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회계연도 추가경정 현금예산서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수  입  지  부



(단위:천원)

관 항 목

36,593,593 38,625,115 -2,031,522 -5.3%

4,888,242 7,014,491 -2,126,249 -30.3% 내역서참조

3,891,292 5,564,091 -1,672,799 -30.1% 내역서참조

정부연구수익 1,977,263 3,676,166 -1,698,903 -46.2% 내역서참조

산업체연구수익 1,914,029 1,887,925 26,104 1.4% 내역서참조

6,000 250,400 -244,400 -97.6% 내역서참조

교육운영수익 6,000 250,400 -244,400 -97.6% 내역서참조

300,600 300,000 600 0.2% 내역서참조

지식재산권실시수익 200,000 200,000 0 0.0% 내역서참조

지식재산권양도수익 100,600 100,000 600 0.6% 내역서참조

612,900 560,000 52,900 9.4% 내역서참조

설비자산사용료수익 303,000 300,000 3,000 1.0% 내역서참조

임대료수익 309,900 260,000 49,900 19.2% 내역서참조

77,450 340,000 -262,550 -77.2% 내역서참조

기타산학협력수익 77,450 340,000 -262,550 -77.2% 내역서참조

지원금수익 24,238,868 25,955,034 -1,716,166 -6.6% 내역서참조

운영수입

산학협력수익

연구수익

교육운영수익

지식재산권수익

설비자산사용료수익

기타산학협력수익

산출근거

현 금 예 산 서
(2015학년도 추가경정예산)

계 정 과 목
증  감 증감율(%)추가경정예산액 본예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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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관 항 목
산출근거

계 정 과 목
증  감 증감율(%)추가경정예산액 본예산액

21,013,346 20,453,437 559,909 2.7% 내역서참조

정부연구수익 20,602,157 19,910,449 691,708 3.5% 내역서참조

산업체연구수익 411,189 542,988 -131,799 -24.3% 내역서참조

3,225,522 5,456,077 -2,230,555 -40.9% 내역서참조

교육운영수익 3,225,522 5,456,077 -2,230,555 -40.9% 내역서참조

0 45,520 -45,520 -100.0% 내역서참조

기타지원금수익 0 45,520 -45,520 -100.0% 내역서참조

4,639,041 5,037,790 -398,749 -7.9% 내역서참조

562,468 738,814 -176,346 -23.9% 내역서참조

산학협력연구수익 550,243 733,754 -183,511 -25.0% 내역서참조

교육운영수익 2,000 0 2,000 100.0% 내역서참조

기타산학협력수익 10,225 5,060 5,165 102.1% 내역서참조

4,076,573 4,298,976 -222,403 -5.2% 내역서참조

연구수익 3,729,036 3,982,737 -253,701 -6.4% 내역서참조

교육운영수익 347,537 316,239 31,298 9.9% 내역서참조

170,000 183,700 -13,700 -7.5% 내역서참조

170,000 183,700 -13,700 -7.5% 내역서참조

지정기부금 170,000 183,700 -13,700 -7.5% 내역서참조

지원금수익

기부금수익

전입및기부금수익

연구수익

교육운영수익

기타지원금수익

간접비수익

산학협력수익

지원금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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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관 항 목
산출근거

계 정 과 목
증  감 증감율(%)추가경정예산액 본예산액

2,657,442 434,100 2,223,342 512.2% 내역서참조

2,657,442 434,100 2,223,342 512.2% 내역서참조

이자수익 398,650 404,100 -5,450 -1.3% 내역서참조

기타운영외수익 2,258,792 30,000 2,228,792 7429.3% 내역서참조

70,000 50,000 20,000 40.0%

70,000 50,000 20,000 40.0% 내역서참조

70,000 50,000 20,000 40.0% 내역서참조

임대보증금증가 70,000 50,000 20,000 40.0% 내역서참조

22,237,816 23,340,470 -1,102,654 -4.7%

22,237,816 23,340,470 -1,102,654 -4.7% 내역서참조

22,237,816 23,340,470 -1,102,654 -4.7% 내역서참조

기초의현금 22,237,816 23,340,470 -1,102,654 -4.7% 내역서참조

58,901,409 62,015,585 -3,114,176 -5.3%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기초의현금

기초의현금

운영외수익

운영외수익

자본및부채수입

기초의현금

자금수입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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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출  지  부



(단위:천원)

관 항 목

32,840,307 35,409,664 -2,569,357 -7.3%

4,381,350 5,793,942 -1,412,592 -24.4% 내역서참조

3,990,142 4,993,306 -1,003,164 -20.1% 내역서참조

인건비 1,291,844 1,839,224 -547,380 -29.8% 내역서참조

학생인건비 276,539 462,700 -186,161 -40.2% 내역서참조

연구장비·재료비 468,942 598,201 -129,259 -21.6% 내역서참조

연구활동비 352,480 758,755 -406,275 -53.5% 내역서참조

연구과제추진비 239,421 311,346 -71,925 -23.1% 내역서참조

연구수당 533,213 468,680 64,533 13.8% 내역서참조

위탁연구개발 827,703 554,400 273,303 49.3% 내역서참조

35,669 270,636 -234,967 -86.8% 내역서참조

인건비 0 165,792 -165,792 -100.0% 내역서참조

교육과정개발비 35,669 14,300 21,369 149.4% 내역서참조

기타교육운영비 0 90,544 -90,544 -100.0% 내역서참조

지적재산권비용 200,000 200,000 0 0.0% 내역서참조

현 금 예 산 서

계 정 과 목
증감율(%) 산출근거증  감추가경정예산액 본예산액

(2015학년도 추가경정예산)

운영비용지출

산학협력비

산학협력연구비

교육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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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관 항 목

계 정 과 목
증감율(%) 산출근거증  감추가경정예산액 본예산액

산학협력보상금 200,000 200,000 0 0.0% 내역서참조

155,539 330,000 -174,461 -52.9% 내역서참조

기타산학협력비 155,539 330,000 -174,461 -52.9% 내역서참조

20,892,611 24,081,392 -3,188,781 -13.2% 내역서참조

18,165,715 18,880,549 -714,834 -3.8% 내역서참조

인건비 3,953,994 3,760,044 193,950 5.2% 내역서참조

학생인건비 3,296,089 2,943,409 352,680 12.0% 내역서참조

연구장비·재료비 5,014,830 6,156,388 -1,141,558 -18.5% 내역서참조

연구활동비 3,165,657 3,094,713 70,944 2.3% 내역서참조

연구과제추진비 1,341,740 1,867,404 -525,664 -28.1% 내역서참조

연 구 수 당 1,121,734 908,591 213,143 23.5% 내역서참조

위탁연구개발비 271,671 150,000 121,671 81.1% 내역서참조

2,685,646 5,152,323 -2,466,677 -47.9% 내역서참조

인건비 768,113 956,000 -187,887 -19.7% 내역서참조

교육과정개발비 813,100 1,919,500 -1,106,400 -57.6% 내역서참조

장학금 692,513 729,212 -36,699 -5.0% 내역서참조

기타교육운영비 411,920 1,547,611 -1,135,691 -73.4% 내역서참조

교육운영비

산학협력비

지적재산권비용

기타산학협력비

연구비

지원금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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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관 항 목

