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서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예산총칙

1. 현금예산의 규모
2015회계연도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수입·지출 각각 23,224,226천원으로 한다.
수입부문에서는 산학협력수익 2,194,368천원, 지원금수익 12,075,949천원, 간접비수익 1,680,872천원, 운영외수익 699,776천원,
임대보증금입금 30,000천원, 기초의현금 6,543,261천원을 계상하다.

지출부문에서는 산학협력비 2,209,399천원, 지원금사업비 10,873,444천원, 간접비사업비 1,471,480천원, 일반관리비 592,504천원,
운영외비용 82,107천원, 학교회계전출금 300,000천원, 유무형자산취득 1,107,605천원, 임대보증금반환 30,000천원,
기말의현금 6,557,687천원을 계상하다.

2. 예산편성의 기본 방침
예산 편성의 기본 방침은 대학, 연구소, 정부·지자체, 산업체 간의 연계, 산학협력 및 연구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대학이 보유한 특허·장비·기술의 개방,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밀착형 연계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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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사업계획의 개요
산학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과 지적재산권 취득 및 관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등 중장기 발전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 정부기관 학술연구조성사업 등
- 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 지방자체단체 연구지원사업 등
- 산업체 산학협력연구사업 등

4.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산학협력단회계의 수입과 지출은 별첨 현금예산서와 같다.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13조에 의하여 동일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단, 예산성립 과정 시 삭감된 과목으로서는 전용이 불가함)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감독청에
보고하고 지정된 항목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 예산확정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에 추가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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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1. ~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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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서
(2015.03.01.부터 2016.02.29.까지)
(단위: 원)
과
관

목

항

목

Ⅰ.현금유입액
1.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1)산학협력수익현금유입액

본예산액

증감

16,680,964,712

13,725,324,608

2,955,640,104

16,650,964,712

13,725,324,608

2,925,640,104

2,194,367,747

1,691,692,568

502,675,179

추경예산액

산출근거

정부연구수익

513,644,140

346,500,000

167,144,140

산업체연구수익

595,463,873

509,906,928

85,556,945

교육운영수익

95,728,000

26,520,000

69,208,000

지식재산권실시수익

95,000,000

276,402,000

-181,402,000

지식재산권양도수익

204,545,455

설비자산사용료수익

59,020,000

62,000,000

-2,980,000

630,966,279

470,363,640

160,602,639

기타산학협력수익
2)지원금수익현금유입액
정부연구수익
산업체연구수익
교육운영수익
기타지원금수익
3)간접비수익현금유입액
산학협력연구수익
산학협력교육운영수익
기타산학협력수익
지원금연구수익
지원금교육운영수익
기타지원금수익

204,545,455

12,075,948,657

9,890,885,400

2,185,063,257

7,518,595,034

5,261,198,400

2,257,396,634

90,000,000

186,600,000

-96,600,000

3,862,626,980

3,783,800,000

78,826,980

604,726,643

659,287,000

-54,560,357

1,680,872,030

1,306,046,640

374,825,390

107,493,345

81,685,800

25,807,545

192,000

880,000

-688,000

32,405,685

26,382,840

6,022,845

1,321,641,000

996,648,000

324,993,000

216,140,000

197,450,000

18,690,000

3,000,000

3,000,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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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목별명세서 참조

추가경정예산서
(2015.03.01.부터 2016.02.29.까지)
(단위: 원)
과
관

목

항

목
4)전입및기부금수익현금유입액

본예산액

추경예산액

증감

산출근거

-

-

0

699,776,278

836,700,000

-136,923,722

25,605,322

25,100,000

505,322

674,170,956

811,600,000

-137,429,044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

-

0

1)투자자산수입

-

-

0

2)유형자산매각대

-

-

0

3)무형자산매각대

-

-

0

4)기타비유동자산수입

-

-

0

30,000,000

-

30,000,000

30,000,000

-

30,000,000

30,000,000

-

30,000,000

-

-

0

5)운영외수익현금유입액
이자수익
기타운영외수익

3.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1)부채의차입
임대보증금증가
2)기본금의조달
Ⅱ. 현금유출액
1.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산학협력비현금유출액
인건비(산학)

16,666,538,900

13,568,014,157

3,098,524,743

15,528,933,555

12,934,973,157

2,593,960,398

2,209,398,778

1,781,146,255

428,252,523

434,246,890

231,700,000

202,546,890

85,338,000

115,000,000

-29,662,000

연구장비재료비

238,315,788

185,000,000

53,315,788

연구활동비

184,478,466

202,600,000

-18,121,534

연구과제추진비

128,550,970

76,184,015

52,366,955

56,834,295

17,900,000

38,934,295

학생인건비

연구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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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서
(2015.03.01.부터 2016.02.29.까지)
(단위: 원)
과
관

목

항

목
위탁연구개발비

본예산액

추경예산액

증감

산출근거

-

-

0

인건비(교육)

53,668,000

61,168,000

-7,500,000

기타교육운영비

68,630,000

10,352,000

58,278,000

-

223,000,000

-223,000,000

산학협력보상금

332,800,000

187,878,600

144,921,400

기타산학협력비

626,536,369

470,363,640

156,172,729

지식재산권실시양도비

2)지원금사업비현금유출액

10,873,443,960

9,186,131,902

1,687,312,058

인건비(연구)

