외수익현금유입액                       45,000                       70,000 25,000-                      

-                             -                             -                             

1)유형자산매각대 -                             -                             -                             

2)무형자산매각대 -                             -                             -                             

52,000                     56,500                     4,500-                       

1)부채의차입 52,000                      56,500                      4,500-                       

추가경정 현금예산서
(2020년 03월 01일부터  2021년 02월 28까지)

과                    목
추경예산액 본예산액 증   감 산   출   근   거

Ⅰ. 현금유입액

1.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3.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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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관 항 목

과                    목
추경예산액 본예산액 증   감 산   출   근   거

21,503,728               22,818,876               1,315,148-                 

19,772,774               21,997,827               2,225,053-                 

1)산학협력비현금유출액 1,107,419                  1,380,751                  273,332-                    

2)지원금사업비현금유출액 16,783,966                 18,443,796                 1,659,830-                  

3)간접비사업비현금유출액 856,389                    996,400                    140,011-                    

4)일반관리비현금유출액 520,000                    666,880                    146,880-                    

5)운영외비용현금유출액 5,000                       10,000                      5,000-                       

6)학교회계전출금현금유출액 500,000                    500,000                    -                             

1,620,954                 742,049                   878,905                   

1)투자자산취득지출 -                             -                             -                             

2)유형자산취득지출 1,551,454                  612,549                    938,905                    

3)무형자산취득지출 69,500                      129,500                    60,000-                      

110,000                   79,000                     31,000                     

1)부채의상환 110,000                    79,000                      31,000                      

621,474 104,700 516,774                   

3,853,823                 4,960,372                 1,106,549-                 

4,475,297                 5,065,072                 589,775-                   Ⅴ. 기말의 현금

Ⅱ. 현금유출액

1.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3.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Ⅲ. 현금의 증감

Ⅳ. 기초의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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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목 추경예산액 본예산액 증감

22,073,202,000       22,867,076,000       793,874,000-    

2,018,558,000         2,249,551,000         230,993,000-    

1,007,878,000         1,279,951,000         272,073,000-    

정부연구수익(산학) 932,897,000            1,211,009,000          278,112,000-     (사)식생활교육경기네트워크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47,369,000

(재)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36,225,000

(재)대전테크노파크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사업         27,600,000

경기도교육청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9,838,000

광주광역시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4,528,000

국립수목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39,452,000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09,000

국회입법조사처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4,794,000

군사편찬연구소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1,342,000

글로벌금산진생사업단 금산인삼 세계화 6차산업 육성사업         19,726,000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1,760,000

대전광역시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30,450,000

대전광역시 서구청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1,837,000

대전광역시 의회사무처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7,340,000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에듀테크 중장기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28,602,000

산림청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47,342,000

세종학당재단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72,611,000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37,492,000

육군종합군수학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39,338,000

중앙대학교산학협력단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9,529,000

한국개발연구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4,794,000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08,732,000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27,262,000

한국법제연구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1,628,000

한국산업인력공단 2020년 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        113,401,000

예산목별 명세서(수입)

세  목  산     출     근     거

   1)산학협력수익현금유입액

연구수익

1.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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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목 추경예산액 본예산액 증감세  목  산     출     근     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9,726,00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70,000

산업체연구수익(산학) 74,981,000              68,942,000              6,039,000        LG전자주식회사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74,981,000

70,000,000             40,000,000             30,000,000     

지식재산권이전수익 66,000,000              25,000,000              41,000,000              66,000,000

노하우이전수익 4,000,000               15,000,000              11,000,000-      노하우의 대여 및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4,000,000

935,680,000           918,800,000           16,880,000     

설비자산사용료수익 17,880,000              1,000,000               16,880,000      공용장비 사용료 수익         17,880,000

임대료수익 917,800,000            917,800,000            -                   임대료 수익        578,000,000

       510,000,000

        13,000,000

        55,000,000

관리비 수익        339,800,000

       310,000,000

          4,800,000

        25,000,000

5,000,000              10,800,000             5,800,000-       

기타산학협력수익(산학) 5,000,000               10,800,000              5,800,000-        산업체 산업자문료           5,000,000

18,961,763,000       19,185,136,000       223,373,000-    

4,290,598,000         5,102,999,000         812,401,000-    

정부연구수익(지원금) 4,282,663,000          5,102,999,000          820,336,000-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철도기술연구사업 24,946,000        

