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 항 목 세목 세세목

Ⅰ. 현금유입액(1+2+3) 17,170,890,207

17,121,910,207

3,825,144,672

 (1) 연구수익 2,586,326,669

  가. 정부연구수익 2,116,135,477

  나. 산업체연구수익 470,191,192

 (2) 교육운영수익 239,938,000

  가. 교육운영수익 239,938,000

 (3) 지식재산권수익 68,480,865

  가. 지식재산권실시수익 0

  나. 지식재산권양도수익 0

  다. 지식재산권이전수익 62,480,865

  라. 노하우이전수익 6,000,000

 (4) 설비자산사용료수익 803,441,605

  가. 설비자산사용료수익 26,181,820

  나. 임대료수익 777,259,785

 (5) 기타산학협력수익 126,957,533

  가. 기타산학협력수익 126,957,533

11,323,059,402

 (1) 연구수익 9,480,653,502

  가. 정부연구수익 9,230,925,928

  나. 산업체연구수익 249,727,574

과목
2016년도

현 금 흐 름 표
(2016. 3. 1 부터 2017. 2. 28일 까지)

(단위 : 원)

1.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1) 산학협력수익현금유입액

2) 지원금수익현금유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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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세목 세세목

과목
2016년도

 (2) 교육운영수익 1,285,695,700

  가. 교육운영수익 1,285,695,700

 (3) 기타지원금수익 556,710,200

  가. 기타지원금수익 556,710,200

1,740,563,711

 (1) 산학협력수익 294,262,474

  가. 산학협력연구수익 282,783,443

  나. 교육운영수익 9,165,000

  다. 기타산학협력수익 2,314,031

 (2) 지원금수익 1,446,301,237

  가. 연구수익 1,378,898,437

  나. 교육운영수익 46,552,800

  다. 기타지원금수익 20,850,000

95,000,000

 (1) 전입금수익 0

  가. 학교법인전입금 0

  나. 학교회계전입금 0

  다. 학교기업전입금 0

  라. 기타전입금 0

 (2) 기부금수익 95,000,000

  가. 일반기부금 95,000,000

138,142,422

 (1) 운영외수익 138,142,422

  가. 이자수익 63,163,056

  나. 배당금수익 0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0

  라. 전기오류수정이익 0

3) 간접비수익현금유입액

4) 전입및기부금수익현금유입액

5) 운영외수익현금유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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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세목 세세목

과목
2016년도

  마. 기타운영외수익 74,979,366

0

0

 (1) 장기금융상품인출 0

 (2) 장기투자금융자산매각대 0

 (3) 출자금회수 0

 (4) 기타투자자산수입 0

2) 유형자산매각대 0

 (1) 토지매각대 0

 (2) 건물매각대 0

 (3) 구축물매각대 0

 (4) 기계기구매각대 0

 (5) 집기비품매각대 0

 (6) 차량운반구매각대 0

 (7) 기타유형자산매각대 0

3) 무형자산매각대 0

 (1) 지식재산권매각대 0

 (2) 개발비매각대 0

 (3) 기타무형자산매각대 0

4) 기타비유동자산수입 0

 (1) 연구기금인출수입 0

 (2) 건축기금인출수입 0

 (3) 장학기금인출수입 0

 (4) 기타기금인출수입 0

 (5) 보증금수입 0

 (6) 기타비유동자산수입 0

48,980,000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1) 투자자산수입

3.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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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세목 세세목

과목
2016년도

1) 부채차입 48,980,000

 (1) 임대보증금증가 48,980,000

 (2) 기타비유동부채증가 0

2) 기본금조달 0

 (1) 출연기본금증가 0

17,123,986,226

16,626,319,256

3,017,544,212

 (1) 산학협력연구비 2,491,231,539

  가. 인건비 1,195,022,029

  나. 학생인건비 367,652,447

  다. 연구장비·재료비 237,313,142

  라. 연구활동비 301,321,303

  마. 연구과제추진비 228,195,694

  바. 연구수당 93,263,478

  사. 위탁연구개발비 68,463,446

  아. 제경비 0

 (2) 교육운영비 216,163,732

  가. 인건비 95,009,486

  나. 교육과정개발비 11,320,000

  다. 장학금 0

  라. 실험실습비 9,239,578

  마. 기타교육운영비 100,594,668

 (3) 지식재산권비용 127,809,840

  가. 지식재산권실시·양도비 49,159,716

  나. 산학협력보상금 78,650,124

 (4) 학교시설사용료 0

1.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 산학협력비현금유출액

Ⅱ. 현금유출액(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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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세목 세세목

과목
2016년도

  가. 학교시설사용료 0

 (5) 기타산학협력비 182,339,101

  가. 기타산학협력비 182,339,101

   가-1. 인건비 15,347,234

   가-2. 장비·재료비 0

   가-3. 연구제경비 8,775,000

   가-4. 기타산학협력비 158,216,867

11,400,755,407

 (1) 연구비 9,710,391,939

  가. 인건비 1,711,377,563

  나. 학생인건비 1,561,217,816

  다. 연구장비·재료비 2,381,290,155

  라. 연구활동비 2,736,174,340

  마. 연구과제추진비 592,361,585

  바. 연구수당 675,538,621

  사. 위탁연구개발비 52,431,859

  아. 제경비 0

 (2) 교육운영비 977,350,350

  가. 인건비 245,427,398

  나. 교육과정개발비 5,850,000

  다. 장학금 321,276,000

  라. 실험실습비 142,161,070

  마. 기타교육운영비 262,635,882

 (3) 기타지원금사업비 713,013,118

  가. 기타지원금사업비 713,013,118

616,357,105

 (1) 인력지원비 338,975,230

2) 지원금사업비현금유출액

3) 간접비사업비현금유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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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세목 세세목

