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회계연도 추가경정 현금예산서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수  입  지  부



(단위:천원)

관 항 목

39,741,164 39,469,675 271,489 0.7%

6,698,014         5,426,575 1,271,439 23.4% 내역서참조

4,966,868         4,161,795 805,073 19.3% 내역서참조

정부연구수익 3,268,240         3,050,393 217,847 7.1% 내역서참조

산업체연구수익 1,698,629         1,111,402 587,227 52.8% 내역서참조

170,656            38,530 132,126 342.9% 내역서참조

교육운영수익 170,656            38,530 132,126 342.9% 내역서참조

700,000           500,000 200,000 40.0% 내역서참조

지식재산권이전수익 400,000           200,000 200,000 100.0% 내역서참조

노하우이전수익 300,000           300,000 0 0.0% 내역서참조

787,490           676,250 111,240 16.4% 내역서참조

설비자산사용료수익 457,900           318,000 139,900 44.0% 내역서참조

임대료수익 329,590           358,250 -28,660 -8.0% 내역서참조

73,000            50,000 23,000 46.0% 내역서참조

기타산학협력수익 73,000            50,000 23,000 46.0% 내역서참조

지원금수익 26,541,624        27,599,119 -1,057,495 -3.8% 내역서참조

산출근거

현 금 예 산 서
(2017학년도 추가경정예산)

계 정 과 목
증  감 증감율(%)본예산액추가경정예산액

운영수입

산학협력수익

연구수익

교육운영수익

기술이전수익

설비자산사용료수익

기타산학협력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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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관 항 목
산출근거

계 정 과 목
증  감 증감율(%)본예산액추가경정예산액

22,643,433        23,591,819 -948,386 -4.0% 내역서참조

정부연구수익 22,356,834        22,794,407 -437,573 -1.9% 내역서참조

산업체연구수익 286,599           797,412 -510,813 -64.1% 내역서참조

3,898,191         4,007,300 -109,109 -2.7% 내역서참조

교육운영수익 3,898,191         4,007,300 -109,109 -2.7% 내역서참조

4,839,078         4,673,331 165,747 3.5% 내역서참조

562,772           488,895 73,877 15.1% 내역서참조

산학협력연구수익 547,713           486,083 61,630 12.7% 내역서참조

교육운영수익 15,059             2,812 12,247 435.5% 내역서참조

기타산학협력수익 0 0 0 0.0% 내역서참조

4,276,306         4,184,436 91,870 2.2% 내역서참조

연구수익 4,222,452         3,978,940 243,512 6.1% 내역서참조

교육운영수익 53,854           205,496 -151,642 -73.8% 내역서참조

30,000            30,000 0 0.0% 내역서참조

30,000            30,000 0 0.0% 내역서참조

지정기부금 30,000            30,000 0 0.0% 내역서참조

운영외수익 1,632,447         1,740,650 -108,203 -6.2% 내역서참조

연구수익

교육운영수익

간접비수익

산학협력수익

지원금수익

지원금수익

기부금수익

전입및기부금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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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관 항 목
산출근거

계 정 과 목
증  감 증감율(%)본예산액추가경정예산액

이자수익 292,000           302,550 -10,550 -3.5% 내역서참조

기타운영외수익 1,340,447         1,438,100 -97,653 -6.8% 내역서참조

68,000            70,000 -2,000 -2.9%

68,000            70,000 -2,000 -2.9% 내역서참조

68,000            70,000 -2,000 -2.9% 내역서참조

임대보증금증가 68,000            70,000 -2,000 -2.9% 내역서참조

24,428,324        23,739,957 688,367 2.9%

24,428,324 23,739,957 688,367 2.9% 내역서참조

24,428,324 23,739,957 688,367 2.9% 내역서참조

기초의현금 24,428,324        23,739,957 688,367 2.9% 내역서참조

64,237,488 63,279,632 957,856 1.5%

자본및부채수입

기초의현금

자금수입총계

기초의현금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기초의현금

운영외수익운영외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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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출  지  부



(단위:천원)

관 항 목

38,475,665 37,631,721       843,944 2.2%

5,312,187 5,297,818        14,369 0.3% 내역서참조

4,742,371 4,909,318        -166,947 -3.4% 내역서참조

인건비 1,919,737 1,773,587        146,150 8.2% 내역서참조

학생인건비 207,502 237,106          -29,604 -12.5% 내역서참조

연구장비·재료비 713,840 1,030,847        -317,007 -30.8% 내역서참조

연구활동비 662,501 598,148          64,353 10.8% 내역서참조

연구과제추진비 471,470 601,897          -130,427 -21.7% 내역서참조

연구수당 272,562 334,964          -62,402 -18.6% 내역서참조

위탁연구개발 494,760 332,770          161,990 48.7% 내역서참조

136,816 38,500           98,316 100.0% 내역서참조

인건비 89,300 -                89,300 100.0% 내역서참조

교육과정개발비 3,302 18,435           -15,133 100.0% 내역서참조

기타교육운영비 44,214 20,065           24,149 100.0% 내역서참조

410,000 350,000          60,000 17.1% 내역서참조

산학협력보상금 350,000 350,000          0 0.0% 내역서참조

운영비용지출

산학협력연구비

교육운영비

산학협력비

지적재산권비용

현 금 예 산 서

계 정 과 목
증감율(%) 산출근거증  감본예산액

(2017학년도 추가경정예산)

추가경정예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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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관 항 목