계 정 과 목
증감율(%) 산출근거증  감추가경정예산액 본예산액

41,250 48,520 -7,270 -15.0% 내역서참조

기타지원사업비 41,250 48,520 -7,270 -15.0% 내역서참조

2,667,726 2,601,014 66,712 2.6% 내역서참조

612,480 763,060 -150,580 -19.7% 내역서참조

인건비 320,000 363,060 -43,060 -11.9% 내역서참조

연구개발능률성과금 292,480 400,000 -107,520 -26.9% 내역서참조

1,407,465 1,282,954 124,511 9.7% 내역서참조

기관공통지원경비 515,667 460,452 55,215 12.0% 내역서참조

사업단또는연구단운영비 759,976 649,102 110,874 17.1% 내역서참조

연구실안전관리비 76,822 60,000 16,822 28.0% 내역서참조

연구윤리활동비 0 10,000 -10,000 -100.0% 내역서참조

대학연구활동지원금 55,000 103,400 -48,400 -46.8% 내역서참조

365,701 255,000 110,701 43.4% 내역서참조

과학문화활용비 9,140 0 9,140 100.0% 내역서참조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356,561 255,000 101,561 39.8% 내역서참조

282,080 300,000 -17,920 -6.0% 내역서참조

기타지원금 282,080 300,000 -17,920 -6.0% 내역서참조

성과활용지원비

지원금사업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기타지원금

기타지원금사업비

간접비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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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관 항 목

계 정 과 목
증감율(%) 산출근거증  감추가경정예산액 본예산액

97,639 203,316 -105,677 -52.0% 내역서참조

97,639 203,316 -105,677 -52.0% 내역서참조

인건비 60,639 154,516 -93,877 -60.8% 내역서참조

일반제경비 37,000 48,800 -11,800 -24.2% 내역서참조

2,300,981 30,000 2,270,981 7569.9% 내역서참조

2,300,981 30,000 2,270,981 7569.9% 내역서참조

기타운영외비용 2,300,981 30,000 2,270,981 7569.9% 내역서참조

2,500,000 2,500,000 0 0.0% 내역서참조

2,500,000 2,500,000 0 0.0% 내역서참조

학교회계전출금 2,500,000 2,500,000 0 0.0% 내역서참조

0 200,000 -200,000 -100.0% 내역서참조

0 200,000 -200,000 -100.0% 내역서참조

예비비 0 200,000 -200,000 -100.0% 내역서참조

1,291,646 1,382,000 -90,354 -6.5%

1,221,646 1,332,000 -110,354 -8.3% 내역서참조

771,646 880,000 -108,354 -12.3% 내역서참조

기계기구취득 758,063 770,000 -11,937 -1.6% 내역서참조

투자활동지출

유형자산취득지출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

운영외비용

학교회계전출금

학교회계전출금

예비비

예비비

자본및부채지출

운영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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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관 항 목

계 정 과 목
증감율(%) 산출근거증  감추가경정예산액 본예산액

유형자산취득지출 집기비품취득 13,583 110,000 -96,417 -87.7% 내역서참조

150,000 152,000 -2,000 -1.3% 내역서참조

지식재산권지출 150,000 152,000 -2,000 -1.3% 내역서참조

300,000 300,000 0 0.0% 내역서참조

연구기금적립지출 300,000 300,000 0 0.0% 내역서참조

70,000 50,000 20,000 40.0% 내역서참조

70,000 50,000 20,000 40.0% 내역서참조

임대보증금감소 70,000 50,000 20,000 40.0% 내역서참조

24,769,456 25,223,921 -454,465 -1.8%

24,769,456 25,223,921 -454,465 -1.8% 내역서참조

24,769,456 25,223,921 -454,465 -1.8% 내역서참조

기말의현금 24,769,456 25,223,921 -454,465 -1.8% 내역서참조

58,901,409 62,015,585 -3,114,176 -5.3%

기말의현금

기타비유동자산지출

재무활동지출

부채의상환

투자활동지출

무형자산취득지출

자금지출총계

기말의현금

기말의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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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입 목 별 명 세 서



(단위:원)

관 항 목

-2,031,521,765

산학협력수익 -2,126,248,789

연구수익 -1,672,798,789

정부연구수익 -1,698,902,879

산학협력실 산학협력수익 정부연구수익 증가 173,474,103

건설기술연구소 산학협력수익 정부연구수익 감소 -524,332,000

경영문제연구소 산학협력수익 정부연구수익 감소 -20,000,000

법학연구소 산학협력수익 정부연구수익 감소 -80,000,000

환경문제연구소 산학협력수익 정부연구수익 감소 -9,224,910

해양자원연구소 산학협력수익 정부연구수익 감소 -9,422,072

농업생명과학연구소 산학협력수익 정부연구수익 감소 -110,000,000

창업지원단 산학협력수익 정부연구수익 감소 -1,400,000,000

산학협력연구센터 산학협력수익 정부연구수익 증가 280,602,000

산업체연구수익 26,104,090

산학협력실 산학협력수익 산업체연구수익 증가 20,157,291

건설기술연구소 산학협력수익 산업체연구수익 감소 -39,134,000

경영문제연구소 산학협력수익 산업체연구수익 감소 -26,077,637

그린에너지기기연구소 산학협력수익 산업체연구수익 증가 27,000,000

신소형재가공청정공정개발연구센터 산학협력수익 산업체연구수익 증가 35,030,883

의과학연구원 산학협력수익 산업체연구수익 감소 -59,565,000

현 금 예 산 서
[2015학년도 추가경정예산]

계정과목
증감액 증감내역

운영수입



(단위:원)

