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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회계연도 현금예산 총칙

제1조  2021회계연도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 현금예산총액은 수입.지출 각각 23,393,822천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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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단위 : 원) 

과  목 제 17(당) 기 제 16(전) 기 증감 증감율 과  목 제 17(당) 기 제 16(전) 기 증감 증감율

산학협력수익 1,885,134,000     2,018,558,000    133,424,000-      -7% 산학협력비 988,354,000      1,107,419,000   119,065,000-      -11%

지원금수익 15,934,160,000    18,961,763,000  3,027,603,000-    -16% 지원금사업비 14,569,394,000   16,783,966,000  2,214,572,000-    -13%

간접비수익 994,931,000        1,014,881,000    19,950,000-       -2% 간접비사업비 930,711,000      856,389,000      74,322,000        9%

전입및기부금수익 7,800,000           33,000,000        25,200,000-       -76% 일반관리비 565,000,000      520,000,000      45,000,000        9%

운영외수익 40,000,000         45,000,000        5,000,000-         -11% 운영외비용 6,000,000          5,000,000         1,000,000         20%

학교회계전출금 400,000,000      500,000,000      100,000,000-      -20%

운영수익 합계 18,862,025,000   22,073,202,000 3,211,177,000-  -15% 운영비용 합계 17,459,459,000 19,772,774,000 2,313,315,000-   -1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731,280,000      1,620,954,000   889,674,000-      -55%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56,500,000         52,000,000        4,500,000         9%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58,000,000        110,000,000      52,000,000-        -47%

자본및부채수입
합  계

56,500,000        52,000,000       4,500,000        9%
자본및부채지출

합  계
789,280,000     1,730,954,000  941,674,000-     -54%

기초의 현금 4,475,297,000    3,853,823,000   621,474,000     16% 기말의 현금 5,145,083,000   4,475,297,000  669,786,000     15%

현금수입 총계 23,393,822,000   25,979,025,000 2,585,203,000-  -10% 현금지출 총계 23,393,822,000 25,979,025,000 2,585,203,000-   -10%

현금예산서 총괄표

수    입    부 지    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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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단위 : 원

관 항 목

18,918,525,000           22,125,202,000           3,206,677,000-             <별첨> 예산목별 명세서 

18,862,025,000           22,073,202,000           3,211,177,000-             

1)산학협력수익현금유입액 1,885,134,000             2,018,558,000             133,424,000-               

1.연구수익 890,134,000               1,007,878,000             117,744,000-               

1.정부연구수익 815,154,000                932,897,000                117,743,000-                

2.산업체연구수익 74,980,000                  74,981,000                  1,000-                         

3.기술이전수익 70,000,000                 70,000,000                 -                               

1.지식재산권이전수익 66,000,000                  66,000,000                  -                               

2.노하우이전수익 4,000,000                   4,000,000                   -                               

4.설비자산사용료수익 915,000,000               935,680,000               20,680,000-                 

1.설비자산사용료수익 15,000,000                  17,880,000                  2,880,000-                   

2.임대료수익 900,000,000                917,800,000                17,800,000-                  

5.기타산학협력수익 10,000,000                 5,000,000                   5,000,000                   

1.기타산학협력수익 10,000,000                  5,000,000                   5,000,000                   

2)지원금수익현금유입액 15,934,160,000           18,961,763,000           3,027,603,000-             

1.연구수익 2,924,126,000             4,290,598,000             1,366,472,000-             

현  금  예  산  서
당기 2021년 03월 01일부터  2022년 02월 28까지

전기 2020년 03월 01일부터  2021년 02월 28까지

과                      목
 제 17(당) 기  제 16(전) 기 증   감 산   출   근   거

Ⅰ.현금유입액

1.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 2 - 현금예산서



관 항 목

과                      목
 제 17(당) 기  제 16(전) 기 증   감 산   출   근   거

1.정부연구수익 2,924,126,000              4,282,663,000              1,358,537,000-              

2.산업체연구수익 -                               7,935,000                   7,935,000-                   

2.교육운영수익 3,553,937,000             3,850,396,000             296,459,000-               

1.교육운영수익 3,553,937,000              3,850,396,000              296,459,000-                

3.기타지원금수익 9,456,097,000             10,820,769,000           1,364,672,000-             

1.기타지원금수익 9,456,097,000              10,820,769,000            1,364,672,000-              

3)간접비수익현금유입액 994,931,000               1,014,881,000             19,950,000-                 

1.산학협력수익 50,098,000                 57,843,000                 7,745,000-                   

1.산학협력연구수익 45,598,000                  57,343,000                  11,745,000-                  

3.기타산학협력수익 4,500,000                   500,000                      4,000,000                   

2.지원금수익 944,833,000               957,038,000               12,205,000-                 

1.지원금연구수익 329,500,000                383,167,000                53,667,000-                  

2.지원금교육운영수익 545,970,000                508,088,000                37,882,000                  

3.기타지원금수익 69,363,000                  65,783,000                  3,580,000                   

4)전입및기부금수익현금유입액 7,800,000                   33,000,000                 25,200,000-                 