계 정 과 목
증감율(%) 산출근거증  감본예산액추가경정예산액

지식재산권실시·양도비 60,000 60,000 내역서참조

산학협력비 23,000 23,000 100.0% 내역서참조

기타산학협력비 23,000 23,000 100.0% 내역서참조

26,587,993 25,174,613       1,413,380 5.6% 내역서참조

22,521,852 21,411,271       1,110,581 5.2% 내역서참조

인건비 5,702,939 5,266,682        436,257 8.3% 내역서참조

학생인건비 3,680,041 2,832,967        847,074 29.9% 내역서참조

연구장비·재료비 5,975,729 5,467,835        507,894 9.3% 내역서참조

연구활동비 3,835,691 4,694,741        -859,050 -18.3% 내역서참조

연구과제추진비 1,377,739 1,457,307        -79,568 -5.5% 내역서참조

연 구 수 당 1,624,713 1,451,738        172,975 11.9% 내역서참조

위탁연구개발비 325,000 240,000          85,000 35.4% 내역서참조

4,065,141 3,763,342        301,799 8.0% 내역서참조

인건비 1,071,500 873,080          198,420 22.7% 내역서참조

교육과정개발비 1,086,721 1,300,700        -213,979 -16.5% 내역서참조

장학금 476,700 519,930          -43,230 -8.3% 내역서참조

기타교육운영비 1,430,220 1,069,632        360,588 33.7% 내역서참조

연구비

지원금사업비

기타산학협력비

교육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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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관 항 목

계 정 과 목
증감율(%) 산출근거증  감본예산액추가경정예산액

지원금사업비 기타지원금사업비 기타지원사업비 1,000 0 1,000 100.0% 내역서참조

4,470,103 4,936,310        -466,207 -9.4% 내역서참조

1,324,547 1,324,034        513 0.0% 내역서참조

인건비 939,880 948,460          -8,580 -0.9% 내역서참조

연구개발능률성과금 384,667 375,574          9,093 2.4% 내역서참조

2,664,456 3,021,626        -357,170 -11.8% 내역서참조

기관공통지원경비 439,058 688,064          -249,006 -36.2% 내역서참조

사업단또는연구단운영비 642,998 476,162          166,836 35.0% 내역서참조

연구실안전관리비 127,000 97,000           30,000 30.9% 내역서참조

연구윤리활동비 5,000 10,000           -5,000 -50.0% 내역서참조

대학연구활동지원금 1,450,400 1,250,400        200,000 16.0% 내역서참조

대학의연구관련기반시

설및  장비운영비
0 500,000          -500,000 -100.0% 내역서참조

329,000 362,650          -33,650 -9.3% 내역서참조

과학문화활용비 4,500 10,650           -6,150 100.0% 내역서참조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324,500 352,000          -27,500 -7.8% 내역서참조

152,100 228,000          -75,900 -33.3% 내역서참조

기타지원금 152,100 228,000          -75,900 -33.3% 내역서참조

기타지원금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간접비사업비

인력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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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관 항 목

계 정 과 목
증감율(%) 산출근거증  감본예산액추가경정예산액

322,000 294,800          27,200 9.2% 내역서참조

322,000 294,800          27,200 9.2% 내역서참조

인건비 78,980 79,200           -220 -0.3% 내역서참조

일반제경비 243,020 215,600          27,420 12.7% 내역서참조

1,303,930 1,568,180        -264,250 -16.9% 내역서참조

1,303,930 1,568,180        -264,250 -16.9% 내역서참조

기타운영외비용 1,303,930 1,568,180        -264,250 -16.9% 내역서참조

429,453 260,000          169,453 65.2% 내역서참조

429,453 260,000          169,453 65.2% 내역서참조

학교회계전출금 429,453 260,000          169,453 65.2% 내역서참조

50,000 100,000          -50,000 -50.0% 내역서참조

50,000 100,000          -50,000 -50.0% 내역서참조

예비비 50,000 100,000          -50,000 -50.0% 내역서참조

2,428,345 2,184,300        244,045 11.2%

2,388,345 2,114,300        274,045 13.0% 내역서참조

909,345 664,300          245,045 36.9% 내역서참조

기계기구취득 892,399 643,800          248,599 38.6% 내역서참조

자본및부채지출

학교회계전출금

학교회계전출금

투자활동지출

유형자산취득지출

예비비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

운영외비용

예비비

운영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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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관 항 목

계 정 과 목
증감율(%) 산출근거증  감본예산액추가경정예산액

유형자산취득지출 집기비품취득 16,946 20,500           -3,554 -17.3% 내역서참조

179,000 150,000          29,000 19.3% 내역서참조

지식재산권지출 150,000 150,000          0 0.0% 내역서참조

기타무형자산취득 29,000 -                29,000 100.0% 내역서참조

1,300,000 1,300,000        0 0.0% 내역서참조

연구기금적립지출 300,000 300,000          0 0.0% 내역서참조

기타기금적립지출 1,000,000 1,000,000        0 0.0% 내역서참조

40,000 70,000           -30,000 -42.9% 내역서참조

40,000 70,000           -30,000 -42.9% 내역서참조

임대보증금감소 40,000 70,000           -30,000 -42.9% 내역서참조

23,333,478 23,463,613       -130,135 -0.6%

23,333,478 23,463,613       -130,135 -0.6% 내역서참조

23,333,478 23,463,613       -130,135 -0.6% 내역서참조

기말의현금 23,333,478 23,463,613       -130,135 -0.6% 내역서참조

64,237,488 63,279,633       957,854 1.5%자금지출총계

기말의현금

기말의현금

기말의현금

재무활동지출

부채의상환

무형자산취득지출

기타비유동자산지출

투자활동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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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입 목 별 명 세 서



(단위:원)