관 항 목

계정과목
증감액 증감내역

산학협력수익 연구수익 산업체연구수익 전력기기융합설계연구센터 산학협력수익 산업체연구수익 감소 -28,220,000

정보기술연구소 산학협력수익 산업체연구수익 증가 53,000,000

환경문제연구소 산학협력수익 산업체연구수익 증가 155,690,132

해양자원연구소 산학협력수익 산업체연구수익 감소 -43,660,250

지능형통합항만관리센터 산학협력수익 산업체연구수익 감소 -36,000,000

산학협력연구센터 산학협력수익 산업체연구수익 감소 -129,675,000

농업생명과학연구소 산학협력수익 산업체연구수익 감소 -207,075,999

휴먼라이프리서치센터 산학협력수익 산업체연구수익 증가 356,687,128

관광레저연구소 산학협력수익 산업체연구수익 증가 3,099,996

생산기술연구소 산학협력수익 산업체연구수익 증가 7,419,272

융합디자인연구소 산학협력수익 산업체연구수익 증가 5,563,637

동아시아연구원 산학협력수익 산업체연구수익 증가 46,363,637

바이오헬스융합연구소 산학협력수익 산업체연구수익 증가 5,100,000

기초과학연구소 산학협력수익 산업체연구수익 증가 20,400,000

창업지원단 산학협력수익 산업체연구수익 감소 -140,000,000

교육운영수익 -244,400,000

교육운영수익 -244,400,000

고기능성밸브기술지원센터 산학협력수익 교육운영수익 감소 -2,000,000

그린에너지기기연구소 산학협력수익 교육운영수익 감소 -3,000,000

글로벌인재개발센터 산학협력수익 교육운영수익 감소 -239,400,000

지식재산권수익 600,000

지식재산권양도수익 600,000

미토콘드리아허브제어연구센터 산학협력수익 지식재산권수익 증가 600,000



(단위:원)

관 항 목

계정과목
증감액 증감내역

산학협력수익 설비자산사용료수익 52,900,000

설비자산사용료수익 3,000,000

신소형재가공청정공정개발연구센터 산학협력수익 설비자산사용료수익 감소 -26,000,000

고기능성밸브기술지원센터 산학협력수익 설비자산사용료수익 증가 30,000,000

에코디자인사업단 산학협력수익 설비자산사용료수익 감소 -1,000,000

임대료수익 49,900,000   

창업보육센터 산학협력수익 임대료수익 증가 40,000,000

산학협력연구센터 산학협력수익 임대료수익 증가 9,900,000

기타산학협력수익 -262,550,000   

기타산학협력수익 -262,550,000   

산학협력실 산학협력수익 기타산학협력수익 감소 -33,000,000

경영문제연구소 산학협력수익 기타산학협력수익 감소 -220,480,000

고기능성밸브기술지원센터 산학협력수익 기타산학협력수익 감소 -5,000,000

산학협력연구센터  산학협력수익 기타산학협력수익 감소 -31,520,000

에코디자인사업단 산학협력수익 기타산학협력수익 감소 -3,050,000

그린에너지기기연구소 산학협력수익 기타산학협력수익 증가 500,000

기술이전센터 산학협력수익 기타산학협력수익 증가 30,000,000

지원금수익 -1,716,165,605   

연구수익 559,908,961   

정부연구수익 691,708,432

산학협력실 지원금수익 정부연구수익 감소 -767,895,743

고기능성밸브기술지원센터 지원금수익 정부연구수익 감소 -10,050,000

그린에너지기기연구소 지원금수익 정부연구수익 증가 15,500,000



(단위:원)

관 항 목

계정과목
증감액 증감내역

지원금수익 연구수익 정부연구수익 기술이전센터 지원금수익 정부연구수익 증가 25,000,000

동남권건설교통기술지역거점센터 지원금수익 정부연구수익 증가 234,383,000

미토콘드리아허브제어연구센터 지원금수익 정부연구수익 증가 212,477,200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 지원금수익 정부연구수익 감소 -52,000,000

에코디자인사업단 지원금수익 정부연구수익 증가 2,550,000

중금속노출환경보건센터 지원금수익 정부연구수익 증가 111,580,000

지능형컨테이너연구센터 지원금수익 정부연구수익 증가 50,210,000

창업지원단 지원금수익 정부연구수익 증가 4,950,000

산학협력연구센터 지원금수익 정부연구수익 감소 -204,455,800

전력기기융합설계연구센터 지원금수익 정부연구수익 증가 320,063,115

경영문제연구소 지원금수익 정부연구수익 증가 3,312,066

친환경도시농업연구소 지원금수익 정부연구수익 증가 25,200,000

농업생명과학연구소 지원금수익 정부연구수익 감소 -212,049,350

바이오헬스융합연구소 지원금수익 정부연구수익 감소 -89,640,000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단 지원금수익 정부연구수익 증가 524,472,000

면역네트워크파이오니어연구센터 지원금수익 정부연구수익 감소 -424,050,000

건설기술연구소 지원금수익 정부연구수익 증가 843,514,000

환경문제연구소 지원금수익 정부연구수익 증가 78,637,944

산업체연구수익 -131,799,471

산학협력실 지원금수익 산업체연구수익 감소 -42,460,071

고기능성밸브기술지원센터 지원금수익 산업체연구수익 감소 -3,700,000

동남권건설교통기술지역거점센터 지원금수익 산업체연구수익 감소 -4,000,000

중금속노출환경보건센터 지원금수익 산업체연구수익 증가 11,070,000



(단위:원)

관 항 목

계정과목
증감액 증감내역

지원금수익 연구수익 산업체연구수익 산학협력연구센터 지원금수익 산업체연구수익 감소 -118,209,400

신소형재가공청정공정개발연구센터 지원금수익 산업체연구수익 증가 25,500,000

교육운영수익 -2,230,554,566   

교육운영수익 -2,230,554,566   

산학협력실 지원금수익 교육운영수익 증가 24,125,634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 지원금수익 교육운영수익 감소 -2,300,527,000

정보기술연구소 지원금수익 교육운영수익 감소 -7,300,000

글로벌인재개발센터 지원금수익 교육운영수익 증가 53,146,800

기타지원금수익 -45,520,000

기타지원금수익 -45,520,000

산학협력실 지원금수익 기타지원금수익 감소 -45,520,000

간접비수익 -398,749,354

산학협력수익 -176,345,740   

산학협력연구수익 -183,510,922   

산학협력실 간접비수익 산학협력연구수익 증가 150,075,061

건설기술연구소 간접비수익 산학협력연구수익 감소 -177,050,000

경영문제연구소 간접비수익 산학협력연구수익 감소 -68,479,637

그린에너지기기연구소 간접비수익 산학협력연구수익 감소 -8,780,000

법학연구소 간접비수익 산학협력연구수익 감소 -70,000,000

신소형재가공청정공정개발연구센터 간접비수익 산학협력연구수익 증가 8,583,772

의과학연구원 간접비수익 산학협력연구수익 감소 -2,134,000

정보기술연구소 간접비수익 산학협력연구수익 감소 -9,200,000

생산기술연구소 간접비수익 산학협력연구수익 증가 523,200



(단위:원)