(사)한국창업보육협회 BI보육역량강화 지원사업 50,682,000        

(재)산학협동재단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0,350,000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청년TLO 육성사업 445,439,000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 20,00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학 發 기술창업 아이템고도화지원사업 83,637,00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 437,000,000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69,862,000        

중소벤처기업부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34,385,000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주력산업육성 60,962,00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광역협력산업육성사업 101,540,000       

설비자산사용료수익

기타산학협력수익

연구수익

지식재산권 권리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대덕산학협력관 임대료수익(118호실)

  청원산학협력관 임대료수익(2호실)

  본교 창업보육센터 임대료수익(46호실)

  대덕산학협력관 관리비수익

  청원산학협력관 관리비수익

  본교 창업보육센터 관리비수익

   2)지원금수익현금유입액

기술이전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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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목 추경예산액 본예산액 증감세  목  산     출     근     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중소·중견기업R&D산업인턴지원사업 42,550,00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자동차부품기업 공급생태계 고도화 기술개발 사업 9,775,00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가혁신클러스터수요맞춤형(R&D)사업 13,761,000        

한국연구재단 (B유형)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14,950,000        

한국연구재단 (이공)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 11,954,000        

한국연구재단 (이공)학문후속세대양성_리서치펠로우 7,188,000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260,847,000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중견연구자지원사업 64,610,000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학문후속세대(박사후국내연수) 93,660,000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학문후속세대(시간강사지원) 57,308,000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학문후속세대(학술연구교수) 66,389,000        

한국연구재단 교육인력양성사업(지역신산업선도인력양성사업) 18,000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 550,225,000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_신진연구 73,424,000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_재도약연구 13,831,000        

한국연구재단 명저번역지원사업 33,350,000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지원사업 29,488,000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구.일반연구자지원사업) 2,268,000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57,000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생애첫연구지원사업) 152,361,000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지원사업) 92,559,000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 72,784,000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학문후속세대양성_박사후국내연수 78,362,000        

한국연구재단 이공학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_기본연구 244,970,000       

한국연구재단 이공학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_보호연구 8,552,000          

한국연구재단 이공학개인기초연구사업 기본연구(수학) 29,193,000        

한국연구재단 이공학개인기초연구사업(지역대학우수과학자) 33,102,000        

한국연구재단 이공학개인기초연구사업_중견연구 112,013,000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397,698,000       

한국연구재단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지원사업 145,108,000       

한국연구재단 학술인문사회사업(신진연구자지원사업) 1,3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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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학술인문사회사업(우수논문지원사업) 6,000               

한국연구재단 학술인문사회사업(인문사회분야 토대기초연구지원) 144,211,000       

한국연구재단 학술인문사회사업(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340,000            

한국연구재단 학술인문사회사업(중견연구자지원사업) 15,638,000        

한국연구재단 한-EU 교육협력사업 22,526,000        

한국연구재단 한중신진과학자교류사업 2,631,000          

한국특허전략개발원
2020년도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

화 지원 사업
17,250,000        

한국환경공단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3,278,000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수색구조 기술 개발사업 44,231,000        

산업체연구수익(지원금) 7,935,000               -                          7,935,00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 중소중견기업 R&D 산업인턴지원사업 7,935,000          

3,850,396,000         3,545,868,000         304,528,000    

교육운영수익(지원금) 3,850,396,000          3,545,868,000          304,528,000     한국연구재단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국비)
1,444,195,000    

대전광역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지자체)
144,547,000       

정보통신기획평가원 SW중심대학(국비) 2,038,155,000    

대전광역시 SW중심대학(지자체) 34,500,000        

㈜커뮤 외 SW중심대학(기업) 103,500,000       

한국국제협력단 대학교국제개발협력이해증진사업 26,613,000        

원아시아재단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4,956,000        

대전광역시 교육청 2020년도 고교-대학 연계 R&E 전공체험프로그램         43,930,000

10,820,769,000       10,536,269,000       284,500,000    

기타지원금수익(지원금) 10,820,769,000        10,536,269,000        284,500,000     (사)식생활교육대전네트워크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2,018,000        

(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6,721,000        

계룡시청 계룡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48,400,000       

대전광역시 아이돌봄지원사업 6,510,918,000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새일센터 968,842,000       

대전광역시 대전배재대ICT융합새일센터 757,105,000       

대전광역시 서구청 대전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832,600,000       

대전광역시 서구청 대전서구가족지원센터 926,180,000       

대전광역시교육청 서부다문화교육센터 131,100,000       

교육운영수익(지원금)