1.기부금수익 7,800,000                   33,000,000                 25,200,000-                 

1.일반기부금 5,000,000                   30,000,000                  25,000,000-                  

2.지정기부금 2,800,000                   3,000,000                   200,000-                      

5)운영외수익현금유입액 40,000,000                 45,000,000                 5,000,000-                   

1.운영외수익 40,000,000                 45,000,000                 5,000,000-                   

1.이자수익 20,000,000                  20,000,000                  -                               

2.배당금수익 -                               -                               -                               

3.전기오류수정이익 -                               -                               -                               

4.기타운영외수익 20,000,000                  25,000,000                  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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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과                      목
 제 17(당) 기  제 16(전) 기 증   감 산   출   근   거

-                               -                               -                               

1)투자자산수입 -                               -                               -                               

2)유형자산매각대 -                               

1.기계기구매각대 -                               -                               -                               

2.집기비품매각대 -                               -                               -                               

3.기타유형자산매각대 -                               -                               -                               

3)무형자산매각대 -                               -                               -                               

1.지식재산권매각대 -                               -                               -                               

2.개발비매각대 -                               -                               -                               

3.기타무형자산매각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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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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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임대보증금증가 56,500,000                  52,000,000                  4,500,000                   

2.기타비유동부채증가 -                               

3.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2.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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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과                      목
 제 17(당) 기  제 16(전) 기 증   감 산   출   근   거

18,248,739,000           21,503,728,000           3,254,989,000-             

17,459,459,000           19,772,774,000           2,313,315,000-             

1)산학협력비현금유출액 988,354,000               1,107,419,000             119,065,000-               

1.산학협력연구비 815,154,000               986,419,000               171,265,000-               

1.인건비 216,045,000                268,134,000                52,089,000-                  

2.학생인건비 37,830,000                  37,656,000                  174,000                      

3.연구시설·장비비 1,000                         -                               1,000                         

4.연구활동비 360,642,000                -                               360,642,000                

5.연구재료비 21,692,000                  -                               21,692,000                  

3.연구장비·재료비 -                               41,283,000                  41,283,000-                  

4.연구활동비 -                               374,628,000                374,628,000-                

5.연구과제추진비 -                               8,747,000                   8,747,000-                   

6.연구수당 178,944,000                255,971,000                77,027,000-                  

2.지식재산권비용 115,000,000               71,000,000                 44,000,000                 

1.지식재산권실시·양도비 65,000,000                  21,000,000                  44,000,000                  

2.산학협력보상금 50,000,000                  50,000,000                  -                               

3.기타산학협력비 58,200,000                 50,000,000                 8,200,000                   

1.기타산학협력비 58,200,000                  50,000,000                  8,200,000                   

2)지원금사업비현금유출액 14,569,394,000           16,783,966,000           2,214,572,000-             

1.연구비 2,339,885,000             3,906,915,000             1,567,030,000-             

1.인건비 581,351,000                1,267,933,000              686,582,000-                

2.학생인건비 391,422,000                328,233,000                63,189,000                  

3.연구시설·장비비 10,000,000                  -                               10,000,000                  

4.연구활동비 939,140,000                -                               939,140,000                

Ⅱ.현금유출액

1.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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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과                      목
 제 17(당) 기  제 16(전) 기 증   감 산   출   근   거

5.연구재료비 148,044,000                -                               148,044,000                

3.연구장비·재료비 349,414,000                349,414,000-                

4.연구활동비 1,598,379,000              1,598,379,000-              

5.연구과제추진비 33,892,000                  33,892,000-                  

6.연구수당 269,928,000                329,064,000                59,136,000-                  

2.교육운영비 2,841,007,000             2,501,906,000             339,101,000               

1.인건비 1,269,432,000              1,065,394,000              204,038,000                

2.교육과정개발비 144,000,000                138,323,000                5,677,000                   

3.장학금 1,200,000                   1,150,000                   50,000                       

4.실험실습비 181,284,000                185,692,000                4,408,000-                   

5.기타교육운영비 1,245,091,000              1,111,347,000              133,744,000                

3.기타지원금사업비 9,388,502,000             10,375,145,000           986,643,000-               

1.기타지원금사업비 9,388,502,000              10,375,145,000            986,643,000-                

3)간접비사업비현금유출액 930,711,000               856,389,000               74,322,000                 

1.인력지원비 542,000,000               534,000,000               8,000,000                   

1.인건비 442,000,000                400,000,000                42,000,000                  

2.연구개발능률성과급 100,000,000                134,000,000                34,000,000-                  

2.연구지원비 322,461,000               261,389,000               61,072,000                 

1.기관 공통 비용 73,872,000                  82,600,000                  8,728,000-                   

2.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143,589,000                139,789,000                3,800,000                   

3.기반시설·장비구축·운영비 5,000,000                   1,000,000                   4,000,000                   