관 항 목

계정과목
증감액 증감내역

간접비수익 산학협력수익 산학협력연구수익 융합디자인연구소 간접비수익 산학협력연구수익 증가 392,728

동아시아연구원 간접비수익 산학협력연구수익 증가 3,272,726

환경문제연구소 간접비수익 산학협력연구수익 감소 -60,000,000

산학협력연구센터 간접비수익 산학협력연구수익 증가 83,398,000

기초과학연구소 간접비수익 산학협력연구수익 증가 1,400,002

해양자원연구소 간접비수익 산학협력연구수익 감소 -4,197,125

지능형통합항만관리센터 간접비수익 산학협력연구수익 감소 -8,800,000

관광레저연구소 간접비수익 산학협력연구수익 증가 1,400,002

농업생명과학연구소 간접비수익 산학협력연구수익 감소 -45,613,237

환경문제연구소 간접비수익 산학협력연구수익 증가 19,147,558

전력기기융합설계연구센터 간접비수익 산학협력연구수익 감소 -6,600,000

휴먼라이프리서치센터 간접비수익 산학협력연구수익 증가 9,150,029

교육운영수익 2,000,000

고기능성밸브기술지원센터 간접비수익 산학협력수익 교육운영수익 증가 2,000,000

기타산학협력수익 5,165,182

휴먼라이프리서치센터 간접비사업비 기타산학협력수익 증가 10,000,000

스포츠과학연구소 간접비사업비 기타산학협력수익 증가 225,182

경영문제연구소 간접비사업비 기타산학협력수익 감소 -5,060,000

지원금수익 -222,403,614   

연구수익 -253,700,680

산학협력실 간접비수익 지원금연구수익 증가(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 간접비 60%포함) 413,877,846

고기능성밸브기술지원센터 간접비수익 지원금연구수익 감소 -14,460,000

그린에너지기기연구소 간접비수익 지원금연구수익 감소 -14,510,000



(단위:원)

관 항 목

계정과목
증감액 증감내역

간접비수익 지원금수익 연구수익 동남권건설교통기술지역거점센터 간접비수익 지원금연구수익 증가 45,206,000

미토콘드리아허브제어연구센터 간접비수익 지원금연구수익 감소 -133,852,600

에코디자인사업단 간접비수익 지원금연구수익 감소 -155,680,000

지능형컨테이너연구센터 간접비수익 지원금연구수익 감소 -40,196,000

창업보육센터 간접비수익 지원금연구수익 감소 -9,391,000

창업지원단 간접비수익 지원금연구수익 감소 -24,670,000

해양자원연구소 간접비수익 지원금연구수익 감소 -17,306,000

산학협력연구센터 간접비수익 지원금연구수익 감소 -56,996,000

융합형디자인대학육성사업단 간접비수익 지원금연구수익 감소 -15,000,000

경영문제연구소 간접비수익 지원금연구수익 증가 66,214

농업생명과학연구소 간접비수익 지원금연구수익 감소 -167,888,260

바이오헬스융합연구소 간접비수익 지원금연구수익 감소 -10,000,000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단 간접비수익 지원금연구수익 증가 7,843,200

면역네트워크파이오니어연구센터 간접비수익 지원금연구수익 감소 -125,950,000

에코디자인사업단 간접비수익 지원금연구수익 증가 20,320,000

환경문제연구소 간접비수익 지원금연구수익 증가 11,005,920

신소형재가공청정공정개발연구센터 간접비수익 지원금연구수익 증가 1,800,000

전력기기융합설계연구센터 간접비수익 지원금연구수익 증가 32,080,000

교육운영수익 31,297,066   

산학협력실 간접비수익 지원금수익 교육운영수익 증가(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 간접비 60%포함) 95,199,666

건설기술연구소 간접비수익 지원금수익 교육운영수익 증가 90,900,400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 간접비수익 지원금수익 교육운영수익 감소 -154,803,000

전입및기부금수익 -13,700,000   



(단위:원)

관 항 목

계정과목
증감액 증감내역

전입및기부금수익 기부금수익 -13,700,000   

지정기부금 -13,700,000   

에코디자인사업단 융합브랜드개발 사업에 따른 수익기부 감소 -13,700,000

운영외수익 2,223,341,984   

운영외수익 2,223,341,984

이자수익 -5,450,409

산학협력실 예금이자 수익감소 -5,262,870

미토콘드리아허브제어연구센터 예금이자 수익감소 -619,000

창업지원단 예금이자 수익감소 -68,539

고기능성밸브기술지원센터 예금이자 수익증가 500,000

기타운영외수익 2,228,792,393

산학협력실 운영외수익 기타운영외수익 감소 -6,306,571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 운영외수익 기타운영외수익 증가 35,000,000

관광레저연구소  운영외수익 기타운영외수익 증가 98,964

사하구국민체육센터 운영외수익 기타운영외수익 증가 2,200,000,000

20,000,000

임대보증금 20,000,000

임대보증금 20,000,000

임대보증금증가 20,000,000

창업보육센터 임대보증금 수익 증가 20,000,000

-1,102,654,000

기초의현금 -1,102,654,000

기초의현금 -1,102,654,000

자본및부채수입

기초의현금



(단위:원)

관 항 목

계정과목
증감액 증감내역

기초의현금 기초의현금 기초의현금 -1,102,654,000

-3,114,175,765자금수입총계



지 출 목 별 명 세 서



(단위:원)

관 항 목

-2,569,356,861

산학협력비 -1,412,593,785

산학협력연구비 -1,003,165,927   

인건비 -547,380,029   

산학협력실 산학협력연구비 인건비 감소 -149,838,635

건설기술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인건비 감소 -80,000,000

경영문제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인건비 감소 -55,000,000

법학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인건비 감소 -66,000,000

신소형재가공청정공정개발연구센터 산학협력연구비 인건비 증가 33,527,000

산학협력연구센터 산학협력연구비 인건비 증가 17,880,000

관광레저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인건비 증가 5,100,000

글로벌인재개발센터 산학협력연구비 인건비 증가 57,099,072

동아시아연구원 산학협력연구비 인건비 증가 44,803,637

융합디자인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인건비 증가 64,041,600

의과학연구원 산학협력연구비 인건비 증가 3,362,247

창업지원단 산학협력연구비 인건비 감소 -500,000,000

해양자원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인건비 감소 -27,163,150

지능형통합항만관리센터 산학협력연구비 인건비 감소 -11,000,000

농업생명과학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인건비 증가 47,030,000

그린에너지기기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인건비 증가 11,400,000

현 금 예 산 서
[2015학년도 추가경정예산]

계정과목
증감액 증감내역

운영비용지출



(단위:원)