기타지원금수익(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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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청소년센터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7,582,000        

보건복지부 학교인구교육 교재개발 보급 64,860,000        

보건복지부 인구교육 홈페이지 운영 21,620,000        

보건복지부 인구교육 교사수업 경진대회 개최 43,240,000        

보건복지부 대학 인구교육 강좌 개설 지원 65,067,000        

보건복지부 인구교육 연구·선도학교 운영 204,516,000       

1,014,881,000         1,332,889,000         318,008,000-    

57,843,000             56,500,000             1,343,000       

산학협력연구수익(산학간접비) 57,343,000              55,400,000              1,943,000        산학협력연구수익 간접비 57,343,000        

기타산학협력수익(산학간접비) 500,000                 1,100,000               600,000-          680,000            

957,038,000           1,276,389,000         319,351,000-    

연구수익(지원금 간접비) 383,167,000            663,700,000            280,533,000-            383,167,000

교육운영수익(지원금간접비) 508,088,000            550,231,000            42,143,000-      교육운영수익 간접비        508,088,000

기타지원금수익(지원금간접비) 65,783,000              62,458,000              3,325,000        기타지원금수익 간접비 65,783,000        

33,000,000             29,500,000             3,500,000       

33,000,000             29,500,000             3,500,000       

일반기부금 30,000,000              -                          30,000,000              30,000,000

지정기부금 3,000,000               29,500,000              26,500,000-                3,000,000

45,000,000             70,000,000             25,000,000-     

45,000,000             70,000,000             25,000,000-     

이자수익 20,000,000                            50,000,000 -     30,000,000 연구사업 이자수익         20,000,000

기타운영외수익               25,000,000               20,000,000         5,000,000 대덕산학협력관 대관료           1,000,000

임대관리비 연체료           7,000,000

기타의 운영외수익         17,000,000

   3)간접비수익현금유입액

산학협력수익

   4)전입및기부금수익현금유입액

기부금수익

   5)운영외수익현금유입액

지원금수익

운영외 수익

기타산학협력연구수익 간접비

정부 및 산업체 연구수익 간접비

산학협력단 발전기금

창업보육센터 보육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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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52,000,000              56,500,000 -      4,500,000

             52,000,000              56,500,000 -      4,500,000

임대보증금 증가               52,000,000               56,500,000 4,500,000-                45,000,000

          2,000,000

          5,000,000

3,853,823,000         4,960,372,000         1,106,549,000- 2019년도 결산 기말의 자금

25,979,025,000       27,883,948,000       1,904,923,000- 

대덕산학협력관 임대보증금 유입액

청원산학협력관 임대보증금 유입액

본교 창업보육센터(하워드관) 임대보증금 유입액

부채의 차입

수입 예산 합계

기초의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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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추경예산액 본예산액 증감

19,772,774,000     21,997,827,000     2,225,053,000-         

1,107,419,000       1,380,751,000       273,332,000-            

986,419,000         1,279,951,000       293,532,000-            

인건비(산학) 268,134,000 391,803,000          123,669,000-             (사)식생활교육경기네트워크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380,000

LG전자 주식회사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7,940,000

경기도교육청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9,575,000

국회입법조사처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5,696,000

군사편찬연구소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150,000

글로벌금산진생사업단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4,143,000

대전광역시 의회사무처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8,415,000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6,526,000

산림청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0,871,000

세종학당재단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09,953,000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6,810,000

육군종합군수학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8,055,000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20,930,000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21,712,000

한국법제연구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8,050,00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6,928,000

학생인건비(산학) 37,656,000            82,850,000            45,194,000-              LG전자 주식회사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035,000

국립수목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26,910,000

국회입법조사처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2,439,000

대전광역시 서구청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106,000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341,000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199,000

한국산업인력공단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4,626,000

연구장비.재료비(산학) 41,283,000            66,253,000            24,970,000-              (재)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8,221,000

(재)대전테크노파크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사업 26,220,000

예산목별 명세서(지출)

세목  산     출     근     거

1.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산학협력비현금유출액

산학협력연구비

- 10 -   2020-1차 예산목별 명세서-지출



단위 : 원

목 추경예산액 본예산액 증감세목  산     출     근     거

국립수목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6,267,000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575,000

연구활동비(산학) 374,628,000          267,433,000          107,195,000             (사)식생활교육경기네트워크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41,849,000