관 항 목

271,489,379

산학협력수익 1,271,439,366

연구수익 805,073,366

정부연구수익 217,846,766

연구개발지원실 산학협력수익 정부연구수익 감소 -80,564,100

산학협력연구센터 산학협력수익 정부연구수익 감소 -12,450,000

기술경영센터 산학협력수익 정부연구수익 감소 -180,000,000

지능형컨테이너연구센터 산학협력 정부연구수익 증가 175,923,160

중금속노출환경보건센터 산학협력 정부연구수익 증가 153,627,706

경영문제연구소 산학협력 정부연구수익 증가 41,000,000

해양자원연구소 산학협력수익 정부연구수익 증가 120,310,000

산업체연구수익 587,226,600

연구개발지원실 산학협력수익 산업체연구수익 증가 36,788,000

지능형컨테이너연구센터 산학협력수익 산업체연구수익 증가 230,338,000

신소형재가공연구센터 산학협력수익 산업체연구수익 증가 72,000,000

미디어디바이스연구센터 산학협력수익 산업체연구수익 감소 -2,500,000

동남권건설교통지역거점센터 산학협력수익 산업체연구수익 증가 5,525,000

선박해양시스템연구소 산학협력수익 산업체연구수익 증가 6,360,000

중금속노출환경보건센터 산학협력수익 산업체연구수익 증가 61,420,000

의과학연구원 산학협력수익 산업체연구수익 감소 -36,125,000

현 금 예 산 서
[2017학년도 추가경정예산]

계정과목
증감액 증감내역

운영수입



(단위:원)

관 항 목

계정과목
증감액 증감내역

산학협력수익 연구수익 산업체연구수익 산학연연구단지조성사업단 산학협력수익 산업체연구수익 증가 193,742,000

그린에너지연구소 산학협력수익 산업체연구수익 감소 -109,250,000

농업생명과학연구소 산학협력수익 산업체연구수익 증가 67,540,000

환경문제연구소 산학협력 산업체연구수익 증가 14,552,600

해양자원연구소 산학협력수익 산업체연구수익 증가 -130,000,000

기초과학연구소 산학협력수익 산업체연구수익 증가 150,000,000

경영문제연구소 산학협력수익 산업체연구수익 감소 -56,000,000

글로벌금융연구소 산학협력수익 산업체연구수익 증가 82,836,000

교육운영수익 132,126,000

교육운영수익 132,126,000

연구개발지원실 산학협력수익 교육운영수익 증가 88,670,000

공동가치창출혁신연구소 산학협력수익 교육운영수익 증가 43,456,000

지식재산권수익 200,000,000

지식재산권이전수익 200,000,000

기술경영센터 지식재산권이전수익 증가 200,000,000

설비자산사용료수익 111,240,000

설비자산사용료수익 139,900,000

고기능성밸브기술지원센터 산학협력수익 설비자산사용료수익 증가 139,900,000

임대료수익 -28,660,000   

창업지원단(창업보육센터) 산학협력수익 임대료수익 감소 -50,000,000

산학협력연구센터 산학협력수익 임대료수익 증가 4,400,000

산학연연구단지조성사업단 산학협력수익 임대료수익 증가 16,940,000



(단위:원)

관 항 목

계정과목
증감액 증감내역

산학협력수익 기타산학협력수익 23,000,000   

기타산학협력수익 23,000,000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LINC+) 기타산학협력수익 증가 23,000,000

지원금수익 -1,057,495,047   

연구수익 -948,386,047   

정부연구수익 -437,573,347

연구개발지원실 지원금수익 정부연구수익 증가 269,045,616

산학협력연구센터 지원금수익 정부연구수익 감소 -6,806,263

기술경영센터 130,000,000

창업지원단(창업보육센터) 지원금 수익 정부연구수익 감소 -30,000,000

창업지원단 지원금 수익 정부연구수익 감소 -46,880,000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LINC+) 지원금 수익 정부연구수익 증가 390,000,000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단 지원금 수익 정부연구수익 감소 -18,100,000

동남권건설교통지역거점센터 지원금 수익 정부연구수익 감소 -53,037,000

해양도시건설·방재연구소 지원금 수익 정부연구수익 감소 -37,296,000

지능형컨테이너연구센터 지원금 수익 정부연구수익 감소 -794,641,000

휴먼라이프리서치센터 지원금 수익 정부연구수익 감소 -180,000,000

고기능성밸브기술지원센터 지원금 수익 정부연구수익 증가 8,160,000

그린에너지연구소 지원금 수익 정부연구수익 감소 -82,300,000

에코디자인사업단 지원금 수익 정부연구수익 감소 -77,500,000

농업생명과학연구소 지원금 수익 정부연구수익 증가 128,257,000

환경문제연구소 지원금 수익 정부연구수익 증가 2,324,300

말초신경병증연구센터 지원금 수익 정부연구수익 증가 11,650,000



(단위:원)

관 항 목

계정과목
증감액 증감내역

지원금수익 연구수익 정부연구수익 기초과학연구소 지원금 수익 정부연구수익 증가 2,550,000

산학연연구단지조성사업단 지원금 수익 정부연구수익 감소 -153,000,000

중금속노출환경보건센터 지원금 수익 정부연구수익 증가 100,000,000

산업체연구수익 -510,812,700

연구개발지원실 지원금수익 산업체연구수익 증가 10,500,000

산학협력연구센터 지원금수익 산업체연구수익 감소 -100,723,000

창업지원단 지원금수익 산업체연구수익 감소 -140,000,000

해양도시건설·방재연구소 지원금수익 산업체연구수익 감소 -96,426,000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단 지원금수익 산업체연구수익 감소 -11,725,700