관 항 목

계정과목
증감액 증감내역

산학협력비 산학협력연구비 인건비 미디어디바이스센터 산학협력연구비 인건비 증가 33,358,200

전력기기융합설계연구센터 산학협력연구비 인건비 증가 24,020,000

학생인건비 -186,161,479   

산학협력실 산학협력연구비 학생인건비 감소 -49,844,916

건설기술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학생인건비 감소 -130,800,000

그린에너지기기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학생인건비 감소 -19,000,000

법학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학생인건비 감소 -3,600,000

신소형재가공청정공정개발연구센터 산학협력연구비 학생인건비 감소 -11,000,000

농업생명과학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학생인건비 증가 10,120,237

바이오헬스융합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학생인건비 증가 3,456,000

전력기기융합설계연구센터 산학협력연구비 학생인건비 증가 75,851,200

환경문제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학생인건비 감소 -62,680,000

융합디자인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학생인건비 증가 960,000

산학협력연구센터 산학협력연구비 학생인건비 증가 12,944,000

지능형통합항만관리센터 산학협력연구비 학생인건비 감소 -12,568,000

연구장비·재료비 -129,259,476   

산학협력실 산학협력연구비 연구장비·재료비 감소 -133,908,976

건설기술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연구장비·재료비 감소 -61,527,000

신소형재가공청정공정개발연구센터 산학협력연구비 연구장비·재료비 증가 3,000,000

전력기기융합설계연구센터 산학협력연구비 연구장비·재료비 증가 55,690,761

환경문제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연구장비·재료비 감소 -9,930,000

해양자원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연구장비·재료비 감소 -49,866,000

산학협력연구센터 산학협력연구비 연구장비·재료비 증가 77,561,294



(단위:원)

관 항 목

계정과목
증감액 증감내역

산학협력비 산학협력연구비 연구장비·재료비 농업생명과학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연구장비·재료비 감소 -17,238,355

생산기술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연구장비·재료비 증가 6,732,000

융합디자인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연구장비·재료비 증가 226,800

연구활동비 -406,274,913   

산학협력실 산학협력연구비 연구활동비 감소 -258,136,044

건설기술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연구활동비 감소 -151,371,000

그린에너지기기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연구활동비 감소 -5,500,000

법학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연구활동비 감소 -35,400,000

신소형재가공청정공정개발연구센터 산학협력연구비 연구활동비 증가 600,000

동아시아연구원 산학협력연구비 연구활동비 증가 1,560,000

관광레저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연구활동비 증가 98,864

의과학연구원 산학협력연구비 연구활동비 감소 -19,615,560

전력기기융합설계연구센터 산학협력연구비 연구활동비 증가 28,198,031

정보기술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연구활동비 감소 -96,000,000

바이오헬스융합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연구활동비 증가 23,724

융합디자인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연구활동비 증가 25,528,498

정보기술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연구활동비 증가 55,800,000

휴먼라이프리서치센터 산학협력연구비 연구활동비 증가 2,812,547

환경문제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연구활동비 감소 -7,359,000

해양자원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연구활동비 증가 46,287,777

지능형통합항만관리센터 산학협력연구비 연구활동비 증가 1,120,800

산학협력연구센터 산학협력연구비 연구활동비 증가 11,749,215

농업생명과학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연구활동비 감소 -6,672,765



(단위:원)

관 항 목

계정과목
증감액 증감내역

산학협력비 산학협력연구비 연구과제추진비 -71,925,441

산학협력실 산학협력연구비 연구과제추진비 감소 -17,658,166

건설기술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연구과제추진비 감소 -68,554,000

그린에너지기기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연구과제추진비 감소 -4,500,000

법학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연구과제추진비 감소 -15,000,000

전력기기융합설계연구센터 산학협력연구비 연구과제추진비 증가 25,520,000

융합디자인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연구과제추진비 증가 1,818,000

신소형재가공청정공정개발연구센터 산학협력연구비 연구과제추진비 증가 5,000,000

해양자원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연구과제추진비 증가 6,040,792

환경문제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연구과제추진비 감소 -14,956,000

지능형통합항만관리센터 산학협력연구비 연구과제추진비 감소 -3,700,000

산학협력연구센터 산학협력연구비 연구과제추진비 증가 1,782,369

농업생명과학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연구과제추진비 증가 1,606,862

의과학연구원 산학협력연구비 연구과제추진비 증가 8,347,542

휴먼라이프리서치센터 산학협력연구비 연구과제추진비 증가 2,327,160

연구수당 64,532,868   

산학협력실 산학협력연구비 연구수당 증가 15,590,668

건설기술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연구수당 감소 -70,112,000

그린에너지기기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연구수당 증가 108,000,000

법학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연구수당 감소 -10,000,000

전력기기융합설계연구센터 산학협력연구비 연구수당 증가 8,102,400

융합디자인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연구수당 증가 1,800,000

신소형재가공청정공정개발연구센터 산학협력연구비 연구수당 증가 8,585,000



(단위:원)

관 항 목

계정과목
증감액 증감내역

산학협력비 산학협력연구비 연구수당 환경문제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연구수당 감소 -20,000,000

산학협력연구센터 산학협력연구비 연구수당 증가 3,346,800

미디어디바이스연구센터 산학협력연구비 연구수당 증가 17,000,000

농업생명과학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연구수당 감소 -9,000,000

휴먼라이프리서치센터 산학협력연구비 연구수당 증가 11,220,000

위탁연구개발비 273,302,543   

산학협력실 산학협력연구비 위탁연구개발비 감소 -355,543,134

건설기술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위탁연구개발비 감소 -95,182,728

해양자원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위탁연구개발비 증가 29,532,025

정보기술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위탁연구개발비 증가 66,600,000

경영문제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위탁연구개발비 증가 15,992,728

지능형통합항만관리센터 산학협력연구비 위탁연구개발비 증가 727,272

농업생명과학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위탁연구개발비 증가 6,951,600

휴면라이프리서치센터 산학협력연구비 위탁연구개발비 증가 359,765,128

환경문제연구소 산핛협력연구비 위탁연구개발비 증가 244,459,652

교육운영비 -234,966,768   

인건비 -165,792,000   

그린에너지기기연구소 산학협력비 교육운영비 인건비 감소 -15,000,000

에코디자인사업단 산학협력비 교육운영비 인건비 감소 -25,000,000

글로벌인재개발센터 산학협력비 교육운영비 인건비 감소 -125,792,000

교육과정개발비 21,369,232   

글로벌인재개발센터 해외취업 연구과정 교재개발비 증가 21,369,232

기타교육운영비 -90,544,000   



(단위:원)