(재)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24,343,000

(재)대전테크노파크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사업 1,380,000

LG전자 주식회사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37,946,000

경기도교육청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4,692,000

광주광역시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503,000

국립수목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2,572,000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09,000

국회입법조사처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690,000

글로벌금산진생사업단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6,668,000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1,224,000

대전광역시 서구청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2,403,000

대전광역시 의회사무처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3,392,000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4,276,000

산림청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6,570,000

세종학당재단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42,631,000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7,306,000

육군종합군수학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4,569,000

중앙대학교산학협력단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957,000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72,338,000

한국법제연구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690,000

한국산업인력공단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87,450,00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70,000

연구과제추진비(산학) 8,747,000 153,724,000          144,977,000-             LG전자 주식회사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21,000

국립수목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345,000

글로벌금산진생사업단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3,512,000

산림청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646,000

세종학당재단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495,000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57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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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종합군수학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30,000

한국법제연구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588,000

한국산업인력공단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331,000

연구수당(산학) 255,971,000          317,888,000          61,917,000-              (사)식생활교육경기네트워크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4,140,000

LG전자 주식회사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7,940,000

경기도교육청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5,571,000

광주광역시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4,025,000

국립수목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3,358,000

국회입법조사처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5,970,000

군사편찬연구소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0,192,000

글로벌금산진생사업단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5,402,000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535,000

대전광역시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30,450,000

대전광역시 서구청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8,328,000

대전광역시 의회사무처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5,532,000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7,800,000

산림청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8,254,000

세종학당재단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8,533,000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4,661,000

육군종합군수학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6,584,000

중앙대학교산학협력단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8,571,000

한국개발연구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4,794,000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3,690,000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5,549,000

한국법제연구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2,300,000

한국산업인력공단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20,994,00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2,798,000

71,000,000           55,000,000           16,000,000             

지식재산권실시.양도비 21,000,000            5,000,000             16,000,000              5,000,000           

16,000,000         

산학협력보상금 50,000,000            50,000,000            -                           50,000,000         

지식재산권비용

지식재산권 권리이전(10건*500,000)

PCU특허 갭펀드 교내 R&D과제 연구비

기술이전으로 인한 산학협력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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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0           45,800,000           4,200,000               

기타산학협력비 50,000,000            45,800,000            4,200,000                45,000,000         

산업자문료            5,000,000

16,783,966,000     18,443,796,000     1,659,830,000-         

3,906,915,000       4,591,107,000       684,192,000-            

인건비(지원금) 1,267,933,000        1,402,045,000        134,112,000-             (재)산학협동재단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8,640,000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청년TLO육성사업 353,897,00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학 發 기술창업 아이템고도화지원사업 12,000,00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 144,600,00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광역협력산업육성사업 33,600,000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학문후속세대양성)_박사후국내연수 81,420,000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학문후속세대양성_박사후국내연수 68,141,000

한국연구재단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지원사업 126,000,000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사업) 21,300,000

한국연구재단 한중신진과학자교류사업 2,274,000

한국연구재단 학술인문사회사업(인문사회분야 토대기초연구지원) 57,808,000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학문후속세대(학술연구교수) 52,000,000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 71,000,000

한국연구재단 이공학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_기본연구 3,264,000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지원사업) 27,389,000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47,200,000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140,000,000

한국연구재단 이공학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_생애 첫 연구사업 3,000,000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수색구조 기술 개발사업 14,400,000

학생인건비(지원금) 328,233,000          569,654,000          241,421,00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학 發 기술창업 아이템고도화지원사업 5,175,000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50,922,000

중소벤처기업부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9,861,000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주력산업육성 4,140,00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광역협력산업육성사업 6,900,00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가혁신클러스터수요맞춤형(R&D)사업 9,884,000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사업) 13,110,000

가족회사(가족기업, BI기업 외) 지원사업

   2)지원금사업비현금유출액

연구비(지원금)

기타산학협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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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생애첫연구지원사업) 3,450,000

한국연구재단 이공학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_보호연구 690,000

한국연구재단 학술인문사회사업(인문사회분야 토대기초연구지원) 14,375,000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 3,680,000

한국연구재단 이공학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_기본연구 65,090,000

한국연구재단 이공학개인기초연구사업(지역대학우수과학자) 9,384,000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중견연구자지원사업 16,468,000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지원사업 1,380,000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19,780,000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지원사업) 32,361,000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28,980,000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_신진연구 8,280,000