고기능성밸브기술지원센터 지원금수익 산업체연구수익 증가 3,000,000

산학연연구단지조성사업단 지원금 수익 산업체연구수익 감소 -200,000,000

기초과학연구소 지원금수익 산업체연구수익 증가 24,562,000

에너지환경응용기술연구소 지원금수익 산업체연구수익 증가

전력기기융합설계연구센터 지원금수익 산업체연구수익 증가

교육운영수익 -109,109,000   

교육운영수익 -109,109,000   

연구개발지원실 지원금수익 교육운영수익 감소 -3,496,200,000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LINC+) 지원금수익 교육운영수익 증가 3,356,091,000

산학연연구단지조성사업단 지원금수익 교육운영수익 증가 31,000,000

간접비수익 165,748,060

산학협력수익 73,878,060   

산학협력연구수익 61,631,060   

연구개발지원실 간접비수익 산학협력연구수익 증가 17,838,900



(단위:원)

관 항 목

계정과목
증감액 증감내역

간접비수익 산학협력수익 산학협력연구수익 산학협력연구센터 간접비수익 산학협력연구수익 감소 -3,550,000

신소형재가공연구센터 간접비수익 산학협력연구수익 증가 24,800,000

미디어디바이스연구센터 간접비수익 산학협력연구수익 증가 2,500,000

지능형컨테이너연구센터 간접비수익 산학협력연구수익 감소 16,516,000

동남권건설교통지역거점센터 간접비수익 산학협력연구수익 증가 390,000

선박해양시스템연구소  간접비수익 산학협력연구수익 증가 256,000

중금속노출환경보건센터  간접비수익 산학협력연구수익 증가 6,000,000

산학연연구단지조성사업단  간접비수익 산학협력연구수익 증가 2,000,000

의과학연구원 간접비수익 산학협력연구수익 감소 -1,080,000

그린에너지연구소 간접비수익 산학협력연구수익 감소 -4,800,000

환경문제연구소 간접비수익 산학협력연구수익 증가 4,733,160

해양자원연구소 간접비수익 산학협력연구수익 감소 -4,000,000

경영문제연구소 간접비수익 산학협력연구수익 감소 -1,200,000

글로벌금융연구소 간접비수익 산학협력연구수익 증가 1,227,000

교육운영수익 12,247,000

연구개발지원실 간접비수익 산학협력교육운영수익 증가 8,188,000

공동가치창출혁신연구소간접비수익 산학협력교육운영수익 증가 3,067,000

산학연연구단지조성사업단 간접비수익 산학협력교육운영수익 증가 992,000

지원금수익 91,870,000   

연구수익 243,512,000

연구개발지원실 간접비수익 지원금연구수익 증가(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 간접비 60%포함) 360,772,700

산학협력연구센터 간접비수익 지원금연구수익 감소 -52,128,500

창업지원단 간접비수익 지원금연구수익 감소 -66,000,000



(단위:원)

관 항 목

계정과목
증감액 증감내역

간접비수익 지원금수익 연구수익 말초신경병증연구센터 간접비수익 지원금연구수익 증가 64,810,000

동남권건설교통지역거점센터 간접비수익 지원금연구수익 감소 -24,327,000

해양도시건설·방재연구소 간접비수익 지원금연구수익 감소 -23,346,000

산학연연구단지조성사업단 간접비수익 지원금연구수익 증가 30,600,000

지능형컨테이너연구센터 간접비수익 지원금연구수익 감소 -69,792,400

고기능성밸브기술지원센터 간접비수익 지원금연구수익 감소 7,640,000

그린에너지연구소 간접비수익 지원금연구수익 감소 -9,876,000

에코디자인사업단 간접비수익 지원금연구수익 감소 -5,600,000

농업생명과학연구소 간접비수익 지원금연구수익 증가 35,203,200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단 간접비수익 지원금연구수익 감소 -6,000,000

기초과학연구소 간접비수익 지원금연구수익 증가 1,556,000

교육운영수익 -151,642,000   

연구개발지원실 간접비수익 지원금수익 교육운영수익 감소 -169,496,000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LINC+) 간접비수익 지원금수익 교육운영수익 증가 17,854,000

운영외수익 -108,203,000   

운영외수익 -108,203,000

이자수익 -10,550,000

연구개발지원실 예금이자 수익 감소 -10,000,000

창업지원단 예금이자 수익 감소 -50,000

고기능성밸브기술지원센터 예금이자 수익 감소 -500,000

기타운영외수익 -97,653,000

연구개발지원실 운영외수익 기타운영외수익 증가 21,000,000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LINC+) 운영외수익 기타운영외수익 증가 30,000,000



(단위:원)

관 항 목

계정과목
증감액 증감내역

운영외수익 운영외수익 기타운영외수익 신소형재가공연구센터  운영외수익 기타운영외수익 증가 2,000,000

고기능성밸브기술지원센터 운영외수익 기타운영외수익 증가 6,400,000

사하구국민체육센터터 운영외수익 기타운영외수익 감소 -164,723,000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외수익 기타운영외수익 증가 7,670,000

-2,000,000

재무활동수입 -2,000,000

부채의 차입 -2,000,000

임대보증금증가 -2,000,000 창업지원단(창업보육센터) 임대보증금 증가 -10,000,000

산학연연구단지조성사업단 임대보증금 증가 8,000,000

688,366,140

기초의현금 688,366,140

기초의현금 688,366,140

기초의현금 688,366,140 산학협력단 기초의 현금 증가 688,366,140

957,855,519

자본및부채수입

기초의현금

자금수입총계



지 출 목 별 명 세 서



(단위:원)