관 항 목

계정과목
증감액 증감내역

산학협력비 교육운영비 기타교육운영비 에코디자인사업단 산학협력비 교육운영비 기타교육운영비 감소 -3,000,000

글로벌인재개발센터 산학협력비 교육운영비 기타교육운영비 감소 -87,544,000

기타산학협력비 -174,461,091   

기타산학협력비 -174,461,091   

산학협력실 산학협력비 기타산학협력비 감소 -180,000,000

해양자원연구소 산학협력비 기타산학협력비 증가 728,000

경영문제연구소 산학협력비 기타산학협력비 증가 1,810,909

건설기술연구소 산학협력비 기타산학협력비 증가 3,000,000

지원금사업비 -3,188,779,569

연구비 -714,832,771   

인건비 193,950,047   

산학협력실 지원금사업비 연구비 인건비 증가 348,992,270

고기능성밸브기술지원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비 인건비 감소 -35,700,000

그린에너지기기연구소 지원금사업비 연구비 인건비 감소 -8,300,000

미토콘드리아허브연구제어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비 인건비 증가 139,195,919

부산사하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비 인건비 증가 9,666,000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 지원금사업비 연구비 인건비 감소 -20,400,000

에코디자인사업단 지원금사업비 연구비 인건비 감소 -13,485,000

중금속노출환경보건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비 인건비 증가 32,706,000

지능형컨테이너연구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비 인건비 감소 -60,129,086

창업보육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비 인건비 감소 -2,190,000

창업지원단 지원금사업비 연구비 인건비 감소 -337,960,000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단 지원금사업비 연구비 인건비 증가 21,600,000



(단위:원)

관 항 목

계정과목
증감액 증감내역

지원금사업비 연구비 인건비 산학협력연구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비 인건비 증가 106,358,211

미디어디바이스연구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비 인건비 증가 28,300,185

농업생명과학연구소 지원금사업비 연구비 인건비 감소 -53,564,750

면역네트워크파이오니어연구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비 인건비 감소 -91,827,000

동남권건설교통지역거점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비 인건비 증가 44,241,145

건설기술연구소 지원금사업비 연구비 인건비 증가 86,446,154

학생인건비 352,680,350   

산학협력실 지원금사업비 학생인건비 증가 205,849,178

고기능성밸브기술지원센터 지원금사업비 학생인건비 감소 -22,000,000

그린에너지기기연구소 지원금사업비 학생인건비 감소 -1,821,800

동남권건설교통기술지역거점센터 지원금사업비 학생인건비 감소 -31,800,000

미토콘드리아허브연구제어센터 지원금사업비 학생인건비 감소 -173,260,000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 지원금사업비 학생인건비 증가 10,316,000

지능형컨테이너연구센터 지원금사업비 학생인건비 감소 -6,412,000

환경문제연구소 지원금사업비 학생인건비 증가 52,800,000

신소형재가공연구센터 지원금사업비 학생인건비 증가 7,740,000

건설기술연구소 지원금사업비 학생인건비 증가 147,385,450

산학협력연구센터 지원금사업비 학생인건비 감소 -113,307,000

농업생명과학연구소 지원금사업비 학생인건비 증가 264,619,730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단 지원금사업비 학생인건비 증가 58,120,793

바이오헬스융합연구소 지원금사업비 학생인건비 감소 -10,000,000

면역네트워크파이오니어연구센터 지원금사업비 학생인건비 감소 -35,550,000

연구장비·재료비 -1,141,557,640   



(단위:원)

관 항 목

계정과목
증감액 증감내역

지원금사업비 연구비 연구장비·재료비 산학협력실 지원금사업비 연구장비·재료비 감소 -258,559,708

고기능성밸브기술지원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장비·재료비 증가 25,200,000

그린에너지기기연구소 지원금사업비 연구장비·재료비 감소 -20,000,000

동남권건설교통기술지역거점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장비·재료비 증가 126,085,100

미토콘드리아허브연구제어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장비·재료비 감소 -421,416,214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 지원금사업비 연구장비·재료비 감소 -108,446,000

에코디자인사업단 지원금사업비 연구장비·재료비 감소 -82,000,000

중금속노출환경보건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장비·재료비 증가 41,891,200

지능형컨테이너연구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장비·재료비 증가 28,077,308

창업지원단 지원금사업비 연구장비·재료비 감소 -59,749,480

융합디자인육성대학사업단 지원금사업비 연구장비·재료비 감소 -8,000,000

친환경도시농업연구소 지원금사업비 연구장비·재료비 증가 3,142,584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단 지원금사업비 연구장비·재료비 증가 2,769,624

건설기술연구소 지원금사업비 연구장비·재료비 증가 125,771,978

환경문제연구소 지원금사업비 연구장비·재료비 증가 3,899,000

미디어디바이스연구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장비·재료비 감소 -380,057,020

농업생명과학연구소 지원금사업비 연구장비·재료비 증가 42,191,785

바이오헬스융합연구소 지원금사업비 연구장비·재료비 감소 -30,000,000

면역네트워크파이오니어연구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장비·재료비 감소 -237,736,000

산학협력연구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장비·재료비 증가 65,378,202

연구활동비 70,944,485   

산학협력실 지원금사업비 연구활동비 감소 -108,159,940

고기능성밸브기술지원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활동비 감소 -4,035,000



(단위:원)

관 항 목

계정과목
증감액 증감내역

지원금사업비 연구비 연구활동비 그린에너지기기연구소 지원금사업비 연구활동비 감소 -19,441,000

기술이전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활동비 감소 -15,750,000

동남권건설교통기술지역거점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활동비 감소 -30,315,000

미토콘드리아허브제어연구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활동비 감소 -43,774,446

부산사하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활동비 감소 -9,666,000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 지원금사업비 연구활동비 감소 -11,180,000

에코디자인사업단 지원금사업비 연구활동비 증가 67,520,400

중금속노출환경보건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활동비 증가 700,000

지능형컨테이너연구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활동비 감소 -33,329,126

건설기술연구소 지원금사업비 연구활동비 증가 94,543,225

친환경도시농업연구소 지원금사업비 연구활동비 증가 3,300,000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단 지원금사업비 연구활동비 증가 46,411,495

환경문제연구소 지원금사업비 연구활동비 증가 6,500,000

신소형재가공연구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활동비 증가 1,193,604

창업보육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활동비 증가 7,440,000

해양자원연구소 지원금사업비 연구활동비 증가 9,880,000

기술이전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활동비 증가 25,200,000

경영문제연구소 지원금사업비 연구활동비 증가 3,312,066

창업지원단 지원금사업비 연구활동비 증가 221,620,880

산학협력연구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활동비 감소 -17,954,617

융항형디자인육성대학사업단 지원금사업비 연구활동비 감소 -51,000,000

미디어디바이스연구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활동비 감소 -4,680,257

농업생명과학연구소 지원금사업비 연구활동비 감소 -27,376,799



(단위:원)