4.연구실안전관리비 20,000,000                  20,000,000                  -                               

5.연구보안관리비 5,000,000                   -                               5,000,000                   

6.연구윤리활동비 5,000,000                   -                               5,000,000                   

7.연구활동지원금 70,000,000                  18,000,000                  5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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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과                      목
 제 17(당) 기  제 16(전) 기 증   감 산   출   근   거

3.성과활용지원비 66,250,000                 61,000,000                 5,250,000                   

1.과학문화활동비 3,000,000                   1,000,000                   2,000,000                   

2.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63,250,000                  60,000,000                  3,250,000                   

4)일반관리비현금유출액 565,000,000               520,000,000               45,000,000                 

1.일반관리비 565,000,000               520,000,000               45,000,000                 

1.인건비(창업) 60,000,000                  60,000,000                  -                               

2.일반제경비(창업) 505,000,000                460,000,000                45,000,000                  

5)운영외비용현금유출액 6,000,000                   5,000,000                   1,000,000                   

1.기타운영외비용 6,000,000                   5,000,000                   1,000,000                   

6)학교회계전출금현금유출액 400,000,000               500,000,000               100,000,000-                

1.학교회계전출금 400,000,000                500,000,000                100,000,000-                

731,280,000               1,620,954,000             889,674,000-               

1)투자자산지출 -                               -                               -                               

2)유형자산취득지출 661,780,000               1,551,454,000             889,674,000-               

1.기계기구취득 647,780,000                1,541,884,000              894,104,000-                

2.집기비품취득 14,000,000                  9,570,000                   4,4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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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지적재산권취득 69,500,000                  69,500,000                  -                               

2.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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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과                      목
 제 17(당) 기  제 16(전) 기 증   감 산   출   근   거

2.개발비취득 -                               -                               -                               

3.기타무형자산취득 -                               -                               -                               

4)기타비유동자산지출 -                               -                               -                               

1.연구기금적립지출 -                               -                               -                               

2.건축기금적립지출 -                               -                               -                               

3.장학기금적립지출 -                               -                               -                               

4.기타기금적립지출 -                               -                               -                               

5.보증금지출 -                               -                               -                               

6.기타비유동자산지출 -                               -                               -                               

58,000,000                 110,000,000               52,000,000-                 

1)부채의상환 58,000,000                 110,000,000               52,000,000-                 

1.비유동부채입금액 58,000,000                 110,000,000               52,000,000-                 

1.임대보증금감소 58,000,000                  110,000,000                52,000,000-                  

2. 퇴직급여충당부채 -                               -                               

2.기타비유동부채감소 -                               -                               -                               

2)기본금의반환 -                               -                               -                               

1.출연기본금감소 -                               -                               -                               

1.법인일반회계출연금감서 -                               -                               -                               

2.교비회계출연금감소 -                               -                               -                               

3.기타출연금감소 -                               -                               -                               

669,786,000               621,474,000               48,312,000                 

-                               -                               -                               

4,475,297,000             3,853,823,000             621,474,000               

5,145,083,000             4,475,297,000             669,786,000               

Ⅳ.기초의현금

Ⅴ.기말의현금

현금의증감(유입-유출)

Ⅲ.예비비

3.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 8 - 현금예산서



단위 : 원

목 예산액

18,862,025,000      

1,885,134,000       

.
연구수익 890,134,000          

정부연구수익(산학) 815,154,000           (사)식생활교육경기네트워크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49,428,000

(재)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37,800,000         

경기도교육청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20,760,000         

국립수목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41,280,000         

국회입법조사처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5,600,000         

군사편찬연구소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2,000,000         

글로벌금산진생사업단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21,600,000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2,360,000         

대전광역시 서구청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2,480,000         

대전광역시 의회사무처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8,120,000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30,000,000         

산림청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50,400,000         

세종학당재단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80,120,000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8,569,000         

육군종합군수학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42,000,000         

   1)산학협력수익현금유입액

예산목별 명세서(수입)

세  목  산     출     근     거

1.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9 - 예산목별 명세서(수입) 



단위 : 원

목 예산액세  목  산     출     근     거

중앙대학교산학협력단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20,377,000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13,460,000        

한국산업인력공단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18,800,000        

산업체연구수익(산학) 74,980,000             산업체 연구수익           74,980,000

3
.

기술이전수익 70,000,000           

지식재산권이전수익 66,000,000                       66,000,000

노하우이전수익 4,000,000              노하우의 대여 및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4,000,000

설비자산사용료수익 915,000,000          

설비자산사용료수익 15,000,000             공용 장비사용료 수익           15,000,000

임대료수익 900,000,000           임대료 수익         637,500,000

821,940,000               대덕산학협력관 임대료수익(118호실)         581,940,000

15,860,000                 청원산학협력관 임대료수익(2호실)           12,360,000

    본교 창업보육센터 임대료수익(46호실)           43,200,000

관리비 수익         262,500,000

    대덕산학협력관 관리비수익         240,000,000

    청원산학협력관 관리비수익            3,500,000

    본교 창업보육센터 관리비수익           19,000,000

5
.

