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회계연도 현금예산서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예산총칙

1. 현금예산의 규모
2016회계연도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현금예산 총액은 수입·지출 각각 20,487,936천원으로 한다.
수입부문에서는 산학협력수익 1,895,930천원, 지원금수익 9,967,186천원, 간접비수익 1,190,507천원, 운영외수익 846,626천원,
임대보증금입금 30,000천원, 기초의현금 6,557,687천원을 계상하다.

지출부문에서는 산학협력비 1,736,734천원, 지원금사업비 9,615,864천원, 간접비사업비 1,470,753천원, 일반관리비 737,055천원,
운영외비용 21,300천원, 학교회계전출금 200,000천원, 유무형자산취득 772,854천원, 임대보증금반환 30,000천원,
기말의현금 5,803,376천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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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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회계연도 현금예산서
[2016. 3. 1. ~ 2017. 2. 28.]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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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예산서
당기 2016년 03월 01일부터 2017년 02월 28일까지
전기 2015년 03월 01일부터 2016년 02월 29일까지
(단위: 원)
과
관

목

항

목

Ⅰ.현금유입액
1.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1)산학협력수익현금유입액

당기

전기

증감

산출근거

13,930,249,200

16,680,964,712

-2,750,715,512

13,900,249,200

16,650,964,712

-2,750,715,512

1,895,930,500

2,194,367,747

-298,437,247

정부연구수익

370,000,000

513,644,140

-143,644,140

산업체연구수익

845,246,000

595,463,873

249,782,127

94,000,000

95,728,000

-1,728,000

300,184,500

299,545,455

639,045

-

-

0

66,500,000

59,020,000

7,480,000

220,000,000

630,966,279

-410,966,279

교육운영수익
지식재산권이전수익
노하우이전수익
설비자산사용료수익
기타산학협력수익
2)지원금수익현금유입액
정부연구수익
산업체연구수익
교육운영수익
기타지원금수익
3)간접비수익현금유입액
산학협력연구수익

9,967,186,000

12,075,948,657

-2,108,762,657

5,210,929,000

7,518,595,034

-2,307,666,034

24,000,000

90,000,000

-66,000,000

4,369,720,000

3,862,626,980

507,093,020

362,537,000

604,726,643

-242,189,643

1,190,506,700

1,680,872,030

-490,365,330

104,240,700

107,493,345

-3,252,645

-

192,000

-192,000

10,000,000

32,405,685

-22,405,685

지원금연구수익

863,986,000

1,321,641,000

-457,655,000

지원금교육운영수익

212,280,000

216,140,000

-3,860,000

산학협력교육운영수익
기타산학협력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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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목별명세서 참조

현금예산서
당기 2016년 03월 01일부터 2017년 02월 28일까지
전기 2015년 03월 01일부터 2016년 02월 29일까지
(단위: 원)
과
관

목

항

목
기타지원금수익

당기

전기

증감

산출근거

-

3,000,000

-3,000,000

-

-

0

846,626,000

699,776,278

146,849,722

26,076,000

25,605,322

470,678

820,550,000

674,170,956

146,379,044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

-

0

1)투자자산수입

-

-

0

2)유형자산매각대

-

-

0

3)무형자산매각대

-

-

0

4)기타비유동자산수입

-

-

0

30,000,000

30,000,000

0

30,000,000

30,000,000

0

30,000,000

30,000,000

0

-

-

0

4)전입및기부금수익현금유입액
5)운영외수익현금유입액
이자수익
기타운영외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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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84,560,350

16,666,538,900

-1,981,978,550

13,781,706,609

15,528,933,555

-1,747,226,946

1,736,734,200

2,209,398,778

-472,664,578

인건비(산학)

254,724,800

434,246,890

-179,522,090

학생인건비

146,237,400

85,338,000

60,899,400

연구장비재료비

370,712,200

238,315,788

132,396,412

연구활동비

230,174,800

184,478,466

45,696,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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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예산서
당기 2016년 03월 01일부터 2017년 02월 28일까지
전기 2015년 03월 01일부터 2016년 02월 29일까지
(단위: 원)
과
관