관 항 목

843,945,206

산학협력비 14,368,931

산학협력연구비 -166,947,069   

인건비 146,149,943   

연구개발지원실 산학협력연구비 인건비 증가 129,476,366

산학협력연구센터 산학협력연구비 인건비 증가 21,273,317

신소형재가공연구센터 산학협력연구비 인건비 증가 40,000,000

지능형컨테이너연구센터 산학협력연구비 인건비 감소 -130,934,760

선박해양시스템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인건비 증가 4,660,000

중금속노출환경보건센터 산학협력연구비 인건비 증가 35,000,000

의과학연구원 산학협력연구비 인건비 증가 13,710,000

그린에너지기기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인건비 감소 -24,000,000

환경문제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인건비 증가 1,965,020

해양자원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인건비 감소 -10,000,000

글로벌금융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인건비 증가 65,000,000

학생인건비 -29,604,500   

연구개발지원실 산학협력연구비 학생인건비 증가 41,574,000

산학협력연구센터 산학협력연구비 학생인건비 감소 -22,628,500

지능형컨테이너연구센터 산학협력연구비 학생인건비 감소 -8,550,000

신소형재가공연구센터 산학협력연구비 학생인건비 증가 30,000,000

현 금 예 산 서
[2017학년도 추가경정예산]

계정과목
증감액 증감내역

운영비용지출



(단위:원)

관 항 목

계정과목
증감액 증감내역

산학협력비 산학협력연구비 학생인건비 해양자원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학생인건비 감소 -70,000,000

연구장비·재료비 -317,007,033   

연구개발지원실 산학협력연구비 연구장비·재료비 감소 -38,406,793

산학협력연구센터 산학협력연구비 연구장비·재료비 증가 35,359,570

지능형컨테이너연구센터 산학협력연구비 연구장비·재료비 감소 -275,418,050

중금속노출환경보건센터 산학협력연구비 연구장비·재료비 증가 20,502,280

의과학연구원 산학협력연구비 연구장비·재료비 증가 7,000,000

신소형재가공연구센터 산학협력연구비 연구장비·재료비 감소 -4,000,000

그린에너지기기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연구장비·재료비 감소 -5,000,000

기초과학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연구장비·재료비 증가 9,540,000

환경문제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연구장비·재료비 감소 -90,040

해양자원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연구장비·재료비 감소 -69,330,000

글로벌금융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연구장비·재료비 증가 2,836,000

연구활동비 64,353,386   

연구개발지원실 산학협력연구비 연구활동비 증가 171,742,219

산학협력연구센터 산학협력연구비 연구활동비 증가 9,713,464

지능형컨테이너연구센터 산학협력연구비 연구활동비 감소 -167,542,297

중금속노출환경보건센터 산학협력연구비 연구활동비 증가 18,000,000

의과학연구원 산학협력연구비 연구활동비 증가 2,000,000

신소형재가공연구센터 산학협력연구비 연구활동비 증가 25,000,000

그린에너지기기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연구활동비 감소 -4,350,000

해양자원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연구활동비 감소 6,000,000

환경문제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연구활동비 감소 -4,210,000



(단위:원)

관 항 목

계정과목
증감액 증감내역

산학협력비 산학협력연구비 연구활동비 글로벌금융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연구활동비 증가 8,000,000

전력기기융합설계연구센터 산학협력연구비 연구활동비 증가

연구과제추진비 -130,427,033

연구개발지원실 산학협력연구비 연구과제추진비 감소 -8,745,720

산학협력연구센터 산학협력연구비 연구과제추진비 감소 -4,519,693

지능형컨테이너연구센터 산학협력연구비 연구과제추진비 감소 -163,291,620

선박해양시스템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연구과제추진비 증가 1,700,000

중금속노출환경보건센터 산학협력연구비 연구과제추진비 증가 35,000,000

의과학연구원 산학협력연구비 연구과제추진비 증가 250,000

신소형재가공연구센터 산학협력연구비 연구과제추진비 증가 19,000,000

그린에너지기기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연구과제추진비 감소 -3,750,000

해양자원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연구과제추진비 감소 -17,500,000

기초과학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연구과제추진비 증가 4,200,000

글로벌금융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연구과제추진비 증가 7,000,000

환경문제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연구과제추진비 증가 230,000

연구수당 -62,401,649   

연구개발지원실 산학협력연구비 연구수당 감소 -67,875,649

산학협력연구센터 산학협력연구비 연구수당 감소 -4,776,000

지능형컨테이너연구센터 산학협력연구비 연구수당 증가 25,000,000

동남권건설교통지역거점센터 산학협력연구비 연구수당 증가 5,500,000

그린에너지기기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연구수당 감소 -20,250,000

위탁연구개발비 161,989,817   

연구개발지원실 산학협력연구비 위탁연구개발비 감소 -173,370,000



(단위:원)

관 항 목

계정과목
증감액 증감내역

산학협력비 산학협력연구비 위탁연구개발비 지능형컨테이너연구센터 산학협력연구비 위탁연구개발비 증가 162,269,355

휴먼라이프리서치센터 산학협력연구비 위탁연구개발비 증가 29,347,862

해양자원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위탁연구개발비 증가 80,000,000

환경문제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위탁연구개발비 증가 68,342,600

경영문제연구소 산학협력연구비 위탁연구개발비 감소 -4,600,000

교육운영비 98,316,000   

인건비 89,300,000   

연구개발지원실 산학협력비 교육운영비 인건비 증가 71,300,000

공동가치창출혁신연구소 산학협력비 교육운영비 인건비 증가 18,000,000

교육과정개발비 -15,133,000   

연구개발지원실 산학협력비 교육운영비 교육과정개발비 감소 -15,133,000

기타교육운영비 24,149,000   

연구개발지원실 산학협력비 교육운영비 기타교육운영비 감소 -1,308,000

공동가치창출혁신연구소 산학협력비 교육운영비 기타교육운영비 증가 25,457,000

지적재산권비용 60,000,000   

60,000,000

기술경영센터 지식재산권 실시·양도비 증가 60,000,000

기타산학협력비 23,000,000   

기타산학협력비 23,000,000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LINC+) 기타산학협력비 증가 23,000,000