기타산학협력수익 10,000,000           

기타산학협력수익 10,000,000             산업체 산업자문료           10,000,000

지식재산권 권리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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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목 예산액세  목  산     출     근     거

15,934,160,000      

.
연구수익 2,924,126,000       

정부연구수익(지원금) 2,924,126,000         한국연구재단 (B유형)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7,800,000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219,670,000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중견연구자지원사업 10,106,000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학문후속세대(박사후국내연수) 26,400,000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학문후속세대(시간강사지원) 3,380,000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학문후속세대(학술연구교수) 62,400,000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 19,735,000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_신진연구 130,154,000        

한국연구재단 명저번역지원사업 12,000,000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지원사업 3,840,000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사업) 73,262,000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학문후속세대양성_박사후국내연수 30,000,000         

한국연구재단 이공학 개인기초연구사업_기본연구 152,319,000        

한국연구재단 이공학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_생애 첫 연구사업 135,846,000        

한국연구재단 이공학개인기초연구사업 기본연구(수학) 54,000,000         

한국연구재단 이공학개인기초연구사업(보호연구) 274,000             

한국연구재단 이공학개인기초연구사업(지역대학우수과학자) 539,000             

   2)지원금수익현금유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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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목 예산액세  목  산     출     근     거

한국연구재단 이공학개인기초연구사업_중견연구 44,883,000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395,549,000        

한국연구재단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지원사업 129,600,000        

한국연구재단 학술인문사회사업(박사후국내연수) 3,254,000           

한국연구재단 학술인문사회사업(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245,000             

한국연구재단 학술인문사회사업(중견연구자지원사업) 17,520,000         

한국연구재단 한-EU 교육협력사업 22,643,000         

(사)한국창업보육협회 2021년 BI운영지원사업 54,000,000         

(재)산학협동재단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0,740,000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청년TLO 육성사업(후속사업) 28,695,00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 505,736,00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학 發 기술창업 아이템고도화지원사업           29,674,000

중소벤처기업부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6,870,000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주력산업육성 23,933,000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08,900,00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가혁신클러스터수요맞춤형(R&D)사업 55,385,000         

한국임업진흥원 산림분야 재난·재해의 현안 해결형 연구개발         277,200,000

한국특허전략개발원 2020년도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사업 18,000,000         

한국환경공단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3,420,000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수색구조 기술 개발사업 46,154,000         

기타 정부연구기관 기타 정부연구사업         2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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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목 예산액세  목  산     출     근     거

3,553,937,000       

교육운영수익(지원금) 3,553,937,000         한국연구재단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 사회맞춤형학과중점형       1,406,400,000

대전광역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 사회맞춤형학과중점형            6,000,000

정보통신기획평가원 SW중심대학(국비)       1,980,570,000

대전광역시 SW중심대학(지자체)           32,400,000

㈜커뮤 외 SW중심대학(기업)           57,600,000

한국국제협력단 대학교국제개발협력이해증진사업           17,160,000

원아시아재단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5,607,000

대전광역시 교육청 2020년도 고교-대학 연계 R&E 전공체험프로그램 38,200,000         

9,456,097,000       

기타지원금수익(지원금) 9,456,097,000         계룡시청 계룡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59,200,000        

대전광역시 아이돌봄지원사업 4,722,228,000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새일센터 1,020,000,000     

대전광역시 대전배재대ICT융합새일센터 804,000,000        

대전광역시 서구청 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008,000,000     

대전광역시 서구청 대전서구가족지원센터 1,010,870,000     

대전광역시교육청 서부다문화교육센터 136,800,000        

보건복지부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416,664,000

(사)식생활교육대전네트워크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2,540,000         

(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7,448,000         

교육운영수익(지원금)

기타지원금수익(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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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목 예산액세  목  산     출     근     거

무지개청소년센터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8,347,000         

기타지원금수익 기관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30,000,000         

994,931,000          

50,098,000           

산학협력연구수익(산학간접비) 45,598,000             산학협력연구수익 간접비            45,598,000

기타산학협력수익(산학간접비) 4,500,000              기타산학협력수익 간접비             4,500,000

944,833,000          

연구수익(지원금간접비) 329,500,000           정부 및 산업체 연구수익 간접비         329,500,000

교육운영수익(지원금간접비) 545,970,000           교육운영수익 간접비          545,970,000

기타지원금수익(지원금간접비) 69,363,000             기타지원금수익 간접비            69,363,000

7,800,000             

7,800,000             

일반기부금 5,000,000              산학협력단 발전기금            5,000,000

지정기부금 2,800,000              창업보육센터 보육기금            2,800,000

40,000,000           

40,000,000           

이자수익              20,000,000 연구사업 이자수익           20,000,000

기타운영외수익              20,000,000 대덕산학협력관 대관료            1,000,000

임대관리비 연체료            4,000,000

기타의 운영외수익           15,000,000

   3)간접비수익현금유입액

산학협력수익

지원금수익

   4)전입및기부금수익현금유입액

기부금수익

   5)운영외수익현금유입액

운영외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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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목 예산액세  목  산     출     근     거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

