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흐름표
(2015. 3. 1 부터 2016. 2. 29일 까지)
(단위 : 원)
과목
관

항

목

세목

세세목

Ⅰ. 현금유입액(1+2+3)

2015년도
20,161,126,131

1.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19,811,218,003

1) 산학협력수익현금유입액

3,401,804,447

(1) 연구수익

2,343,857,519
가. 정부연구수익
나. 산업체연구수익

(2) 교육운영수익

1,653,362,168
690,495,351
225,110,400

가. 교육운영수익
(3) 지식재산권수익

225,110,400
134,653,310

가. 지식재산권실시수익

134,653,310

나. 지식재산권양도수익

0

(4) 설비자산사용료수익

574,427,672
가. 설비자산사용료수익
나. 임대료수익

(5) 기타산학협력수익

46,781,822
527,645,850
123,755,546

가. 기타산학협력수익
2) 지원금수익현금유입액

123,755,546
14,377,080,776

(1) 연구수익

12,512,791,412
가. 정부연구수익
나. 산업체연구수익

(2) 교육운영수익

12,359,793,504
152,997,908
1,133,929,874

가. 교육운영수익
(3) 기타지원금수익

1,133,929,874
730,359,490

가. 기타지원금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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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359,490

과목
관

항

목

세목

세세목

3) 간접비수익현금유입액

2015년도
1,885,278,002

(1) 산학협력수익

251,753,419
가. 산학협력연구수익

236,956,785

나. 교육운영수익

7,048,600

다. 기타산학협력수익

7,748,034

(2) 지원금수익

1,633,524,583
가. 연구수익

1,603,544,543

나. 교육운영수익

19,180,040

다. 기타지원금수익

10,800,000

4) 전입및기부금수익현금유입액

90,000,000

(1) 전입금수익

0
가. 학교법인전입금

0

나. 학교회계전입금

0

다. 학교기업전입금

0

라. 기타전입금

0

(2) 기부금수익

90,000,000
가. 일반기부금

5) 운영외수익현금유입액

90,000,000
57,054,778

(1) 운영외수익

57,054,778
가. 이자수익
나. 배당금수익

0

다. 대손충당환입

0

다. 전기오류수정이익

0

라. 기타운영외수익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48,687,587

8,367,191
304,638,128

1) 투자자산수입

304,638,128
(1) 장기금융상품인출

300,000,000

(2) 장기투자금융자산매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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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과목
관

항

목

세목

세세목

(3) 출자금회수

2015년도
0

(4) 기타투자자산수입

4,638,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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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45,270,000

1) 부채차입

45,270,000
(1) 임대보증금증가

45,270,000

(2) 기타비유동부채증가

0

2) 기본금조달

0
(1) 출연기본금증가

0

Ⅱ. 현금유출액(1+2+3)

19,591,36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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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관

항

목

세목

세세목

1.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2015년도
18,607,387,831

1) 산학협력비현금유출액

2,721,630,639

(1) 산학협력연구비

2,214,525,671
가. 인건비

978,951,415

나. 학생인건비

370,580,211

다. 연구장비·재료비

195,327,464

라. 연구활동비

293,371,655

마. 연구과제추진비

221,528,571

바. 연구수당

92,039,083

사. 위탁연구개발비

62,727,272

아. 제경비
(2) 교육운영비

0
214,761,616

가. 인건비

88,430,514

나. 교육과정개발비

0

다. 장학금

0

라. 실험실습비
마. 기타교육운영비
(3) 지식재산권비용

14,892,970
111,438,132
95,826,511

가. 지식재산권실시·양도비

22,504,027

나. 산학협력보상금

73,322,484

(4) 학교시설사용료

0
가. 학교시설사용료

(5) 기타산학협력비

0
196,516,841

가. 기타산학협력비
가-1. 인건비
가-2. 장비·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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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16,841
91,484,174
0

가-3. 연구제경비

14,589,198

가-4. 기타산학협력비

90,443,469

과목
관

항

목

세목

세세목

2) 지원금사업비현금유출액

2015년도
14,023,769,173

(1) 연구비

12,430,637,761
가. 인건비

1,938,913,432

나. 학생인건비

1,571,346,892

다. 연구장비·재료비

3,057,674,649

라. 연구활동비

4,471,255,828

마. 연구과제추진비

633,692,748

바. 연구수당

542,131,949

사. 위탁연구개발비

215,622,263

아. 제경비
(2) 교육운영비

0
1,104,023,383

가. 인건비
나. 교육과정개발비

256,536,480
7,207,600

다. 장학금

458,808,889

라. 실험실습비

186,410,336

마. 기타교육운영비

195,060,078

(3) 기타지원금사업비

489,108,029
가. 기타지원금사업비

3) 간접비사업비현금유출액

489,108,029
539,844,231

(1) 인력지원비

277,573,502
가. 인건비
가-1. 인건비

205,248,202
175,415,693

가-2. 퇴직급여

14,396,529

가-3. 법정부담금

15,435,980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72,325,300
227,275,905

