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 항 목 세목 세세목

Ⅰ. 현금유입액(1+2+3) 21,938,857,559

21,933,771,559

6,020,845,207

 (1) 연구수익 2,137,072,861

  가. 정부연구수익 1,555,557,995

  나. 산업체연구수익 581,514,866

 (2) 교육운영수익 375,787,690

  가. 교육운영수익 375,787,690

 (3) 지식재산권수익 183,318,650

  가. 지식재산권실시수익 0

  나. 지식재산권양도수익 0

  다. 지식재산권이전수익 144,318,650

  라. 노하우이전수익 39,000,000

 (4) 설비자산사용료수익 800,237,332

  가. 설비자산사용료수익 72,879,563

  나. 임대료수익 727,357,769

 (5) 기타산학협력수익 2,524,428,674

  가. 기타산학협력수익 2,524,428,674

14,201,797,532

 (1) 연구수익 7,854,422,482

  가. 정부연구수익 7,833,481,482

  나. 산업체연구수익 20,941,000

 (2) 교육운영수익 2,162,549,359

  가. 교육운영수익 2,162,549,359

과목
2018년도

현 금 흐 름 표
(2018. 3. 1 부터 2019. 2. 28일 까지)

(단위 : 원)

1.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1) 산학협력수익현금유입액

2) 지원금수익현금유입액

-3-



관 항 목 세목 세세목

과목
2018년도

 (3) 기타지원금수익 4,184,825,691

  가. 기타지원금수익 4,184,825,691

1,654,102,572

 (1) 산학협력수익 251,803,403

  가. 산학협력연구수익 231,253,785

  나. 교육운영수익 12,627,800

  다. 기타산학협력수익 7,921,818

 (2) 지원금수익 1,402,299,169

  가. 연구수익 1,181,258,252

  나. 교육운영수익 78,384,837

  다. 기타지원금수익 142,656,080

0

 (1) 전입금수익 0

  가. 학교법인전입금 0

  나. 학교회계전입금 0

  다. 학교기업전입금 0

  라. 기타전입금 0

 (2) 기부금수익 0

  가. 일반기부금 0

57,026,248

 (1) 운영외수익 57,026,248

  가. 이자수익 45,518,401

  나. 외화환산이익 3,828,316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0

  라. 전기오류수정이익 0

  마. 기타운영외수익 7,679,531

0

01) 투자자산수입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3) 간접비수익현금유입액

4) 전입및기부금수익현금유입액

5) 운영외수익현금유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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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세목 세세목

과목
2018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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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1) 연구기금인출수입 0

 (2) 건축기금인출수입 0

 (3) 장학기금인출수입 0

 (4) 기타기금인출수입 0

 (5) 보증금수입 0

 (6) 기타비유동자산수입 0

5,086,000

1) 부채차입 5,086,000

 (1) 임대보증금증가 5,086,000

 (2) 기타비유동부채증가 0

2) 기본금조달 0

3.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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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세목 세세목

과목
2018년도

 (1) 출연기본금증가 0

22,229,442,316

21,285,851,123

4,776,110,664

 (1) 산학협력연구비 1,757,555,589

  가. 인건비 785,151,890

  나. 학생인건비 153,654,172

  다. 연구장비·재료비 238,702,284

  라. 연구활동비 210,371,382

  마. 연구과제추진비 166,037,539

  바. 연구수당 94,638,322

  사. 위탁연구개발비 109,000,000

  아. 제경비 0

 (2) 교육운영비 373,006,730

  가. 인건비 164,701,040

  나. 교육과정개발비 8,700,000

  다. 장학금 0

  라. 실험실습비 60,156,480

  마. 기타교육운영비 139,449,210

 (3) 지식재산권비용 101,741,190

  가. 지식재산권실시·양도비 0

  나. 산학협력보상금 101,741,190

 (4) 학교시설사용료 0

  가. 학교시설사용료 0

 (5) 기타산학협력비 2,543,807,155

  가. 기타산학협력비 2,543,807,155

   가-1. 인건비 0

   가-2. 장비·재료비 0

Ⅱ. 현금유출액(1+2+3)

1.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 산학협력비현금유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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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세목 세세목

과목
2018년도

   가-3. 연구제경비 0

   가-4. 기타산학협력비 2,543,807,155

14,006,083,472

 (1) 연구비 7,380,927,162

  가. 인건비 1,547,108,066

  나. 학생인건비 1,440,276,969

  다. 연구장비·재료비 1,414,778,876

  라. 연구활동비 1,815,663,981

  마. 연구과제추진비 439,431,492

  바. 연구수당 663,667,778

  사. 위탁연구개발비 60,000,000

  아. 제경비 0

 (2) 교육운영비 2,202,502,366

  가. 인건비 1,279,786,763

  나. 교육과정개발비 10,400,000

  다. 장학금 305,060,000

  라. 실험실습비 5,836,000

  마. 기타교육운영비 601,419,603

 (3) 기타지원금사업비 4,422,653,944

  가. 기타지원금사업비 4,422,653,944

911,156,934

 (1) 인력지원비 426,073,805

  가. 인건비 326,084,805

   가-1. 인건비 279,209,285

   가-2. 퇴직급여 22,415,535

   가-3. 법정부담금 24,459,985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99,989,000