한국연구재단 이공학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_생애 첫 연구사업 15,525,000

한국연구재단 이공학개인기초연구사업 기본연구(수학) 4,658,000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수색구조 기술 개발사업 4,140,000

연구장비.재료비(지원금) 349,414,000          700,581,000          351,167,000-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철도기술연구사업 24,720,000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 10,00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학 發 기술창업 아이템고도화지원사업 34,500,000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6,615,000

중소벤처기업부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17,250,000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주력산업육성 31,586,000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구.일반연구자지원사업) 50,000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사업) 230,000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생애첫연구지원사업) 26,754,000

한국연구재단 학술인문사회사업(인문사회분야 토대기초연구지원) 7,590,000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 44,850,000

한국연구재단 이공학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_기본연구 58,899,000

한국연구재단 이공학 개인기초연구사업(지역대학우수과학자) 14,903,000

한국연구재단 이공학 개인기초연구사업_중견연구 37,596,000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 23,000,000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지원사업 10,3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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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중견연구자지원사업 931,000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학문후속세대(시간강사지원) 2,335,000

한국연구재단 (이공)학문후속세대양성_리서치펠로우 3,795,000

한국연구재단 이공학개인기초연구사업_기본연구(수학) 3,450,000

연구활동비(지원금) 1,598,379,000        1,363,650,000        234,729,000             (사)식생활교육대전네트워크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1,742,000

(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6,031,000

(사)한국창업보육협회 BI보육역량강화 지원사업 50,682,000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청년TLO육성사업 38,456,000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철도기술연구사업 226,000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 10,000

무지개청소년센터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7,582,000

보건복지부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309,373,00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학 發 기술창업 아이템고도화지원사업 5,175,00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235,060,000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2,325,000

중소벤처기업부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690,000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주력산업육성 2,300,00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광역협력산업육성사업 50,250,00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중소·중견기업R&D산업인턴지원사업 48,185,00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가혁신클러스터수요맞춤형(R&D)사업 1,232,000

한국연구재단 (이공)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 11,491,000         

한국연구재단 (이공)학문후속세대양성_리서치펠로우 2,817,000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73,140,000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중견연구자지원사업 17,886,000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학문후속세대(시간강사지원) 42,535,000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학문후속세대(학술연구교수) 6,589,000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 241,500,000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_신진연구 48,547,000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_재도약연구 12,681,000         

한국연구재단 명저번역지원사업 33,350,000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지원사업 5,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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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구.일반연구자지원사업) 1,716,000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생애첫연구지원사업) 53,104,000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지원사업) 41,577,000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사업) 18,080,000         

한국연구재단 이공학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_기본연구 44,694,000         

한국연구재단 이공학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_보호연구 7,600,000           

한국연구재단 이공학개인기초연구사업 기본연구(수학) 8,194,000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57,500,000         

한국연구재단 학술인문사회사업(신진연구자지원사업) 1,374,000           

한국연구재단 학술인문사회사업(인문사회분야 토대기초연구지원) 36,447,000         

한국연구재단 학술인문사회사업(중견연구자지원사업) 4,784,000           

한국특허전략개발원 2020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사업 10,235,000

한국환경공단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3,278,000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수색구조 기술 개발사업 14,790,000

연구과제추진비(지원금) 33,892,000            75,856,000            41,964,000-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 / (구) 일반연구자지원사업 445,000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중견연구자지원사업 8,591,000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지원사업 3,408,000

(재)산학협동재단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58,000

보건복지부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4,375,000

한국특허전략개발원 2020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사업 7,015,000

연구수당(지원금) 329,064,000          479,321,000          150,257,000-             한국연구재단 (B유형)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7,475,000           

한국연구재단 (이공)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 463,000             

한국연구재단 (이공)학문후속세대양성_리서치펠로우 576,000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34,385,000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중견연구자지원사업 16,560,000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학문후속세대(시간강사지원) 9,200,000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 5,520,000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_신진연구 5,097,000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_재도약연구 1,150,000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지원사업 5,520,000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생애첫연구지원사업) 12,72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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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지원사업) 6,976,000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사업) 10,012,000         

한국연구재단 이공학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_기본연구 14,507,000         

한국연구재단 이공학개인기초연구사업 기본연구(수학) 7,142,000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55,200,000         