관 항 목

계정과목
증감액 증감내역

지원금사업비 연구비 연구활동비 바이오헬스융합연구소 지원금사업비 연구활동비 감소 -20,000,000

면역네트워크파이오니어연구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활동비 감소 -20,015,000

연구과제추진비 -525,663,727

산학협력실 지원금사업비 연구과제추진비 감소 -239,022,498

고기능성밸브기술지원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과제추진비 감소 -28,687,200

그린에너지기기연구소 지원금사업비 연구과제추진비 증가 3,740,000

기술이전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과제추진비 증가 5,550,000

동남권건설교통기술지역거점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과제추진비 감소 -27,070,000

미토콘드리아허브제어연구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과제추진비 감소 -51,751,412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 지원금사업비 연구과제추진비 감소 -3,040,000

신소형재가공연구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과제추진비 증가 2,048,856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단 지원금사업비 연구과제추진비 증가 7,334,040

에코디자인사업단 지원금사업비 연구과제추진비 감소 -5,819,000

중금속노출환경보건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과제추진비 감소 -6,120,000

지능형컨테이너연구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과제추진비 감소 -8,458,752

창업보육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과제추진비 감소 -5,250,000

창업지원단 지원금사업비 연구과제추진비 감소 -229,522,736

건설기술연구소 지원금사업비 연구과제추진비 증가 83,834,098

환경문제연구소 지원금사업비 연구과제추진비 증가 6,000,000

산학협력연구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과제추진비 증가 9,197,899

융항형디자인육성대학사업단 지원금사업비 연구과제추진비 감소 -8,500,000

미디어디바이스연구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과제추진비 감소 -14,901,450

농업생명과학연구소 지원금사업비 연구과제추진비 증가 18,774,428



(단위:원)

관 항 목

계정과목
증감액 증감내역

지원금사업비 연구비 연구과제추진비 바이오헬스융합연구소 지원금사업비 연구과제추진비 감소 -20,000,000

면역네트워크파이오니어연구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과제추진비 감소 -14,000,000

연 구 수 당 213,142,673   

산학협력실 지원금사업비 연구수당 증가 148,631,373

고기능성밸브기술지원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수당 증가 2,472,200

그린에너지기기연구소 지원금사업비 연구수당 감소 -1,601,000

동남권건설교통기술지역거점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수당 증가 490,000

건설기술연구소 지원금사업비 연구수당 증가 69,952,500

환경문제연구소 지원금사업비 연구수당 증가 22,327,200

신소형재가공연구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수당 증가 3,000,000

미토콘드리아허브제어연구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수당 감소 -26,203,600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 지원금사업비 연구수당 증가 1,750,000

에코디자인사업단 지원금사업비 연구수당 감소 -1,349,000

지능형컨테이너연구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수당 증가 8,900,000

산학협력연구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수당 증가 11,795,000

농업생명과학연구소 지원금사업비 연구수당 감소 -14,522,000

바이오헬스융합연구소 지원금사업비 연구수당 감소 -8,000,000

면역네트워크파이오니어연구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수당 감소 -4,500,000

위탁연구개발비 121,671,040   

산학협력실 지원금사업비 위탁연구개발비 증가 108,221,400

동남권건설교통기술지역거점센터 지원금사업비 위탁연구개발비 감소 -150,000,000

농업생명과학연구소 지원금사업비 위탁연구개발비 증가 24,000,000

중금속노출환경보건센터 지원금사업비 위탁연구개발비 증가 18,000,000



(단위:원)

관 항 목

계정과목
증감액 증감내역

지원금사업비 연구비 위탁연구개발비 건설기술연구소 지원금사업비 위탁연구개발비 증가 104,650,000

친환경도시농업연구소 지원금사업비 위탁연구개발비 증가 16,799,640

교육운영비 -2,466,676,798   

인건비 -187,886,999   

산학협력실 지원금사업비 교육운영비 인건비 증가 54,159,001

글로벌인재개발센터 지원금사업비 교육운영비 인건비 감소 -13,200,000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 지원금사업비 교육운영비 인건비 감소 -228,246,000

정보기술연구소 지원금사업비 교육운영비 인건비 감소 -600,000

교육과정개발비 -1,106,399,679   

산학협력실  지원금사업비 교육운영비 교육과정개발비 증가 300,321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 지원금사업비 교육운영비 교육과정개발비 감소 -1,106,700,000

장학금 -36,699,120

산학협력실 지원금사업비 교육운영비 장학금 감소 -96,669,000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단 지원금사업비 교육운영비 장학금 증가 101,261,880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 지원금사업비 교육운영비 장학금 감소 -61,292,000

창업지원단 지원금사업비 교육운영비 장학금 증가 20,000,000

기타교육운영비 -1,135,691,000   

산학협력실 지원금사업비 교육운영비 기타교육운영비 감소 -354,475,000

글로벌인재개발센터 지원금사업비 교육운영비 기타교육운영비 감소 -200,000,000

정보기술연구소 지원금사업비 교육운영비 기타교육운영비 감소 -10,000,000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 지원금사업비 교육운영비 기타교육운영비 감소 -561,216,000

휴먼라리프리서치센터 지원금사업비 교육운영비 기타교육운영비 감소 -10,000,000

기타지원금사업비 -7,270,000   



(단위:원)

관 항 목

계정과목
증감액 증감내역

지원금사업비 기타지원금사업비 기타지원사업비 -7,270,000   

산학협력실 지원금사업비 교육운영비 기타지원금사업비 증가 13,230,000

건설기술연구소 지원금사업비 교육운영비 기타지원금사업비 감소 -4,500,000

정보기술연구소 지원금사업비 교육운영비 기타지원금사업비 감소 -6,000,000

고기능성밸브기술지원센터 지원금사업비 교육운영비 기타지원금사업비 감소 -10,000,000

간접비사업비 66,712,203

인력지원비 -150,580,000   

인건비 -43,060,000   

산학협력실 간접비사업비 인력지원비 인건비 감소 -43,060,000

연구개발능률성과금 -107,520,000   

해양자원연구소 간접비사업비 인력지원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금 증가 2,000,000

건설기술연구소 간접비사업비 인력지원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금 감소 -40,234,000

미토콘드리아허브제어연구센터 간접비사업비 인력지원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금 감소 -14,600,000

에코디자인사업단 간접비사업비 인력지원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금 감소 -10,900,000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 간접비사업비 인력지원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금 감소 -35,000,000

정보기술연구소 간접비사업비 인력지원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금 감소 -8,786,000

연구지원비 124,511,153   

기관공통지원경비 55,215,000   

산학협력실 간접비사업비 연구지원비 기관공통지원경비 증가 55,215,000

사업단또는연구단운영비 110,874,016   

건설기술연구소 연구지원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증가 22,798,600

고기능성밸브기술지원센터 연구지원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증가 13,377,000