과목
2016년도

  가. 인건비 242,492,230

   가-1. 인건비 206,131,937

   가-2. 퇴직급여 16,967,563

   가-3. 법정부담금 19,392,730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96,483,000

 (2) 연구지원비 247,526,405

  가. 기관공통지원경비 100,052,995

   가-1. 인건비 22,109,118

   가-2. 퇴직급여 1,513,874

   가-3. 법정부담금 2,080,280

   가-4. 여비교통비 6,782,700

   가-5. 협회참가비 18,363,000

   가-6. 교육훈련비 4,050,000

   가-7. 소모품비 3,435,730

   가-8. 부서운영비 2,211,480

   가-9. 복리후생비 3,447,650

   가-10. 회의비 2,063,920

   가-11. 지급수수료 19,752,563

   가-12. 행사및홍보비 3,664,690

   가-13. 출판인쇄비 6,510,250

   가-14. 대외협력비 22,000

   가-15. 과제관리비 4,045,740

  나. 사업단또는연구단운영비 71,067,673

  다. 연구실안전관리비 54,688,137

  라. 연구보완관리비 2,700,000

  마. 연구윤리활동비 0

  바. 연구개발준비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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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세목 세세목

과목
2016년도

  사. 대학연구활동지원금 19,017,600

 (3) 성과활용지원비 29,855,470

  가. 과학문화활동비 2,700,000

  나.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27,155,470

 (4) 기타지원비 0

  가. 기타지원비 0

   가-1. 대응자금 0

369,620,354

 (1) 일반관리비 369,620,354

  가. 인건비 212,169,002

   가-1. 인건비 176,015,731

   가-2. 퇴직급여 13,967,002

   가-3. 법정부담금 11,075,360

   가-4. 보직수당 11,110,909

  나. 일반제경비 157,451,352

   나-1. 부서운영비 2,199,870

   나-2. 복리후생비 4,930,630

   나-3. 연구진흥비 0

   나-4. 여비교통비 7,419,322

   나-5. 소모품비 245,800

   나-6. 협회비 6,884,000

   나-7. 교육훈련비 1,385,000

   나-8. 회의비 3,192,310

   나-9. 업무추진비 8,086,972

   나-10. 대외협력비 4,537,272

   나-11. 지급수수료 45,392,593

   나-12. 세금과공과 9,841,790

4) 일반관리비현금유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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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세목 세세목

과목
2016년도

   나-13. 행사및홍보비 5,442,075

   나-14. 수선비 28,429,956

   나-15. 통신비 13,783,384

   나-16. 장비임차료 10,533,069

   나-17. 시설물관리비 5,147,309

   나-18. 기타일반관리운영비 0

22,042,178

  가. 전기오류수정손실 0

  나. 기타운영외비용 22,042,178

   나-1. 전기오류수정손실 0

   나-2. 외환손실 7,089,265

   나-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0

   나-4. 기타운영외비용 14,952,913

1,200,000,000

  가. 학교회계전출금 1,200,000,000

441,709,436

 1) 투자자산지출 180,000,000

  (1) 장기금융상품증가 0

  (2) 장기투자금융자산취득지출 0

  (3) 출자금투자지출 180,000,000

  (4) 기타투자자산투자지출 0

2) 유형자산취득지출 160,713,115

  (1) 토지취득 0

  (2) 건물취득 0

  (3) 구축물취득 0

  (4) 기계기구취득 153,602,115

  (5) 집기비품취득 7,111,000

5) 운영외비용현금유출액

6) 학교회계전출금현금유출액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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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세목 세세목

과목
2016년도

  (6) 차량운반구취득 0

  (7) 건설중인자산취득 0

  (8) 기타유형자산취득 0

3) 무형자산취득지출 73,853,032

 (1) 지식재산권취득 66,749,232

 (2) 개발비취득 0

 (3) 기타무형자산취득 7,103,800

4) 기타비유동자산지출 27,143,289

 (1) 연구기금적립지출 21,637,539

 (2) 건축기금적립지출 0

 (3) 장학기금적립지출 0

 (4) 기타지금적립지출 5,505,750

 (5) 보증금지출 0

 (6) 기타비유동자산지출 0

55,957,534

1) 부채상환 55,957,534

 (1) 임대보증금감소 55,957,534

 (2) 기타비유동부채감소 0

2) 기본금반환 0

 (1) 출연기본금감소 0

46,903,981

6,133,983,627

6,180,887,608Ⅴ. 기말의현금

Ⅲ. 현금의증감 (Ⅴ-Ⅲ)

Ⅳ. 기초의현금

3.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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