한국연구재단 학술인문사회사업(인문사회분야 토대기초연구지원) 19,320,000         

(사)식생활교육대전네트워크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276,000

(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690,000

보건복지부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75,555,00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11,500,00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광역협력산업육성사업 5,750,00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중소·중견기업R&D산업인턴지원사업 2,300,00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자동차부품기업 공급생태계 고도화 기술개발 사업 9,775,00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가혁신클러스터수요맞춤형(R&D)사업 2,645,000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수색구조 기술 개발사업            8,741,000

2,501,906,000       3,316,420,000       814,514,000-            

인건비(지원금교육) 1,065,394,000 1,192,992,000        127,598,000-             한국연구재단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493,929,000

대전광역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25,346,000

원아시아재단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5,750,000

정보통신기획평가원 SW중심대학 532,965,000

한국국제협력단 대학교국제개발협력이해증진사업 5,334,000

대전광역시 교육청 2020년도 고교-대학 연계 R&E 전공체험프로그램 2,070,000

교육과정개발비(지원금교육) 138,323,000          123,600,000          14,723,000              한국연구재단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138,323,000        

장학금(지원금교육) 1,150,000             22,800,000            21,650,000-              원아시아재단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150,000           

실험실습비(지원금교육) 185,692,000          164,400,000          21,292,000              한국국제협력단 대학교국제개발협력이해증진사업 20,092,000

한국연구재단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165,600,000

기타교육운영비(지원금교육) 1,111,347,000        1,812,628,000        701,281,000-             한국연구재단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288,511,000

교육운영비(지원금교육)

- 17 -   2020-1차 예산목별 명세서-지출



단위 : 원

목 추경예산액 본예산액 증감세목  산     출     근     거

대전광역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28,304,000

원아시아재단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8,056,000

정보통신기획평가원 SW중심대학 743,429,000

한국국제협력단 대학교국제개발협력이해증진사업 1,187,000

대전광역시 교육청 2020년도 고교-대학 연계 R&E 전공체험프로그램 41,860,000

10,375,145,000     10,536,269,000     161,124,000-            

기타지원금사업비 10,375,145,000       10,536,269,000       161,124,000-             계룡시청 계룡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48,400,000

대전광역시 아이돌봄지원사업 6,510,918,000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새일센터 968,842,000

대전광역시 대전배재대ICT융합새일센터 757,105,000

대전광역시 서구청 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832,600,000

대전광역시 서구청 대전서구가족지원센터 926,180,000

대전광역시 교육청 서부다문화교육센터 131,100,000

856,389,000         996,400,000         140,011,000-            

534,000,000         534,000,000         -                           

인건비(간접비) 400,000,000          400,000,000          -                                   280,000,000

          30,000,000

          50,000,000

          40,000,000

연구개발능률성과급(간접비) 134,000,000          134,000,000          -                           134,000,000        

261,389,000         380,400,000         119,011,000-            

기관공통지원경비(간접비) 82,600,000            82,600,000            -                                     10,000,000

          10,000,000

           5,000,000

           4,000,000

           4,000,000

           4,000,000

           7,000,000

           4,000,000

           3,000,000

           3,000,000

기타지원금사업비

   3)간접비사업비현금유출액

연구지원비(간접비)

여비

제세공과금(지방소득세, 협의회, 연회비 등)

교육훈련비

회의비

업무추진비

인력지원비(간접비)

산학협력단 직원 9명 인건비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직원 1명 인건비

기술이전센터 직원 1명 인건비, TLO전담연구원 1명 인건비

산학협력단 직원 연가보상 등 기타수당

연구자 및 각종 사업 수주기여자 성과금 지급

복리후생비

홍보비(연구성과 홍보 및 홍보물 제작)

소모품 (복사용지 등)

수선비(기계기구 수리 등)

출판인쇄비(연구결과보고서 및 예.결산 인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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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000

          11,000,000

           5,000,000

           1,600,000

           1,000,000

           1,000,000

           4,000,000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간접비) 139,789,000          244,800,000          105,011,000-                       10,000,000

           1,000,000

           5,000,000

           3,000,000

           1,000,000

           1,000,000

           3,000,000

             500,000

<기술이전센터운영비>           12,000,000

           2,000,000

           1,500,000

           6,000,000

           1,000,000

           1,500,000

          16,700,000

           2,500,000

           4,000,000

           8,000,000

           1,200,000

           1,000,000

           1,000,000

             500,000

             500,000

일반용역비(회계감사 등 위탁용역)

창업보육센터 여비2인

창업보육센터 교육훈련비

창업보육센터 복리후생비

창업보육센터 업무추진비

창업보육센터 홍보비(카달로그제작, 홍보물품 등)