3.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56,500,000

            56,500,000

임대보증금증가              56,500,000 대덕산학협력관 임대보증금 유입           50,000,000

청원산학협력관 임대보증금 유입            2,000,000

본교 창업보육센터 임대보증금 유입            4,500,000

4,475,297,000       2020년도 결산 기말의 자금

23,393,822,000      

유형자산매각대

무형자산매각대

수입 예산 합계

부채의 차입

기초의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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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목 예산액

17,459,459,000   

988,354,000       

815,154,000       

인건비(산학) 216,045,000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4,264,000

육군종합군수학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8,960,000

산림청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1,073,000

세종학당재단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14,733,000

글로벌금산진생사업단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2,161,000

글로벌금산진생사업단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2,161,000

군사편찬연구소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200,000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8,092,000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7,245,000

경기도교육청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9,991,000

국회입법조사처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5,944,000

(사)식생활교육경기네트워크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480,000

(사)식생활교육경기네트워크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480,000

(사)식생활교육경기네트워크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480,000

대전광역시 의회사무처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8,781,000

학생인건비(산학) 37,830,000          국립수목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28,080,000

한국산업인력공단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4,800,000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251,000

대전광역시 서구청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154,000

국회입법조사처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2,545,000

예산목별 명세서(지출)

세목

1.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산학협력비현금유출액

산학협력연구비

 산     출     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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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장비비(산학) 1,000                 기타 정부연구기관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000

연구활동비(산학) 360,642,000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9,485,000

국립수목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3,042,000

한국산업인력공단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92,040,000

육군종합군수학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5,520,000

산림청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20,280,000

세종학당재단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46,048,000

글로벌금산진생사업단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5,312,000

글로벌금산진생사업단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5,312,000

중앙대학교산학협력단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999,000

(재)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25,401,000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58,490,000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4,617,000

경기도교육청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4,955,000

대전광역시 서구청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218,000

국회입법조사처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720,000

대전광역시 서구청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290,000

(사)식생활교육경기네트워크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4,556,000

(사)식생활교육경기네트워크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4,556,000

(사)식생활교육경기네트워크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4,556,000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6,993,000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1,712,000

대전광역시 의회사무처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3,540,000

연구재료비(산학) 21,692,000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2,040,000

국립수목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6,6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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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2,399,000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600,000

연구수당(산학) 178,944,000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2,779,000

국립수목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3,504,000

한국산업인력공단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21,960,000

육군종합군수학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7,520,000

산림청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9,048,000

세종학당재단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9,338,000

글로벌금산진생사업단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3,327,000

글로벌금산진생사업단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3,327,000

군사편찬연구소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0,800,000

중앙대학교산학협력단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9,378,000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1,027,000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8,139,000

경기도교육청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5,814,000

대전광역시 서구청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3,868,000

국회입법조사처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6,392,000

대전광역시 서구청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4,950,000

(사)식생활교육경기네트워크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440,000

(사)식생활교육경기네트워크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440,000

(사)식생활교육경기네트워크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440,000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3,748,000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3,258,000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648,000

대전광역시 의회사무처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5,7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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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00,000       

지식재산권실시.양도비 65,000,000          5,000,000          

<2-3-3.중장기>PCU특허 갭펀드 교내 R&D과제 연구비(2020년 이월) 10,000,000         

<2-3-3.중장기>PCU특허 갭펀드 교내 R&D과제 연구비(신규) 50,000,000         

산학협력보상금 50,000,000          50,000,000         

58,200,000         

기타산학협력비 58,200,000          5,000,000          

40,000,000         

           3,000,000

           4,000,000

           1,200,000

산업자문료 5,000,000          

14,569,394,000   

2,339,885,000     

인건비(지원금) 581,351,000        한국연구재단 학술인문사회사업(박사후국내연수) 29,654,000

한국연구재단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지원사업 86,400,000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사업) 7,200,000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 8,400,000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51,600,000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학문후속세대양성_박사후국내연수 30,000,000

한국연구재단 이공학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_생애 첫 연구사업 100,800,000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학문후속세대(학술연구교수) 46,800,00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 173,520,00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학 發 기술창업 아이템고도화지원사업 3,600,000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수색구조 기술 개발사업 17,280,000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선정평가(외부위원) 심사비 2명*10회*200,000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간담회 개최 20개회사*2회*30,000원

가족회사제도 구축 및 운영관리경비(협약체결식, 리플릿제작 외)

가족회사(가족기업, BI기업 외) 지원사업

창업보육센터 홍보비(카달로그제작, 홍보물품 등)

지식재산권비용

기술이전으로 인한 산학협력보상금

기타산학협력비

지식재산권 권리이전(10건*500,000)

   2)지원금사업비현금유출액

연구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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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청년TLO 육성사업(후속사업) 26,097,000