지원금사업비 1,413,380,198

연구비 1,110,581,025   

인건비 436,257,435   

지식재산권

실시·양도비



(단위:원)

관 항 목

계정과목
증감액 증감내역

지원금사업비 연구비 인건비 연구개발지원실 지원금사업비 연구비 인건비 증가 350,905,274

산학협력연구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비 인건비 증가 60,137,750

창업지원단(창업보육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비 인건비 감소 -8,680,000

창업지원단 지원금사업비 연구비 인건비 증가 311,574,064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LINC+) 지원금사업비 연구비 인건비 증가 21,935,580

부산사하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비 인건비 감소 -17,600,000

해양도시건설·방재연구소 지원금사업비 연구비 인건비 증가 49,522,767

동남권건설교통지역거점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비 인건비 감소 -12,000,000

고기능성밸브기술지원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비 인건비 감소 -4,800,000

휴먼라이프리서치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비 인건비 감소 -70,000,000

에코디자인사업단 지원금사업비 연구비 인건비 증가 1,486,000

농업생명과학연구소 지원금사업비 연구비 인건비 증가 73,284,000

말초신경병증연구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비 인건비 증가 11,272,000

미디어디바이스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비 인건비 감소 -300,000,000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단 지원금사업비 연구비 인건비 감소 -6,500,000

기초과학연구소 지원금사업비 연구비 인건비 증가 3,720,000

산학연연구단지조성사업 지원금사업비 연구비 인건비 감소 -28,000,000

학생인건비 847,073,143   

연구개발지원실 지원금사업비 학생인건비 증가 730,456,573

산학협력연구센터 지원금사업비 학생인건비 증가 10,742,070

산학연연구단지조성사업단 지원금사업비 학생인건비 증가 42,920,000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LINC+) 지원금사업비 학생인건비 증가 83,690,000

동남권건설교통지역거점센터 지원금사업비 학생인건비 감소 -7,200,000



(단위:원)

관 항 목

계정과목
증감액 증감내역

지원금사업비 연구비 학생인건비 해양도시건설·방재연구소 지원금사업비 학생인건비 감소 -21,691,500

고기능성밸브기술지원센터 지원금사업비 학생인건비 감소 -300,000

그린에너지기기연구소 지원금사업비 학생인건비 감소 -17,600,000

농업생명과학연구소 지원금사업비 학생인건비 증가 55,388,000

말초신경병증연구센터 지원금사업비 학생인건비 감소 -10,150,000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단 지원금사업비 학생인건비 감소 -21,282,000

기초과학연구소 지원금사업비 학생인건비 증가 2,100,000

연구장비·재료비 507,894,554   

연구개발지원실 지원금사업비 연구장비·재료비 감소 -118,716,574

산학협력연구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장비·재료비 증가 177,213,914

농업생명과학연구소 지원금사업비 연구장비·재료비 증가 119,415,742

기술경영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장비·재료비 감소 -18,000,000

산학연연구단지조성사업단 지원금사업비 연구장비·재료비 증가 296,050,000

창업지원단 지원금사업비 연구장비·재료비 감소 -58,370,600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LINC+) 지원금사업비 연구장비·재료비 증가 165,773,000

휴먼라이프리서치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장비·재료비 감소 -22,000,000

해양도시건설·방재연구소 지원금사업비 연구장비·재료비 증가 55,840,772

고기능성밸브기술지원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장비·재료비 증가 8,230,000

그린에너기기기연구소 지원금사업비 연구장비·재료비 감소 -6,510,000

말초신경병증연구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장비·재료비 감소 -111,972,000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단 지원금사업비 연구장비·재료비 감소 -4,529,700

기초과학연구소 지원금사업비 연구장비·재료비 증가 25,470,000

연구활동비 -859,050,564   



(단위:원)

관 항 목

계정과목
증감액 증감내역

지원금사업비 연구비 연구활동비 연구개발지원실 지원금사업비 연구활동비 증가 209,352,496

산학협력연구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활동비 감소 -4,582,313

기술경영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활동비 감소 -45,623,000

창업지원단(창업보육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활동비 감소 -15,720,000

창업지원단 지원금사업비 연구활동비 감소 -447,983,464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LINC+) 지원금사업비 연구활동비 증가 57,756,420

부산사하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활동비 증가 28,100,000

동남권건설교통지역거점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활동비 감소 -14,577,000

해양도시건설·방재연구소 지원금사업비 연구활동비 감소 -191,798,549

산학연연구단지조성사업단  지원금사업비 연구활동비 감소 -356,176,200

휴먼라이프리서치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활동비 감소 -50,000,000

고기능성밸브기술지원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활동비 감소 -3,260,000

그린에너기기기연구소 지원금사업비 연구활동비 감소 -15,000,000

에코디자인사업단 지원금사업비 연구활동비 감소 -71,700,000

농업생명과학연구소 지원금사업비 연구활동비 감소 2,751,046

말초신경병증연구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활동비 감소 -1,000,000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단 지원금사업비 연구활동비 증가 58,000,000

기초과학연구소 지원금사업비 연구활동비 증가 2,410,000

연구과제추진비 -79,568,142

연구개발지원실 지원금사업비 연구과제추진비 증가 68,817,385

산학협력연구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과제추진비 감소 -9,098,619

기술경영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과제추진비 감소 -8,577,000

창업지원단(창업보육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과제추진비 감소 -5,600,000



(단위:원)

관 항 목

계정과목
증감액 증감내역

지원금사업비 연구비 연구과제추진비 창업지원단 지원금사업비 연구과제추진비 증가 33,180,000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LINC+) 지원금사업비 연구과제추진비 증가 56,559,000