지급수수료(보증증권 등 각종수수료)

<LINC+사업단> 사회맟춤형학과 중점형 LINC+사업협의회 연회비 지원(4차년도)

<청년TLO육성사업> TLO연구원 퇴직 4대보험(기관부담금) 정산분

  (발명인터뷰)우수지재권 개발비(Lab 컨설팅 및 I/G 및 선행특허정보조사) 5건*400,000원

  기술설명회 참가비 3회*500,000

  (발명인터뷰)보유기술 SMK 및 기술판넬 제작비 30건*200,000원

  발명자인터뷰 및 기술이전 마케팅 10회*100,000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운영비>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및 성과발표회 등 대학분담금 및 참가비

  (사)한국산학협회 및 대전지역 협의회비

  산학협력기술개발사업 설명회 운영경비

  기타운영비 (회의비 및 세미나, 소모품비, 업무추진비 등)

<공용장비센터 운영비> 장비심의위원회 등 회의비 및 세미나

  창업보육센터 제도개선연구회

<기업지원센터 운영비>

  산학협력수요조사 운영경비

  기타운영비 (회의비 및 세미나, 업무추진비 등)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회비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전국 및 대전창업보육협의회비

  입주기업 선정평가 심사비 2명*10회*200,000원

  입주기업 지원비(전시회 참가지원) 6개회사

  입주기업 간담회 개최비 20개회사*2회*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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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589,000

          10,000,000

           4,805,000

           7,500,000

           1,796,000

           4,268,000

           6,590,000

               75,000

           7,180,000

           3,500,000

          14,779,000

          19,537,000

  기타 사업단 운영비(사무용품, 소모품, 수수료 외)           15,55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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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보안관리비(간접비) -                        5,000,000             5,000,000-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보안교육비 -                      

연구윤리활동비(간접비) -                        5,000,000             5,000,000-                연구윤리확립 및 연구부정행위예방등에 관한 비용 -                      

대학연구활동지원금(간접비) 18,000,000            20,000,000            2,000,000-                연구활동장려 지원(공모과제 지원금) 15,000,000         

-                           연구활동장려 지원금(인쇄비 외) 1,000,000           

-                           중대형 정부사업과제 유치 지원금 2,000,000           

대학기반시설및장비운영비(간접비) 1,000,000             3,000,000             2,000,000-                공용장비 유지보수 경비 1,000,000           

61,000,000           82,000,000           21,000,000-             

과학문화활동비 1,000,000             2,000,000             1,000,000-                교내 연구개발과제 홍보 관련 경비 1,000,000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간접비) 60,000,000            80,000,000            20,000,000-              지식재산권 유지 연차관리비 40,000,000         

등록거절 건에 대한 선급금 대체 32건*\1,500,000 20,000,000         

520,000,000         666,880,000         146,880,000-            

520,000,000         666,880,000         146,880,000-            

인건비(일반) 60,000,000            60,000,000            -                           창업보육센터 직원 2명 인건비 55,000,000         

창업보육센터 직원 연가보상 등 기타수당 5,000,000           

일반제경비(일반) 460,000,000          606,880,000          146,880,000-               대덕산학협력관         437,220,000

   일반관리비 390,000,000        

시설관리용역비 : 13,000,000*12개월 156,000,000        

<AI·SW중심대학사업단>

  협의회비

  학생지원비

  사업단 워크숍 개최비용

  회의비

  홍보품비

성과활용지원비(간접비)

   4)일반관리비현금유출액

  버스운영비(재료비,시승식운영비 외)

  행정인력 성과급(2명)

  참여인력 시간외수당

  인쇄비(현수막 외)

  전문가활용비

  출장비

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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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비 : 전기자재, 출입문열쇠, 종이컵, 제초제,

소(대)봉투 등
1,000,000           

지급수수료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수수료, 등기발송료 1,000,000           

소송비용 : 내용증명서, 명도소송비용, 강제집행비용 등 1,000,000           

세금 및 공과 : 상하수도사용료 1,300,000*12개월,

공용정수기관리비 : 135,000*12개월, 도로점용료,

환경개선부담금, 주민세 등

          25,000,000

교육비 : 회비 및 교육비(소방, 승강기 등) 500,000             

사무용품비 : 프린터 잉크, 복사용지 외 1,500,000           

전기요금 : 대덕산학협력관 월 평균 전기요금 납부

금액 17,000,000원 * 12개월
204,000,000        

   시설관리비 38,580,000         

폐수유지관리비 : 1,500,000*12개월(월정액수수료)