학생인건비(지원금) 391,422,000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사업) 1,200,000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 600,000

한국연구재단 이공학 개인기초연구사업_기본연구 19,200,000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8,400,000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27,120,000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_신진연구 7,200,000

한국연구재단 이공학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_생애 첫 연구사업 21,000,000

한국연구재단 이공학 개인기초연구사업_기본연구(수학) 24,000,000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7,680,000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중견연구자지원사업 3,840,000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79,056,000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1,470,000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주력산업육성 864,00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학 發 기술창업 아이템고도화지원사업 1,800,000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수색구조 기술 개발사업 4,320,00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가혁신클러스터수요맞춤형(R&D)사업 44,352,000

한국임업진흥원 산림분야 재난·재해의 현안 해결형 연구개발 139,320,000

연구시설·장비비(지원금) 10,000,000          기타 정부연구기관 기타 정부사업          10,000,000

연구활동비(지원금) 939,140,000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70,995,000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중견연구자지원사업 10,586,000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학문후속세대(시간강사지원) 500,000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 3,775,000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_신진연구 108,000,000       

한국연구재단 명저번역지원사업 1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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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지원사업 2,880,000          

한국연구재단 이공학 개인기초연구사업_기본연구 50,690,000         

한국연구재단 이공학 개인기초연구사업_기본연구(수학) 13,200,000         

한국연구재단 이공학 개인기초연구사업_중견연구 29,619,000         

한국연구재단 이공학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_생애 첫 연구사업 54,503,000         

한국연구재단 이공학개인기초연구사업(보호연구) 274,000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사업) 159,000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85,769,000         

한국연구재단 한-EU 교육협력사업 22,643,00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 257,280,000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21,213,000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480,000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주력산업육성 9,600,00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학 發 기술창업 아이템고도화지원사업 4,440,000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수색구조 기술 개발사업 15,433,00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가혁신클러스터수요맞춤형(R&D)사업 1,433,000          

한국임업진흥원 산림분야 재난·재해의 현안 해결형 연구개발 38,323,000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 18,000,000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청년TLO 육성사업(후속사업) 2,598,000          

무지개청소년센터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8,347,000         

(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6,728,000         

한국환경공단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3,420,000          

(사)식생활교육경기네트워크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2,252,000         

(사)한국창업보육협회 2021년 BI운영지원사업 5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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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재료비(지원금) 148,044,000        한국연구재단 이공학 개인기초연구사업_기본연구 19,470,000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사업) 260,000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 1,200,000

한국연구재단 이공학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_생애 첫 연구사업 22,036,000

한국연구재단 이공학 개인기초연구사업_기본연구(수학) 12,000,000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8,631,000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4,920,000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주력산업육성 8,400,00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학 發 기술창업 아이템고도화지원사업 19,834,000

한국임업진흥원 산림분야 재난·재해의 현안 해결형 연구개발 51,293,000         

연구수당(지원금) 269,928,000        한국연구재단 (B유형)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7,800,000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32,040,000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중견연구자지원사업 1,920,000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학문후속세대(시간강사지원) 2,880,000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 5,760,000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_신진연구 5,318,000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지원사업 960,000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사업) 360,000             

한국연구재단 이공학 개인기초연구사업_기본연구 13,250,000         

한국연구재단 이공학 개인기초연구사업_기본연구(수학) 3,600,000          

한국연구재단 이공학 개인기초연구사업_중견연구 11,664,000         

한국연구재단 이공학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_생애 첫 연구사업 20,834,000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57,600,000         

한국연구재단 학술인문사회사업(중견연구자지원사업) 7,680,00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 25,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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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지역주력산업육성 5,069,000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수색구조 기술 개발사업 9,121,00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가혁신클러스터수요맞춤형(R&D)사업 9,600,000

한국임업진흥원 산림분야 재난·재해의 현안 해결형 연구개발 48,264,000

(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720,000

(사)식생활교육대전네트워크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288,000

2,841,007,000     

인건비(지원금교육) 1,269,432,000      한국연구재단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

사회맞춤형학과중점형
458,400,000

정보통신기획평가원 SW중심대학 787,752,000

한국국제협력단 대학교국제개발협력이해증진사업 15,120,000

원아시아재단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6,000,000

대전광역시 2020년도 고교-대학 연계 R&E 전공체험프로그램 2,160,000

교육과정개발비(지원금교육) 144,000,000        한국연구재단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

사회맞춤형학과중점형
144,000,000       

장학금(지원금교육) 1,200,000            원아시아재단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200,000          

실험실습비(지원금교육) 181,284,000        한국연구재단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

사회맞춤형학과중점형
180,000,000       

한국국제협력단 대학교국제개발협력이해증진사업 1,284,000          

기타교육운영비(지원금교육) 1,245,091,000      한국연구재단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

사회맞춤형학과중점형
264,000,000       

대전광역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

사회맞춤형학과중점형
6,000,000          

정보통신기획평가원 SW중심대학(국비) 877,848,000       

대전광역시 SW중심대학(지자체) 32,400,000         

㈜커뮤 외 SW중심대학(기업) 12,000,000         

교육운영비(지원금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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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시아재단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8,407,000          

