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회계연도

추가경정 현금예산서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산학협력단

2019회계연도 추가경정 현금예산 총칙

제1조

2019회계연도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산학협력단 추가경정
현금예산서 상 현금유입액은 7,979,400,000원, 현금유출액은
6,463,986,000원으로 한다.

제2조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은 대학, 산업체, 연구소, 정부, 지자체간
의 연계와 산학협력을 바탕으로 지식·기술의 혁신과 발전하는
과학기술에 대응하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본으로 세계화·정
보화 시대에 맞는 교육혁신과 신 산학협력 체제로의 개편 등
을 통한 대학 경쟁력 제고를 강화하는 데 있다.

제3조

주요업무인 산학협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적재산권의 취
득 및 관리, 본교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지적재산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기타 산학협력 및 연구지원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예산의 산출내역 단위는 원으로 한다.

제5조

수입·지출의 상세한 내용은 부속서류인 예산목별 명세서와 같
다.

제6조

예산은 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각 사업이 적시·적기에 집행 되
도록 관리체제를 강화한다.

추가경정현금예산서
당기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산학협력단
과

목

관항

(단위 : 원)

목

Ⅰ. 현금유입액
1.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
1) 산학협력수익현금유입액

2) 지원금수익현금유입액

추경예산액

증감

본예산액

산출근거

7,979,400,000

8,059,300,000

(79,900,000)

7,933,400,000

8,018,800,000

(85,400,000)

803,400,000

783,600,000

19,800,000

6,528,800,000

6,625,000,000

(1) 연구수익
(2) 교육운영수익

0

(3) 기술이전수익

23,000,000

(4) 설비자산사용료수익

3,400,000

(5) 기타산학협력수익

9,000,000

(96,200,000) (1) 연구수익
(2) 교육운영수익
(3) 기타지원금수익

3) 간접비수익현금유입액

571,700,000

575,200,000

(3,500,000) (1) 산학협력수익간접비
(2) 지원금수익간접비

4) 전입및기부금수익현금유입액
5) 운영외수익현금유입액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0

0

29,500,000

35,000,000

(5,500,000) (1) 이자/기타운영외수익

0

0

0

0

0

0

2) 유형자산매각대

0

0

0

3) 무형자산매각대

0

0

0

4) 기타비유동자산수입

0

0

0

46,000,000

40,500,000

5,500,000

46,000,000

40,500,000

5,500,000

0

0

0

6,463,986,000

7,651,840,000

(1,187,854,000)

6,239,486,000

7,151,000,000

(911,514,000)

683,000,000

702,000,000

1) 부채의 차입
2) 기본금의 조달
Ⅱ. 현금유출액
1.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1) 산학협력비현금유출액

2) 지원금사업비현금유출액

5,170,000,000

6,080,000,000

(1) 임대보증금

368,000,000

496,700,000

29,500,000

46,000,000

14,000,000

(3) 학교시설사용료

15,000,000

(3) 기타산학협력비

9,000,000

(910,000,000) (1) 연구비

12,186,000

4) 일반관리비현금유출액

0

0

0

5) 운영외비용현금유출액

6,300,000

1,000,000

5,300,00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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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0,000

(2) 지식재산권비용

4,730,000,000
359,000,000
81,000,000

(1) 인력지원비

264,900,000

(2) 연구지원비

105,986,000

(3) 성과활용지원비

6) 학교회계전출금현금유출액

81,800,000

645,000,000

(3) 기타지원금사업비

380,186,000

365,000,000

(19,000,000) (1) 산학협력연구비

(2) 교육운영비

3) 간접비사업비현금유출액

6,082,000,000

0

1) 투자자산수입

3.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768,000,000

-

(4) 기타지원비

9,300,000

(1) 기타운영외비용

6,300,000

0 (1) 학교회계전출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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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 투자자산지출
2) 유형자산 취득지출

추경예산액

증감

본예산액

산출근거

186,200,000

500,000,000

(313,800,000)

0

100,000,000

(100,000,000)

155,000,000

400,000,000

(245,000,000) (1) 연구용 기계기구
0

3) 무형자산 취득지출

31,200,000

0

0

0

0

38,300,000

840,000

37,460,000

38,300,000

840,000

37,460,000

0

0

0

Ⅲ. 현금의 증감

1,515,414,000

407,460,000

1,107,954,000

Ⅳ. 기초의 현금

4,062,639,127

3,363,424,782

699,214,345

Ⅴ. 기말의 현금

5,578,053,127

3,770,884,782

1,807,168,345

4) 기타비유동자산지출
3.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 부채상환
2) 기본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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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용 집기비품

31,200,000 (1) 지적재산권 취득

(1) 임대보증금 환급

140,000,000
15,000,000
31,200,000

38,3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