폐수 안전관리 원격시스템 사용료 : 10,000*12개
18,120,000         

소방유지관리비 : 360,000*12개월(월정액수수료) 3,600,000           

승강기유지관리비 : 280,000*12개월(월정액수수료) 3,360,000           

수선유지비 : 번호키, 자물쇠, 폐수처리시설비용,

비상용발전기, 환경정비, 소방시설보수공사, 승강

기검사, 시설물 매입비 및 기타 수선유지비

13,500,000         

   위생관리비 8,640,000           

청소용품비 : 월소모품, 연소모품, 고정물품 6,640,000           

방역소독비 : 250,000*6개월 및 추가소독 비용 2,000,000           

청원산학협력관  21,080,000         

   일반관리비 13,940,000         

세금 및 공과 : 통신요금 : 40,000*12개월(월정액),

도로점용료, 환경개선부담금, 주민세 등
5,840,000           

교육비 : 회비 및 교육비 (소방, 승강기 등) 150,000             

전기요금 : 650,000*12개월 (간판 전기요금 포함) 7,800,000           

지급수수료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수수료 150,000             

   시설관리비 6,140,000           

폐수유지관리비 : 170,000*12개월 (월정액수수료) 2,040,000           

소방유지관리비 : 120,000*12개월 (월정액수수료) 1,800,000           

승강기유지관리비 : 140,000*12개월 (월정액수수료 1,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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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유지비 : 승강기검사 및 기타 수선유지비 500,000             

   위생관리비 1,000,000           

청소용품비 : 청소용역 및 청소용품비 1,000,000           

본교 창업보육센터(하워드관)  1,700,000           

   일반관리비 지급수수료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수수료 700,000             

   시설관리비 수선유지비 : 번호키, 환경정비, 시설물 매입 외 1,000,000           

5,000,000            10,000,000           5,000,000-               

5,000,000            10,000,000           5,000,000-               

기타운영외비용 5,000,000             10,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00         500,000,000         -                           

500,000,000         500,000,000         -                           

학교회계전출금 500,000,000          500,000,000          -                            학교회계 전출금 500,000,000        

1,620,954,000       742,049,000         878,905,000            

-                        -                        -                           

출자금 -                        -                        -                           

1,551,454,000       612,549,000         938,905,000            

기계기구취득 1,541,884,000        494,309,000          1,047,575,000           한국연구재단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352,092,000

대전광역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88,597,000

정보통신기획평가원 SW중심대학 854,556,000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 139,150,000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사업) 13,110,000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생애첫연구지원사업) 5,925,000

한국연구재단 이공학개인기초연구사업_중견연구 11,500,000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1,150,000

한국연구재단 이공학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_기본연구 11,500,000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642,000

(재)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20년 SW융합클러스터사업 「SW융합 인재양성」            3,662,000

          60,000,000

집기비품취득 9,570,000             118,240,000          108,670,000-             SW사업단 사무실 집기비품 3,570,000           

행정실 집기비품 구입(칼라복합기 외) 6,000,000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투자자산취득지출

   2)유형자산취득지출

연구통합관리(통합Ezbaro) 연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서버, 기기 구입

   5)운영외비용

운영외비용

 간접비 이관 및 이자반환, 임대보증금 이자세액 등

   6)학교회계전출금

학교회계전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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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00,000           129,500,000         60,000,000-             

지식재산권취득 69,500,000            69,500,000            -                           특허등록 25건*1,200,000 30,000,000         

37,500,000         

프로그램등록(저작권) 2,000,000           

기타무형자산취득 -                        60,000,000            60,000,000-              시스템 개발 -                      

110,000,000         79,000,000           31,000,000             

110,000,000         79,000,000           31,000,000             

임대보증금 감소 110,000,000          79,000,000            31,000,000              104,000,000        

2,000,000           

4,000,000           

4,475,297,000       5,065,072,000       589,775,000-             2020 기말의 현금

25,979,025,000     27,883,948,000     1,904,923,000-         

   3)무형자산 취득지출

 청원산학협력관 임대보증금 감소

 본교 창업보육센터 임대보증금 감소

기말의 현금

지출 예산 합계

출원건의 등록으로 인한 선급금 대체 건

3.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부채의 상환

 대덕산학협력관 임대보증금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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