목

항

목
연구과제추진비

당기

전기

증감

산출근거

156,467,400

128,550,970

27,916,430

18,500,000

56,834,295

-38,334,295

-

-

0

인건비(교육)

51,940,000

53,668,000

-1,728,000

기타교육운영비

68,630,000

68,630,000

0

-

-

0

산학협력보상금

240,147,600

332,800,000

-92,652,400

기타산학협력비

199,200,000

626,536,369

-427,336,369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지식재산권실시양도비

2)지원금사업비현금유출액

9,615,864,259

10,873,443,960

-1,257,579,701

인건비(연구)

601,742,000

1,035,397,823

-433,655,823

학생인건비

991,220,000

1,373,018,915

-381,798,915

연구장비재료비

1,437,490,000

2,098,220,710

-660,730,710

연구활동비

1,401,736,000

1,757,534,088

-355,798,088

연구과제추진비

568,073,000

519,035,165

49,037,835

연구수당

357,400,000

373,001,000

-15,601,000

56,800,000

56,800,000

0

1,095,800,000

959,080,000

136,720,000

9,937,000

7,937,000

2,000,000

장학금

200,000,000

-

200,000,000

실험실습비

885,185,580

895,185,580

-10,000,000

기타교육운영비

685,248,728

556,075,228

129,173,500

위탁연구개발비
인건비(교육)
교육과정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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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예산서
당기 2016년 03월 01일부터 2017년 02월 28일까지
전기 2015년 03월 01일부터 2016년 02월 29일까지
(단위: 원)
과
관

목

항

목
기타지원금사업비
3)간접비사업비현금유출액

당기

전기

1,325,231,951

1,242,158,451

1,470,753,150

증감

1,471,479,732

산출근거

83,073,500
-726,582

인건비

517,783,150

464,380,510

53,402,640

연구개발능률성과급

151,200,000

122,778,000

28,422,000

기관공통지원경비

413,600,000

432,090,886

-18,490,886

사업단또는연구단운영비

185,000,000

187,410,000

-2,410,000

25,000,000

20,000,000

5,000,000

-

-

0

173,500,000

240,150,336

-66,650,336

4,670,000

4,670,000

0

737,055,000

592,504,000

144,551,000

인건비

295,532,000

227,360,000

68,172,000

일반제경비

441,523,000

365,144,000

76,379,000

21,300,000

82,107,085

-60,807,085

21,300,000

82,107,085

-60,807,085

200,000,000

300,000,000

200,000,000

300,000,000

연구실안전관리비
대학연구활동지원금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기타지원비
4)일반관리비현금유출액

5)운영외비용현금유출액
기타운영외비용
6)학교회계전출금현금유출액
학교회계전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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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872,853,741

1,107,605,345

-234,751,604

1)투자자산지출

100,000,000

-

100,000,000

출자금투자지출

100,000,000

-

100,000,000

2)유형자산취득지출

770,183,741

867,445,981

-97,26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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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예산서
당기 2016년 03월 01일부터 2017년 02월 28일까지
전기 2015년 03월 01일부터 2016년 02월 29일까지
(단위: 원)
과
관

목

항

목

전기

증감

산출근거

기계기구취득

671,410,981

747,755,451

-76,344,470

집기비품취득

98,772,760

119,690,530

-20,917,770

-

-

0

3)무형자산취득지출

2,670,000

240,159,364

기타무형자산취득

2,670,000

240,159,364

-237,489,364

-

-

0

30,000,000

30,000,000

0

30,000,000

30,000,000

0

30,000,000

30,000,000

0

-

-

0

(754,311,150)

14,425,812

-768,736,962

차량운반구취득

4)기타비유동자산지출
3.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부채의상환
임대보증금감소
2)기본금의반환
Ⅲ. 현금의증감

당기

-237,489,364

Ⅳ. 기초의현금

6,557,687,111

6,543,261,299

14,425,812

Ⅴ. 기말의현금

5,803,375,961

6,557,687,111

-754,31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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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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