동남권건설교통지역거점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과제추진비 감소 -15,980,000

해양도시건설·방재연구소 지원금사업비 연구과제추진비 감소 -226,824,320

고기능성밸브기술지원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과제추진비 감소 -7,067,000

그린에너지기기연구소 지원금사업비 연구과제추진비 감소 -7,000,000

에코디자인사업단 지원금사업비 연구과제추진비 감소 -5,856,000

농업생명과학연구소 지원금사업비 연구과제추진비 증가 18,858,212

말초신경병증연구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과제추진비 증가 1,940,000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단 지원금사업비 연구과제추진비 감소 -5,000,000

환경문제연구소 지원금사업비 연구과제추진비 증가 2,324,000

산학연연구단지조성사업단 지원금사업비 연구과제추진비 증가 27,256,200

기초과학연구소 지원금사업비 연구과제추진비 증가 2,500,000

연 구 수 당 172,974,599   

연구개발지원실 지원금사업비 연구수당 증가 97,293,919

산학협력연구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수당 증가 10,480,680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LINC+) 지원금사업비 연구수당 증가 34,286,000

동남권건설교통지역거점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수당 감소 -3,280,000

해양도시건설·방재연구소 지원금사업비 연구수당 감소 -3,114,000

창업지원단  지원금사업비 연구수당 증가 250,000

고기능성밸브기술지원센터 지원금사업비 연구수당 증가 12,000,000

그린에너지기기연구소 지원금사업비 연구수당 감소 -7,500,000

에코디자인사업단 지원금사업비 연구수당 감소 -1,430,000



(단위:원)

관 항 목

계정과목
증감액 증감내역

지원금사업비 연구비 연 구 수 당 농업생명과학연구소 지원금사업비 연구수당 증가 29,104,000

기초과학연구소 지원금사업비 연구수당 증가 2,884,000

산학연연구단지조성사업단 지원금사업비 연구수당 증가 2,000,000

위탁연구개발비 85,000,000   

연구개발지원실 지원금사업비 위탁연구개발비 증가 70,000,000

해양도시건설·방재연구소 지원금사업비 위탁연구개발비 감소 -35,000,000

농업생명과학연구소 지원금사업비 위탁연구개발비 증가 50,000,000

교육운영비 301,799,173   

인건비 198,420,000   

연구개발지원실  지원금사업비 교육운영비 인건비 감소 -776,000,000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LINC+) 지원금사업비 교육운영비 인건비 증가 974,420,000

교육과정개발비 -213,979,000   

연구개발지원실  지원금사업비 교육운영비 교육과정개발비 증가 -1,279,080,000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LINC+) 지원금사업비 교육운영비 교육과정개발비 증가 1,065,101,000

장학금 -43,229,940

연구개발지원실 지원금사업비 교육운영비 장학금 감소 -64,929,940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LINC+) 지원금사업비 교육운영비 장학금 감소 20,000,000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단 지원금사업비 교육운영비 장학금 증가 1,700,000

기타교육운영비 360,588,113   

연구개발지원실 지원금사업비 교육운영비 기타교육운영비 감소 -905,981,887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LINC+) 지원금사업비 교육운영비 기타교육운영비 증가 1,266,570,000

기타지원금사업비 1,000,000   

기타지원사업비 1,000,000   



(단위:원)

관 항 목

계정과목
증감액 증감내역

지원금사업비 기타지원금사업비 기타지원사업비 창업지원단 기타지원금사업비 증가 1,000,000

간접비사업비 -466,206,820

인력지원비 513,250   

인건비 -8,580,000   

연구개발지원실 간접비사업비 인력지원비 인건비 감소 -127,260,000

사업화지원실 간접비사업비 인력지원비 인건비 증가 118,680,000

연구개발능률성과금 9,093,250   

연구개발지원실 간접비사업비 인력지원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금 감소 -15,000,000

그린에너지기기연구소 간접비사업비 인력지원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금 감소 -5,000,000

산학협력연구센터 간접비사업비 인력지원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금 감소 -5,000,000

에코디자인사업단 간접비사업비 인력지원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금 감소 -1,400,000

기초과학연구소 간접비사업비 인력지원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금 증가 2,250,000

해양도시건설·방재연구소 간접비사업비 인력지원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금 증가 26,046,000

해양자원연구소 간접비사업비 인력지원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금 감소 -4,000,000

농업생명과학연구소 접비사업비 인력지원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금 증가 11,197,250

연구지원비 -357,170,070   

기관공통지원경비 -249,006,000   

연구개발지원실 간접비사업비 연구지원비 기관공통지원경비 감소 -293,696,000

사업화지원실 간접비사업비 연구지원비 기관공통지원경비 증가 44,690,000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166,835,930   

창업지원단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감소 -66,000,000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LINC+)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증가 17,854,000

동남권건설교통지역거점센터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증가 31,200,000



(단위:원)

관 항 목

계정과목
증감액 증감내역

간접비사업비 연구지원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해양도시건설·방재연구소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감소 -7,400,000

신소형재가공연구센터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감소 -8,500,000

지능형컨테이너연구센터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증가 34,711,930

휴먼라이프리서치센터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감소 -6,000,000

고기능성밸브기술지원센터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감소 -16,000

의과학연구원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증가 1,818,000

그린에너지기기연구소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감소 -1,916,000

에코디자인사어단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감소 -4,200,000

농업생명과학연구소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증가 165,694,000

환경문제연구소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감소 -10,160,000

해양자원연구소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증가 5,150,000

기초과학연구소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증가 1,300,000

글로벌금융연구소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증가 1,200,000

말초신경병증연구센터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증가 3,000,000

바이오헬스융합연구소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증가 1,800,000

 에너지환경응용기술연구소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증가 1,300,000

중금속토출환경보건센터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증가 6,000,000

연구실안전관리비 30,000,000   

산학협력단 간접비사업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증가 13,247,000

말초신경병증연구센터 연구실안전관리비 증가 13,000,000

해양도시건설·방재연구소  연구실안전관리비 증가 3,753,000

연구윤리활동비 -5,000,000   

연구개발지원실 간접비사업비 연구윤리활동비 감소 -5,000,000



(단위:원)