한국국제협력단 대학교국제개발협력이해증진사업 756,000             

대전광역시 교육청 2020년도 고교-대학 연계 R&E 전공체험프로그램 14,400,000

대전광역시 교육청 2020년도 고교-대학 연계 R&E 전공체험프로그램 29,280,000

9,388,502,000     

기타지원금사업비 9,388,502,000      대전광역시 서구청 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008,000,000

계룡시청 계룡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59,200,000

대전광역시교육청 서부다문화교육센터 136,800,000

대전광역시 서구청 대전서구가족지원센터 1,010,870,000

대전광역시 아이돌봄지원사업 4,722,228,000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새일센터 1,020,000,000

대전광역시 대전배재대ICT융합새일센터 804,000,000

(재)산학협동재단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10,740,000         

보건복지부 일반연구용역과제/위탁연구과제 416,664,000       

930,711,000       

542,000,000       

인건비(간접비) 442,000,000                280,000,000

<6-2-5.중장기> 사업기획전문인력 신규직원 1명 인건비          50,000,000

         30,000,000

         30,000,000

         40,000,000

<6-2-2.중장기> 산하 센터 보직수당 (센터장5인*200,000원*12개월)          12,000,000

연구개발능률성과급(간접비) 100,000,000        연구자 및 각종 사업 수주기여자 성과금 지급 100,000,000       

산학협력단 직원 9명 인건비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직원 1명 인건비

기술이전센터 직원 1명 인건비

산학협력단 직원 연가보상, 인센티브 등 기타수당

기타지원금사업비

   3)간접비사업비현금유출액

인력지원비(간접비)

- 24 - 예산목별 명세서(지출)



단위 : 원

목 예산액세목  산     출     근     거

322,461,000       

기관 공통비용(간접비) 73,872,000                   11,872,000

         10,000,000

           6,000,000

           5,000,000

           4,000,000

           4,000,000

           6,000,000

           4,000,000

           3,000,000

           3,000,000

           5,000,000

         10,000,000

           1,000,000

           1,000,000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간접비)
143,589,000                 16,500,000

           6,000,000

           5,000,000

           3,000,000

           2,000,000

             500,000

           2,000,000

           3,000,000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운영비>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및 성과발표회 등 대학분담금 및 참가비

  기타 운영경비(회의비 외)

회의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홍보비(연구성과 홍보 및 홍보물 제작)

<LINC+사업단> 사회맟춤형학과 중점형 LINC+사업협의회 연회비 지원(5차년도)

소모품 (복사용지 등)

수선비(기계기구 수리 등)

출판인쇄비(연구결과보고서 및 예.결산 인쇄 등)

지급수수료(보증증권 등 각종수수료)

일반용역비(회계감사 등 위탁용역)

  (사)한국산학협회 및 대전지역 협의회비

  산학협력기술개발사업 교내설명회 운영경비

  <중장기3-1-2> 기업-대학 상호인적 교류 활성화(세미나 외)

<공용장비센터 운영비> 장비심의위원회 등 회의비 및 세미나

창업보육센터 업무추진비

여비

제세공과금(지방소득세, 협의회, 연회비 등)

교육훈련비

연구지원비(간접비)

창업보육센터 복리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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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센터운영비>          20,000,000

         10,800,000

           6,000,000

           1,500,000

           1,000,000

             700,000

             500,000

           3,500,000

           2,500,000

           1,000,000

           3,000,000

           2,000,000

           1,000,000

         95,589,000

         10,000,000

           4,805,000

           7,500,000

           1,796,000

           4,268,000

           6,590,000

             500,000

           7,180,000

           3,500,000

         14,779,000

         19,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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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전국 및 대전창업보육협의회비

  보유기술 SMK 및 기술판넬 제작비 30건*200,000원

  세미나 개최 및 전문가 활용비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KAUTM) 회비

  발명자인터뷰 및 기술이전 마케팅 10회*100,000원

  우수지재권 개발비(Lab 컨설팅 및 I/G 및 선행특허정보조사) 54건*200,000원

  청년TLO육성사업단 연구원 퇴직 4대보험(기관부담금) 정산분

  회의비

  행정인력 성과급(2명)

  참여인력 시간외수당

  창업보육센터 제도개선연구회

  산학협력수요조사 운영경비(1회*2,000,000)

  기타운영비 (회의비 및 세미나, 업무추진비 등)

<기업지원센터 운영비>

  인쇄비(현수막 외)

  출장비

  학생지원비

  사업단 워크숍 개최비용

<AI·SW중심대학사업단>

  버스운영비(재료비,시승식운영비 외)

  협의회비

  홍보품비

  전문가활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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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장비구축·운영비(간접비) 5,000,000            공용장비센터 운영비 : 공용장비 유지보수 경비(5회*1,000,000원) 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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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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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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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활동지원금(간접비) 70,000,000          연구활동장려(공모과제 지원금) 17,000,000         

