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산학협력단 현금 예산서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년 1월 ~ 2월 산학협력단 현금 예산서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년1월 ~ 2월 예산 총칙
제1조 산학협력단 2016년 1월 ~ 2월 산학협력단 예산총액은 31,021,772,880원으로 한다.

제2조 산학협력단 예산의 상세한 내용은 별첨 “현금유입액․현금유출액 계정과목명세서”와 같다.

제3조 이 회계의 예산집행은 산학협력단 정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장이 운영한다.

제4조 인건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전용 후 운영위원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는 타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
제5조 주요사업으로는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산학협력계약을 체결․수행하는 연구과제, 정부재정사업,
부설연구소, 창업보육센터 등에 대한 종합관리와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등에 필요한 기반구축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 회계연도 중 산학협력, 지원금수익 등은 예산승인 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운영위원회
에보고한다.

현금예산서
당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
전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목
제2016년도(당기)
관

Ⅰ.

항

현

금

유

입

액

증감액

증감율

산출기초

현급유입액계정과목명세서 참조

8,873,526,880

48,634,997,500 -

39,761,470,620

-82%

8,873,526,880

48,634,997,500 -

39,761,470,620

-82%

1)산학협력수익현금유입액

3,787,381,060

18,407,601,280 -

14,620,220,220

-79%

2)지원금수익현금유입액

3,781,024,000

23,673,799,410 -

19,892,775,410

-84%

3)간접비수익현금유입액

1,238,621,820

6,176,569,380 -

4,937,947,560

-80%

1. 연구수익

4)전입및기부금수익현금유입액

5)운영외수익현금유입액

Ⅱ.

제2015년도(전기)

목

-

-

66,500,000

377,027,430 -

310,527,430

-82%

8,163,364,140

52,026,320,770 -

43,862,956,630

-84%

7,755,364,140

48,310,320,770 -

40,554,956,630

-84%

1)산학협력수익현금유출액

3,110,980,530

18,092,371,910 -

14,981,391,380

-82.8%

2)지원금수익현금유출액

3,920,312,680

24,324,725,400 -

20,404,412,720

-84%

3)간접비수익현금유출액

674,070,930

5,598,223,460 -

4,924,152,530

-88%

4)일반관리비현금유출액

50,000,000

295,000,000 -

245,000,000

-83%

2.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408,000,000

3,716,000,000 -

3,308,000,000

-89%

1)투자자산지출

375,000,000

3,500,000,000 -

3,125,000,000

-89%

2)유형자산취득지출

-

30,000,000 -

30,000,000

3)무형자산취득지출

33,000,000

186,000,000 -

153,000,000

현

금

유

출

액

1.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Ⅲ. 현금의증감

710,162,740 -

3,391,323,270

Ⅳ. 기초의현금

22,148,246,000

22,611,573,340 -

Ⅴ. 기말의현금

22,858,408,740

19,220,250,070

4,101,486,010

-82%

-121%

463,327,340

-2%

3,638,158,670

19%

현급유출액계정과목명세서 참조

2016년 3월 ~ 2017년 2월 산학협력단 현금 예산서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년3월 ~ 2017년 2월 예산 총칙
제1조 산학협력단 2016년3월 ~ 2017년 2월 산학협력단 예산총액은 71,949,832,120원으로 한다.

제2조 산학협력단 예산의 상세한 내용은 별첨 “현금유입액․현금유출액 계정과목명세서”와 같다.

제3조 이 회계의 예산집행은 산학협력단 정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장이 운영한다.

제4조 인건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전용 후 운영위원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는 타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

제5조 주요사업으로는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산학협력계약을 체결․수행하는 연구과제, 정부재정사업,
부설연구소, 창업보육센터 등에 대한 종합관리와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등에 필요한 기반구축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 회계연도 중 산학협력, 지원금수익 등은 예산승인 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운영위원회
에 보고한다.

현금예산서
당기 2016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전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
(단위 : 원)

과목
관
Ⅰ.

항

목

현

금

유

입

액

(전기)

증감액

증감율

산출기초

현급유입액계정과목명세서 참조

8,873,526,880

40,626,422,870

458%

49,499,949,750

8,873,526,880

40,626,422,870

458%

1)산학협력수익현금유입액

19,240,316,740

3,787,381,060

15,452,935,680

408%

2)지원금수익현금유입액

23,744,614,280

3,781,024,000

19,963,590,280

528%

3)간접비수익현금유입액

6,160,918,730

1,238,621,820

4,922,296,910

397%

-

-

-

354,100,000

66,500,000

287,600,000

432%

47,758,532,630

8,163,364,140

39,595,168,490

485%

47,558,532,630

7,755,364,140

39,803,168,490

513%

1)산학협력수익현금유출액

19,059,884,740

3,110,980,530

15,948,904,210

512.7%

2)지원금수익현금유출액

22,399,172,540

3,920,312,680

18,478,859,860

471%

3)간접비수익현금유출액

5,854,476,350

674,070,930

5,180,405,420

769%

4)일반관리비현금유출액

244,999,000

50,000,000

194,999,000

390%

4)전입및기부금수익현금유입액

5)운영외수익현금유입액

현

제2016년도1월~2월

49,499,949,750

1. 연구수익

Ⅱ.

제2016년도 3월~
2017년 2월(당기)

금

유

출

액

1.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2.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투자자산지출

200,000,000

408,000,000 -

208,000,000

-51%

-

375,000,000 -

375,000,000

-100%

2)유형자산취득지출

10,000,000

-

10,000,000

3)무형자산취득지출

190,000,000

33,000,000

157,000,000

476%

Ⅲ. 현금의증감

1,741,417,120

710,162,740

1,031,254,380

145%

Ⅳ. 기초의현금

22,449,882,370

22,148,246,000

301,636,370

1%

Ⅴ. 기말의현금

24,191,299,490

22,858,408,740

1,332,890,750

6%

현급유출액계정과목명세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