그린에너지기기연구소 연구지원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증가 1,160,000



(단위:원)

관 항 목

계정과목
증감액 증감내역

간접비사업비 연구지원비 사업단또는연구단운영비 미토콘드리아허브제어연구센터 연구지원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증가 40,787,127

법학연구소 연구지원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감소 -24,000,000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 연구지원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증가 29,575,000

신소형재가공청정공정개발연구센터 연구지원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증가 7,370,000

전력기기융합연구센터 연구지원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감소 -3,800,000

에코디자인사업단 연구지원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감소 -17,100,000

지능형컨테이너연구센터 연구지원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감소 -19,031,080

창업지원단 연구지원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증가 31,330,000

환경문제연구소 연구지원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증가 14,571,000

해양자원연구소 연구지원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증가 10,079,170

휴먼라이프리서치센터 연구지원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증가 1,500,000

정보기술연구소 연구지원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증가 3,840,000

융합디자인연구소 연구지원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증가 6,000,000

융합형디자인대학육성사업단 연구지원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감소 -5,500,000

미디어디바이스연구센터 연구지원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감소 -8,308,110

농업생명과학연구소 연구지원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증가 69,549,548

면역네트워크파이오니어연구센터 연구지원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감소 -55,718,000

바이오헬스융합연구소 연구지원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감소 -9,822,676

의과학연구원 연구지원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증가 1,737,860

경영문제연구소 연구지원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증가 478,577

연구실안전관리비 16,822,137   

산학협력단 간접비사업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증가 8,822,137

지능형컨테이너연구센터 간접비사업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증가 8,000,000



(단위:원)

관 항 목

계정과목
증감액 증감내역

간접비사업비 연구지원비 연구윤리활동비 -10,000,000   

산학협력실 간접비사업비 연구윤리활동비 감소 -10,000,000

대학연구활동지원금 -48,400,000   

산학협력실 대학연구활동지원금 감소 -48,400,000

성과활용지원비 110,701,050   

과학문화활용비 9,140,000   

지능형컨테이너연구센터 간접비사업비 과학문화활용비 증가 1,490,000

산학협력연구센터 간접비사업비 과학문화활용비 증가 7,650,000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101,561,050   

고기능성밸브기술지원센터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증가 5,000,000

기술이전센터 간접비사업비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증가 140,000,000

지능형컨테이너연구센터 간접비사업비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감소 -21,938,950

융합형디자인대학육성사업단 간접비사업비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감소 -2,000,000

농업생명과학연구소 간접비사업비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감소 -25,000,000

동남권건설교통지역거점센터 간접비사업비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증가 5,500,000

기타지원금 -17,920,000   

기타지원금 -17,920,000   

산학협력실 간접비사업비 기타지원금 감소 -50,000,000

전력기기융합설계연구센터 간접비사업비 기타지원금 증가 32,080,000

일반관리비 -105,677,000

일반관리비 -105,677,000   

인건비 -93,877,000   

글로벌인재개발센터 일반관리비 인건비 감소 -111,716,000



(단위:원)

관 항 목

계정과목
증감액 증감내역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 인건비 신소형재가공청정공정개발연구센터 일반관리비 인건비 증가 17,839,000

일반제경비 -11,800,000   

신소형재가공연구센터 일반관리비 일반제경비 감소 -26,800,000

고기능성밸브기술지원센터 일반관리비 일반제경비 증가 15,000,000

운영외비용 2,270,981,291

운영외비용 2,270,981,291   

기타운영외비용 2,270,981,291   

산학협력실 운영외비용 기타운영외비용 증가 66,425,000

미토콘드리아허브제어연구센터 운영외비용 기타운영외비용 감소 -619,000

에코디자인사업단 운영외비용 기타운영외비용 증가 440,916

지능형컨테이너연구센터 운영외비용 기타운영외비용 증가 107,090

창업지원단 운영외비용 기타운영외비용 감소 -62,247

해양자원연구소 운영외비용 기타운영외비용 감소 -100,000

글로벌인재개발센터 운영외비용 기타운영외비용 증가 62,568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 운영외비용 기타운영외비용 증가 28,000,000

건설기술연구소 운영외비용 기타운영외비용 증가 30,000

농업생명과학연구소 운영외비용 기타운영외비용 증가 130,593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단 운영외비용 기타운영외비용 증가 199,596

창업보육센터 운영외비용 기타운영외비용 증가 362,121

중금속노출환경보건센터 운영외비용 기타운영외비용 증가 590,184

부산사하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외비용 기타운영외비용 증가 192,168

고기능성밸브기술지원센터 운영외비용 기타운영외비용 증가 1,453,302

사하구국민체육센터 운영외비용 기타운영외비용 증가 2,200,000,000



(단위:원)

관 항 목

계정과목
증감액 증감내역

운영외비용 운영외비용 기타운영외비용 기타부서 운영외비용 기타운영외비용 감소 -26,231,000

예비비 -200,000,000

예비비 -200,000,000   

예비비 -200,000,000   

산학협력실 예비비 감소 -200,000,000

-90,353,904

투자활동지출 -110,353,904

유형자산취득지출 -108,353,904   

기계기구취득 -11,936,904   

산학협력실 기계기구취득지출 증가 100,000,000

고기능성밸브기술지원센터 기계기구취득지출 감소 -10,000,000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 기계기구취득지출 증가 27,176,000

부산사하구어린이급식센터 기계기구취득지출 감소 -10,000,000

지능형컨테이너연구센터 기계기구취득지출 감소 -21,048,000

농업생명과학연구소 기계기구취득지출 감소 -62,707,000

미디어디바이스연구센터 기계기구취득지출 감소 -22,270,280

창업지원단 기계기구취득지출 감소 -184,531,064

부산사하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기계기구취득지출 증가 10,000,000

건설기술연구소 기계기구취득지출 증가 60,000,000

미토콘드리아연구센터 기계기구취득지출 증가 44,224,800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단 기계기구취득지출 증가 57,218,640

집기비품취득 -96,417,000   

산학협력실 집기비품취득비 감소 -25,500,000

자본및부채지출



(단위:원)

관 항 목

계정과목
증감액 증감내역

투자활동지출 유형자산취득지출 집기비품취득 창업지원단 집기비품취득비 감소 -70,917,000

무형자산취득지출 -2,000,000   

지식재산권지출 -2,000,000   

미토콘드리아허브제어연구센터 지출재산권지출 감소 -2,000,000

재무활동지출 20,000,000

부채의상환 20,000,000   

임대보증금감소 20,000,000   

창업보육센터 임대보증금 증가 20,000,000

-454,465,000

기말의현금 -454,465,000

기말의현금 -454,465,000   

기말의현금 -454,465,000

-3,114,175,765

기말의현금

자금지출총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