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 항 목 세목 세세목

Ⅰ. 현금유입액(1+2+3) 22,892,865,153

22,792,865,153

9,811,849,268

 (1) 연구수익 1,666,335,649

  가. 정부연구수익 1,196,645,092

  나. 산업체연구수익 469,690,557

 (2) 교육운영수익 410,743,010

  가. 교육운영수익 410,743,010

 (3) 지식재산권수익 216,213,818

  가. 지식재산권실시수익 0

  나. 지식재산권양도수익 0

  다. 지식재산권이전수익 194,213,818

  라. 노하우이전수익 22,000,000

 (4) 설비자산사용료수익 672,581,928

  가. 설비자산사용료수익 87,612,567

  나. 임대료수익 584,969,361

 (5) 기타산학협력수익 6,845,974,863

  가. 기타산학협력수익 6,845,974,863

11,790,033,563

 (1) 연구수익 5,226,323,570

  가. 정부연구수익 5,101,888,170

  나. 산업체연구수익 124,435,400

과목
2019년도

현 금 흐 름 표
(2019. 3. 1 부터 2020. 2. 29일 까지)

(단위 : 원)

1.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1) 산학협력수익현금유입액

2) 지원금수익현금유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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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세목 세세목

과목
2019년도

 (2) 교육운영수익 2,241,691,250

  가. 교육운영수익 2,241,691,250

 (3) 기타지원금수익 4,322,018,743

  가. 기타지원금수익 4,322,018,743

1,114,069,944

 (1) 산학협력수익 215,836,540

  가. 산학협력연구수익 195,829,079

  나. 교육운영수익 12,574,750

  다. 기타산학협력수익 7,432,711

 (2) 지원금수익 898,233,404

  가. 연구수익 691,106,911

  나. 교육운영수익 74,695,493

  다. 기타지원금수익 132,431,000

10,000,000

 (1) 전입금수익 0

  가. 학교법인전입금 0

  나. 학교회계전입금 0

  다. 학교기업전입금 0

  라. 기타전입금 0

 (2) 기부금수익 10,000,000

  가. 일반기부금 10,000,000

66,912,378

 (1) 운영외수익 66,912,378

  가. 이자수익 51,882,320

  나. 외화환산이익 2,849,643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0

  라. 전기오류수정이익 0

3) 간접비수익현금유입액

4) 전입및기부금수익현금유입액

5) 운영외수익현금유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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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세목 세세목

과목
2019년도

  마. 기타운영외수익 12,180,415

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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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000

 (1) 연구기금인출수입 0

 (2) 건축기금인출수입 0

 (3) 장학기금인출수입 0

 (4) 기타기금인출수입 100,000,000

 (5) 보증금수입 0

 (6) 기타비유동자산수입 0

0

1) 투자자산수입

3.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3-



관 항 목 세목 세세목

과목
2019년도

1) 부채차입 0

 (1) 임대보증금증가 0

 (2) 기타비유동부채증가 0

2) 기본금조달 0

 (1) 출연기본금증가 0

24,712,735,358

23,939,060,894

8,892,018,705

 (1) 산학협력연구비 1,510,777,040

  가. 인건비 632,319,869

  나. 학생인건비 187,966,398

  다. 연구장비·재료비 180,548,949

  라. 연구활동비 234,838,930

  마. 연구과제추진비 140,006,870

  바. 연구수당 98,216,024

  사. 위탁연구개발비 36,880,000

  아. 제경비 0

 (2) 교육운영비 409,446,932

  가. 인건비 155,528,960

  나. 교육과정개발비 0

  다. 장학금 0

  라. 실험실습비 57,697,288

  마. 기타교육운영비 196,220,684

 (3) 지식재산권비용 125,978,290

  가. 지식재산권실시·양도비 0

  나. 산학협력보상금 125,978,290

 (4) 학교시설사용료 0

Ⅱ. 현금유출액(1+2+3)

1.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 산학협력비현금유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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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세목 세세목

과목
2019년도

  가. 학교시설사용료 0

 (5) 기타산학협력비 6,845,816,443

  가. 기타산학협력비 6,845,816,443

   가-1. 인건비 0

   가-2. 장비·재료비 0

   가-3. 연구제경비 0

   가-4. 기타산학협력비 6,845,816,443

12,962,650,665

 (1) 연구비 6,884,087,249

  가. 인건비 1,919,122,988

  나. 학생인건비 1,202,679,378

  다. 연구장비·재료비 886,096,540

  라. 연구활동비 1,856,934,305

  마. 연구과제추진비 407,964,214

  바. 연구수당 472,015,947

  사. 위탁연구개발비 139,273,877

  아. 제경비 0

 (2) 교육운영비 2,244,822,987

  가. 인건비 1,326,848,708

  나. 교육과정개발비 2,517,485

  다. 장학금 297,069,490

  라. 실험실습비 2,502,038

  마. 기타교육운영비 615,885,266

 (3) 기타지원금사업비 3,833,740,429

  가. 기타지원금사업비 3,833,740,429

868,285,718

 (1) 인력지원비 536,042,402

2) 지원금사업비현금유출액

3) 간접비사업비현금유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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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세목 세세목