가. 기관공통지원경비
가-1.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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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16,255
60,469,809

과목
관

항

목

세목

세세목

2015년도

가-2. 퇴직급여

3,951,537

가-3. 법정부담금

4,464,670

가-4. 여비교통비

8,572,200

가-5. 협회참가비

6,182,000

가-6. 교육훈련비

4,490,000

가-7. 소모품비

3,320,045

가-8. 부서운영비

3,776,540

가-9. 복리후생비

4,231,320

가-10. 회의비

1,375,700

가-11. 지급수수료

8,073,684

가-12. 행사및홍보비

5,371,940

가-13. 출판인쇄비

2,886,410

가-14. 대외협력비

310,400

가-15. 과제관리비

3,840,000

나. 사업단또는연구단운영비

44,483,180

다. 연구실안전관리비

37,229,280

라. 연구보완관리비

3,150,000

마. 연구윤리활동비

0

바. 연구개발준비금
사. 대학연구활동지원금
(3) 성과활용지원비

0
21,097,190
34,994,824

가. 과학문화활동비
나.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4) 기타지원비

2,200,000
32,794,824
0

가. 기타지원비
가-1. 대응자금
4) 일반관리비현금유출액

0
0
536,675,964

(1) 일반관리비

536,67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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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관

항

목

세목

세세목
가. 인건비
가-1. 인건비

2015년도
247,510,356
217,297,518

가-2. 퇴직급여

15,398,033

가-3. 법정부담금

14,814,805

나. 일반제경비

289,165,608

나-1. 부서운영비

3,026,706

나-2. 복리후생비

5,926,820

나-3. 연구진흥비

6,793,863

나-4. 여비교통비

6,540,840

나-5. 소모품비

1,322,801

나-6. 협회비

6,826,000

나-7. 교육훈련비

2,109,000

나-8. 회의비

4,891,810

나-9. 업무추진비

21,452,584

나-10. 대외협력비

5,736,280

나-11. 지급수수료

79,748,734

나-12. 세금과공과

36,341,891

나-13. 행사및홍보비

20,279,857

나-14. 수선비

59,692,449

나-15. 통신비

11,801,970

나-16. 장비임차료

8,864,885

나-17. 시설물관리비

7,809,118

나-18. 기타일반관리운영비
5) 운영외비용현금유출액

0
1,800,824

가. 전기오류수정손실

0

나. 기타운영외비용

1,8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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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1. 연계육성사업비

0

나-2. 기부금

0

과목
관

항

목

세목

세세목
나-3. 외화환산손실

0

나-4. 연구비이자 반납

0

나-5. 기타운영외비용
6) 학교회계전출금현금유출액

2015년도

1,800,824
783,667,000

가. 학교회계전출금

783,667,000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933,748,344

1) 투자자산지출

40,000,000
(1) 장기금융상품증가

0

(2) 장기투자금융자산취득지출

0

(3) 출자금투자지출

40,000,000

(4) 기타투자자산투자지출
2) 유형자산취득지출

0
626,021,703

(1) 토지취득

0

(2) 건물취득

0

(3) 구축물취득

0

(4) 기계기구취득

620,462,975

(5) 집기비품취득

5,558,728

(6) 차량운반구취득

0

(7) 건설중인자산취득

0

(8) 기타유형자산취득

0

3) 무형자산취득지출

62,371,637
(1) 지식재산권취득

62,371,637

(2) 개발비취득

0

(3) 기타무형자산취득

0

4) 기타비유동자산지출

205,355,004
(1) 연구기금적립지출

199,686,373

(2) 건축기금적립지출

0

(3) 장학기금적립지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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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관

항

목

세목

세세목

(4) 기타지금적립지출

2015년도
5,668,631

(5) 보증금지출

0

(6) 기타비유동자산지출

0

3.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50,226,466

1) 부채상환

50,226,466
(1) 임대보증금감소

50,226,466

(2) 기타비유동부채감소
2) 기본금반환

0
0

(1) 출연기본금감소
Ⅲ. 현금의증감 (Ⅴ-Ⅲ)

0
569,763,490

Ⅳ. 기초의현금

5,564,220,137

Ⅴ. 기말의현금

6,133,98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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