1,035,397,823

786,788,002

248,609,821

학생인건비

1,373,018,915

1,094,216,000

278,802,915

연구장비재료비

2,098,220,710

1,441,209,000

657,011,710

연구활동비

1,757,534,088

1,225,386,200

532,147,888

연구과제추진비

519,035,165

326,881,200

192,153,965

연구수당

373,001,000

279,200,000

93,801,000

56,800,000

74,000,000

-17,200,000

959,080,000

978,000,000

-18,920,000

7,937,000

101,000,000

-93,063,000

실험실습비

895,185,580

916,000,000

-20,814,420

기타교육운영비

556,075,228

239,000,000

317,075,228

1,242,158,451

1,724,451,500

-482,293,049

위탁연구개발비
인건비(교육)
교육과정개발비

기타지원금사업비
3)간접비사업비현금유출액

1,471,479,732

1,166,990,000

304,489,732

인건비

464,380,510

32,200,000

432,180,510

연구개발능률성과급

122,778,000

159,000,000

-36,2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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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서
(2015.03.01.부터 2016.02.29.까지)
(단위: 원)
과
관

목

항

목

본예산액

추경예산액

증감

산출근거

기관공통지원경비

432,090,886

713,140,000

-281,049,114

사업단또는연구단운영비

187,410,000

197,450,000

-10,040,000

20,000,000

20,000,000

0

-

-

0

240,150,336

45,200,000

194,950,336

4,670,000

-

4,670,000

592,504,000

645,080,000

-52,576,000

인건비

227,360,000

217,735,000

9,625,000

일반제경비

365,144,000

427,345,000

-62,201,000

82,107,085

21,625,000

60,482,085

82,107,085

21,625,000

60,482,085

300,000,000

134,000,000

166,000,000

300,000,000

134,000,000

166,000,000

1,107,605,345

633,041,000

474,564,345

-

-

0

867,445,981

633,041,000

234,404,981

기계기구취득

747,755,451

487,905,000

259,850,451

집기비품취득

119,690,530

145,136,000

-25,445,470

연구실안전관리비
대학연구활동지원금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기타지원비
4)일반관리비현금유출액

5)운영외비용현금유출액
기타운영외비용
6)학교회계전출금현금유출액
학교회계전출금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투자자산지출
2)유형자산취득지출

차량운반구취득

-

3)무형자산취득지출

240,159,364

기타무형자산취득

240,159,364

4)기타비유동자산지출

0
-

240,159,364
240,159,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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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서
(2015.03.01.부터 2016.02.29.까지)
(단위: 원)
과
관

목

항

목

3.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본예산액

추경예산액

증감

산출근거

30,000,000

-

30,000,000

30,000,000

-

30,000,000

30,000,000

-

30,000,000

-

-

0

Ⅲ. 현금의증감

14,425,812

157,310,451

-142,884,639

Ⅳ. 기초의현금

6,543,261,299

6,601,925,374

-58,664,075

Ⅴ. 기말의현금

6,557,687,111

6,759,235,825

-201,548,714

1)부채의상환
임대보증금감소
2)기본금의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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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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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회의록

결
재

1500322

위원회명
회의소집통보일

★⊙주임

산학연구기획
팀장

산학협력단
부단장

산학협력단장/
산학연구처장

01/27

01/28

01/28

01/28

이신호

하채수

최창하

장태석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
2016-01-20

회의일시

2016-01-27
11:00:00

회의차수
장소

재적인원(A)

참석인원(B)

불참인원(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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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차
본관 402
비고

참석현황
주

제

2015학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16학년도 현금예산 편성

Ⅰ. 회의 주요 내용
1. 2015학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16학년도 현금예산 편성

Ⅱ. 논의 핵심 사항
1. 2015학년도 산학협력회계 및 학교기업회계 추가경정 예산 편성
2. 2016학년도 산학협력회계 및 학교기업회계 현금예산 편성

Ⅲ. 주요 회의(심의) 안건 및 결과
1. 2015학년도 산학협력회계 및 학교기업회계 추가경정 예산 편성
가. 운영수익 및 비용 구조에 대한 보고
나. 수익예산 편성 현황 보고
다. 비용예산 편성 현황 보고
라. 학교기업 추경 예산 보고
2. 2016학년도 산학협력회계 및 학교기업회계 현금예산 편성
가. 운영수익 및 비용 구조 보고
나. 수익예산 편성 현황 보고
다. 비용예산 편성 현황 보고
라. 학교기업 현금예산 보고
=> 현재 산학협력단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16학년도 목표로 예산편성 250억,
신규과제수주 170건(70억) 달성
=> 연구비체계평가 등급 향상
=> LINC관련 지표 목표 달성
‣ 위와 같이 산학협력단 2015학년도 추가경정 예산 편성 및 2016학년도 현금예산 편성에 대해 참석
한 전체 위원들이 동의함으로 심의 안건 통과 하였음.

붙임 1. 2015-4차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 3부.
2. 출석부 1부. 끝.

기록자

소속

산학연구기획팀

직책

[붙임문서]필수사항: 위원회 참석자 서명록, 회의자료

★⊙주임

성명

이신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