 (2) 연구지원비 421,479,676

2) 지원금사업비현금유출액

3) 간접비사업비현금유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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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세목 세세목

과목
2018년도

  가. 기관공통지원경비 164,584,100

   가-1. 인건비 32,832,085

   가-2. 퇴직급여 22,582

   가-3. 법정부담금 1,809,480

   가-4. 여비교통비 6,315,567

   가-5. 협회참가비 10,607,000

   가-6. 교육훈련비 6,469,900

   가-7. 소모품비 3,519,330

   가-8. 부서운영비 5,295,770

   가-9. 복리후생비 5,109,805

   가-10. 회의비 7,189,140

   가-11. 지급수수료 64,121,621

   가-12. 행사및홍보비 12,986,950

   가-13. 출판인쇄비 1,691,240

   가-14. 대외협력비 0

   가-15. 세금과공과 6,613,630

  나. 사업단또는연구단운영비 145,099,676

  다. 연구실안전관리비 32,451,500

  라. 연구보안관리비 900,000

  마. 연구윤리활동비 0

  바. 연구개발준비금 0

  사. 대학연구활동지원금 15,513,400

  아. 대학기반시설및장비운영비 62,931,000

 (3) 성과활용지원비 56,403,453

  가. 과학문화활동비 0

  나.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56,403,453

 (4) 기타지원비 7,200,000

  가. 기타지원비 7,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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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세목 세세목

과목
2018년도

   가-1. 대응자금 7,200,000

470,589,229

 (1) 일반관리비 470,589,229

  가. 인건비 264,826,216

   가-1. 인건비 207,270,905

   가-2. 퇴직급여 20,041,308

   가-3. 법정부담금 16,234,003

   가-4. 보직수당 21,280,000

  나. 일반제경비 205,763,013

   나-1. 부서운영비 5,085,456

   나-2. 복리후생비 3,468,653

   나-3. 연구진흥비 0

   나-4. 여비교통비 4,337,457

   나-5. 소모품비 4,173,100

   나-6. 협회비 8,994,000

   나-7. 교육훈련비 2,010,300

   나-8. 회의비 2,148,968

   나-9. 업무추진비 11,484,171

   나-10. 대외협력비 0

   나-11. 지급수수료 53,885,907

   나-12. 세금과공과 55,055,470

   나-13. 행사및홍보비 3,230,282

   나-14. 수선비 11,836,092

   나-15. 통신비 14,643,858

   나-16. 장비임차료 11,784,386

   나-17. 시설물관리비 13,624,913

   나-18. 기타일반관리운영비 0

610,415,538

4) 일반관리비현금유출액

5) 운영외비용현금유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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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세목 세세목

과목
2018년도

  가. 전기오류수정손실 0

  나. 기타운영외비용 610,415,538

   나-1. 전기오류수정손실 0

   나-2. 외환손실 0

   나-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0

   나-4. 기타운영외비용 610,415,538

511,495,286

  가. 학교회계전출금 511,495,286

913,591,193

 1) 투자자산지출 0

  (1) 장기금융상품증가 0

  (2) 장기투자금융자산취득지출 0

  (3) 출자금투자지출 0

  (4) 기타투자자산투자지출 0

2) 유형자산취득지출 724,690,511

  (1) 토지취득 0

  (2) 건물취득 0

  (3) 구축물취득 0

  (4) 기계기구취득 604,177,515

  (5) 집기비품취득 120,512,996

  (6) 차량운반구취득 0

  (7) 건설중인자산취득 0

  (8) 기타유형자산취득 0

3) 무형자산취득지출 166,993,332

 (1) 지식재산권취득 120,745,332

 (2) 개발비취득 0

 (3) 기타무형자산취득 46,248,000

4) 기타비유동자산지출 21,907,350

6) 학교회계전출금현금유출액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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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세목 세세목

과목
2018년도

 (1) 연구기금적립지출 17,204,790

 (2) 건축기금적립지출 0

 (3) 장학기금적립지출 0

 (4) 기타지금적립지출 4,702,560

 (5) 보증금지출 0

 (6) 기타비유동자산지출 0

30,000,000

1) 부채상환 30,000,000

 (1) 임대보증금감소 30,000,000

 (2) 기타비유동부채감소 0

2) 기본금반환 0

 (1) 출연기본금감소 0

(290,584,757)

7,570,843,496

7,280,258,739

Ⅲ. 현금의증감 (Ⅴ-Ⅲ)

Ⅳ. 기초의현금

3.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Ⅴ. 기말의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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