과목
2019년도

  가. 인건비 436,686,402

   가-1. 인건비 368,750,932

   가-2. 퇴직급여 31,142,750

   가-3. 법정부담금 36,792,720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99,356,000

 (2) 연구지원비 294,713,330

  가. 기관공통지원경비 136,256,686

   가-1. 인건비 3,064,510

   가-2. 퇴직급여 0

   가-3. 법정부담금 0

   가-4. 여비교통비 4,534,750

   가-5. 협회참가비 1,180,000

   가-6. 교육훈련비 1,090,000

   가-7. 소모품비 2,618,230

   가-8. 부서운영비 4,679,500

   가-9. 복리후생비 11,878,090

   가-10. 회의비 4,473,200

   가-11. 지급수수료 77,469,136

   가-12. 행사및홍보비 11,762,980

   가-13. 출판인쇄비 1,415,770

   가-14. 대외협력비 0

   가-15. 세금과공과 12,090,520

  나. 사업단또는연구단운영비 47,789,964

  다. 연구실안전관리비 72,990,920

  라. 연구보안관리비 360,000

  마. 연구윤리활동비 0

  바. 연구개발준비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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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세목 세세목

과목
2019년도

  사. 대학연구활동지원금 37,315,760

 (3) 성과활용지원비 34,279,986

  가. 과학문화활동비 0

  나.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34,279,986

 (4) 기타지원비 3,250,000

  가. 기타지원비 3,250,000

   가-1. 대응자금 3,250,000

427,010,629

 (1) 일반관리비 427,010,629

  가. 인건비 195,471,474

   가-1. 인건비 138,229,400

   가-2. 퇴직급여 15,873,804

   가-3. 법정부담금 18,328,270

   가-4. 보직수당 23,040,000

  나. 일반제경비 231,539,155

   나-1. 부서운영비 4,407,463

   나-2. 복리후생비 2,775,542

   나-3. 연구진흥비 0

   나-4. 여비교통비 6,949,530

   나-5. 소모품비 8,689,700

   나-6. 협회비 8,750,000

   나-7. 교육훈련비 862,000

   나-8. 회의비 3,314,628

   나-9. 업무추진비 12,793,287

   나-10. 대외협력비 0

   나-11. 지급수수료 47,186,227

   나-12. 세금과공과 63,374,365

4) 일반관리비현금유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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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세목 세세목

과목
2019년도

   나-13. 행사및홍보비 6,047,186

   나-14. 수선비 21,745,911

   나-15. 통신비 14,220,640

   나-16. 장비임차료 11,768,245

   나-17. 시설물관리비 10,253,748

   나-18. 기타일반관리운영비 8,400,683

13,399,177

  가. 전기오류수정손실 0

  나. 기타운영외비용 13,399,177

   나-1. 전기오류수정손실 0

   나-2. 외환손실 0

   나-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0

   나-4. 기타운영외비용 13,399,177

775,696,000

  가. 학교회계전출금 775,696,000

724,714,464

 1) 투자자산지출 100,000,000

  (1) 장기금융상품증가 0

  (2) 장기투자금융자산취득지출 0

  (3) 출자금투자지출 100,000,000

  (4) 기타투자자산투자지출 0

2) 유형자산취득지출 491,297,468

  (1) 토지취득 0

  (2) 건물취득 0

  (3) 구축물취득 0

  (4) 기계기구취득 448,697,098

  (5) 집기비품취득 42,600,370

6) 학교회계전출금현금유출액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5) 운영외비용현금유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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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세목 세세목

과목
2019년도

  (6) 차량운반구취득 0

  (7) 건설중인자산취득 0

  (8) 기타유형자산취득 0

3) 무형자산취득지출 114,422,025

 (1) 지식재산권취득 107,635,025

 (2) 개발비취득 0

 (3) 기타무형자산취득 6,787,000

4) 기타비유동자산지출 18,994,971

 (1) 연구기금적립지출 18,994,971

 (2) 건축기금적립지출 0

 (3) 장학기금적립지출 0

 (4) 기타지금적립지출 0

 (5) 보증금지출 0

 (6) 기타비유동자산지출 0

48,960,000

1) 부채상환 48,960,000

 (1) 임대보증금감소 48,960,000

 (2) 기타비유동부채감소 0

2) 기본금반환 0

 (1) 출연기본금감소 0

(1,819,870,205)

7,280,258,739

5,460,388,534

Ⅲ. 현금의증감 (Ⅴ-Ⅲ)

Ⅳ. 기초의현금

3.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Ⅴ. 기말의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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