관 항 목

계정과목
증감액 증감내역

간접비사업비 연구지원비 대학연구활동지원금 200,000,000   

연구개발지원실 간접비사업비 대학연구활동지원금 증가 200,000,000

대학의연구관련기반

시설및장비운영비
-500,000,000

연구개발지원실 간접비사업비 대학의연구관련기반시설및장비 운영비 감소 -500,000,000

성과활용지원비 -33,650,000   

과학문화활용비 -6,150,000   

산학협력연구센터 간접비사업비 과학문화활용비 감소 -3,150,000

지능형컨테이너연구센터 간접비사업비 과학문화활용비 감소 -3,000,000

지식재산권

출원 ·  등록비
-27,500,000   

산학협력연구센터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감소 -7,000,000

지능형컨테이너연구센터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감소 -5,000,000

동남권건설교통지역거점센터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감소 -500,000

고기능성밸브기술지원센터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증가 5,000,000

농업생명과학연구소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감소 -20,000,000

기타지원금 -75,900,000   

기타지원금 -75,900,000   

연구개발지원실 간접비사업비 기타지원금 감소 -75,900,000

일반관리비 27,200,000

일반관리비 27,200,000   

인건비 -220,000   

중금속노출환경보건센터 일반관리비 인건비 증가 19,000,000

신소형재가공연구센터 일반관리비 인건비 감소 -17,200,000

에코디자인사업단 일반관리비 인건비 감소 -2,020,000



(단위:원)

관 항 목

계정과목
증감액 증감내역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 일반제경비 27,420,000   

신소형재가공연구센터 일반관리비 일반제경비 감소 5,400,000

고기능성밸브기술지원센터 일반관리비 일반제경비 증가 20,000,000

에코디자인사업단 일반관리비 일반제경비 증가 2,020,000

운영외비용 -264,250,171

운영외비용 -264,250,171   

기타운영외비용 -264,250,171   

연구개발지원실 운영외비용 기타운영외비용 감소 -25,000,000

창업지원단(창업보육센터) 운영외비용 기타운영외비용 감소 -97,440

창업지원단 운영외비용 기타운영외비용 감소 -50,000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LINC+) 운영외비용 기타운영외비용 증가 30,000,000

부산사하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외비용 기타운영외비용 증가 53,620

고기능성밸브기술지원센터 운영외비용 기타운영외비용 증가 -200,000

해양도시건설·방재연구소 운영외비용 기타운영외비용 증가 61,649

그린에너지기기연구소 운영외비용 기타운영외비용 감소 -75,000

에코디자인사업단 운영외비용 기타운영외비용 증가 200,000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단 운영외비용 기타운영외비용 감소 -117,700,000

중금속노출환경보건센터 운영외비용 기타운영외비용 증가 1,000,000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외비용 기타운영외비용 증가 12,280,000

사하구국민체육센터 운영외비용 기타운영외비용 감소 -164,723,000

학교회계전출금 169,453,068

학교회계전출금 169,453,068

학교회계전출금 169,453,068



(단위:원)

관 항 목

계정과목
증감액 증감내역

학교회계전출금 학교회계전출금 학교회계전출금 학교회계 전출금 증가 169,453,068

예비비 -50,000,000

예비비 -50,000,000   

예비비 -50,000,000

연구개발지원실 예비비 감소 -50,000,000

243,865,000

투자활동지출 273,865,000

유형자산취득지출 244,865,000   

기계기구취득 248,419,000   

연구개발지원실 기계기구취득지출 증가 187,000,000

창업지원단 기계기구취득지출 감소 -11,000,000

고기능성밸브기술지원센터  기계기구취득지출 증가 3,240,000

휴먼라이프리서치센터  기계기구취득지출 증가 1,500,000

부산사하구어린이급식지원센터 기계기구취득지출 감소 -10,000,000

동남권건설교통지역거점센터 기계기구취득지출 감소 -300,000

의과학연구원  기계기구취득지출 증가 539,000

농업생명과학연구소  기계기구취득지출 증가 200,000,000

해양자원연구소 기계기구취득지출 증가 9,900,000

기초과학연구소 기계기구취득지출 증가 126,400,000

산학연연구단지조성사업단 기계기구취득지출 감소 -281,300,000

중금속노출환경보건센터 기계기구취득지출 증가 22,440,000

집기비품취득 -3,554,000   

창업지원단 집기비품취득비 감소 -10,000,000

자본및부채지출



(단위:원)

관 항 목

계정과목
증감액 증감내역

투자활동지출 유형자산취득지출 집기비품취득 의과학연구원 집기비품취득비 증가 330,000

고기능성밸브기술지원센터 집기비품취득비 증가 6,616,000

부산사하구어린이급식지원센터 집기비품취득지출 감소 -500,000

무형자산취득지출 29,000,000   

기타무형자산취득 29,000,000   

산학연연구단지조상사업단 29,000,000

재무활동지출 -30,000,000

부채의상환 -30,000,000   

임대보증금감소 -30,000,000   

창업지원단(창업보육센터) 임대보증금 감소 -30,000,000

-130,134,687

기말의현금 -130,134,687

기말의현금 -130,134,687   

기말의현금 -130,134,687 -130,134,687

957,675,519

기말의현금

자금지출총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