연구활동장려(제본비 외 사업신청관련 경비) 3,000,000          

<중장기1-1-1,1-1-3,1-2-1,1-2-3>중대형 정부사업과제 유치 지원금 50,000,000         

66,250,000         

과학문화활동비 3,000,000            교내 연구개발과제 홍보 관련 경비 3,000,000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간접비) 63,250,000          지식재산권 유지 연차관리비 46,250,000         

출원중도포기 및 등록거절 건에 대한 선급금 대체 약10건이하*약120만원 12,000,000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기술임치 이용료: 10건*500,000원 5,000,000          

565,000,000       

56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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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연가보상, 인센티브 등 기타수당 5,000,000          

일반제경비(일반-창업) 505,000,000          대덕산학협력관         481,920,000

   일반관리비 414,000,000       

시설관리용역비 : 14,000,000*12개월 (월정액수수료) 170,000,000       

소모품비 : 전기자재, 출입문열쇠, 종이컵, 제초제, 소(대)봉투 등 2,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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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 : 내용증명서, 명도소송비용, 강제집행비용 등 4,000,000          

세금 및 공과 : 상하수도사용료 : 1,300,000*12개월,

공용정수기관리비 : 170,000*12개월, 도로점용료, 환경개선부담
         3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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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활용지원비(간접비)

   4)일반관리비현금유출액

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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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목 예산액세목  산     출     근     거

사무용품비 : 프린터 잉크, 복사용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2,000,000          

전기요금 : 대덕산학협력관 전기요금 약 17,000,000원 * 12개월 204,000,000       

   시설관리비 55,920,000         

폐수유지관리비 : 1,900,000*12개월 (월정액수수료)

폐수 안전관리 원격시스템 사용료 : 10,000*12개월
22,920,000         

소방유지관리비 : 360,000*12개월 (월정액수수료) 4,3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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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선유지비 : 번호키, 자물쇠, 폐수처리시설비용, 비상용발전기,

환경정비, 소방시설보수공사, 승강기검사, 시설물 매입비 및 기타
25,320,000         

   위생관리비 12,000,000         

청소용품비 : 월소모품, 연소모품, 고정물품 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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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산학협력관  21,080,000         

   일반관리비 13,080,000         

세금 및 공과 : 통신요금 : 40,000*12개월 (월정액수수료),

도로점용료, 환경개선부담금, 주민세 등
4,9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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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0,000          

폐수유지관리비 : 200,000*12개월 (월정액수수료) 2,400,000          

소방유지관리비 : 150,000*12개월 (월정액수수료) 1,800,000          

승강기유지관리비 : 150,000*12개월 (월정액수수료) 1,800,000          

수선유지비 : 승강기검사 및 기타 수선유지비 1,000,000          

   위생관리비 1,000,000          

청소용품비 : 청소용역 및 청소용품비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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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목 예산액세목  산     출     근     거

본교 창업보육센터  2,000,000          

   일반관리비 지급수수료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수수료 800,000             

   시설관리비 수선유지비 : 번호키, 환경정비, 시설물 매입 및 기타 수선유지비 1,200,000          

6,000,000           

6,000,000           

기타운영외비용 6,000,000            간접비 이관 및 이자 반환, 임대보증금 이자세액등 6,000,000          

400,000,000       

400,000,000       

학교회계전출금 400,000,000        학교회계 전출금 400,000,000       

731,280,000       

661,780,000       

기계기구취득 647,780,000        한국연구재단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

사회맞춤형학과중점형
360,000,000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사업) 600,000             

한국연구재단 이공학 개인기초연구사업_기본연구 36,000,000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4,260,000

한국연구재단 이공학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_생애 첫 연구사업 6,240,000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1,680,000

한국연구재단 이공학 개인기초연구사업_중견연구 3,600,000

정보통신기획평가원 SW중심대학 184,800,000       

㈜커뮤 외 SW중심대학 45,600,000         

기타 정부연구기관 기타 정부사업 기계기구취득 5,000,000          

   6)학교회계전출금

학교회계전출금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유형자산취득지출

운영외비용

   5)운영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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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목 예산액세목  산     출     근     거

집기비품취득 14,000,000          SW중심대학 집기비품 구입 4,000,000          

기타 산학협력단 업무용 집기비품 구입 10,000,000         

69,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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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건의 등록으로 인한 선급금 대체 1,500,000*25건 37,500,000         

프로그램등록 100,000*20건= 2,000,000 2,000,000          

기타무형자산취득 -                       

58,000,000         

58,000,000         

임대보증금감소 58,000,000          대덕산학협력관 임대보증금 감소 50,000,000         

청원산학협력관 임대보증금 감소 2,000,000          

본교 창업보육센터 임대보증금 감소 6,000,000          

5,145,083,000     

23,393,822,000   지출 예산 합계

   2)무형자산 취득지출

3.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부채의 상환

기말의 현금 2021 기말의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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