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위: 원)

관 항 목

9,503,211,360         9,710,691,360           207,480,000-          

9,467,211,360         9,674,691,360           207,480,000-          

472,532,000           472,532,000             -                    

182,532,000           182,532,000             -                    

57,230,000            57,230,000              정부/지자체 연구수익 50,000,000

의정부시 평생학습원 8,230,000

정부/지자체 연구수익(감액) (1,000,000)

소 계 57,230,000

125,302,000           125,302,000             -                    기업체/단체 연구수익 100,000,000

㈜피닉스엔지니어링 28,302,000

기업체/단체 연구수익(감액) (3,000,000)

소 계 125,302,000

288,000,000           288,000,000             -                    

288,000,000           288,000,000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임대료
- 월24,000천원*12월

288,000,000

2,000,000             2,000,000               -                    

2,000,000             2,000,000               -                    기술자문료 2,000,000

8,479,446,500         8,744,826,500           265,380,000-          

255,386,000           175,286,000             80,100,000           

255,386,000           175,286,000             80,100,000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2건) 114,286,000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60,800,000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증액) 200,000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22년) 80,100,000

소 계 255,386,000

7,275,895,500         7,419,895,500           144,000,000-                      (2)교육운영수익

                가.정부연구수익

                나.산업체연구수익

                가.설비자산사용료수익

                나.임대료수익

            (5)기타산학협력수익

                가.기타산학협력수익

        2)지원금수익현금유입액

            (1)연구수익

            (2)교육운영수익

                가.교육운영수익

            (3)기술이전수익

                가.지식재산권이전수익

                나.노하우이전수익

            (4)설비자산사용료수익

                나.산업체연구수익

Ⅰ.현금유입액

    1.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1)산학협력수익현금유입액

            (1)연구수익

                가.정부연구수익

2021회계연도 3차 추가경정 예산서(현금예산서)

당기 2021년 03월 01일부터 2022년 02월 28일까지

과    목 2021회계연도
3차추경예산(A)

2021회계연도
2차추경예산(B)

증감(A-B) 산출근거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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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관 항 목

2021회계연도 3차 추가경정 예산서(현금예산서)

당기 2021년 03월 01일부터 2022년 02월 28일까지

과    목 2021회계연도
3차추경예산(A)

2021회계연도
2차추경예산(B)

증감(A-B) 산출근거 금 액

7,275,895,500         7,419,895,500           144,000,000-          (혁신1유형)전문대학혁신사업 지원금 4,281,000,000

(혁신3유형)전문대학혁신사업 지원금 950,000,000

(LINC+)사회맞춤형육성사업 지원금 1,736,410,000

(경기도)대학생노동인권교육 사업비 14,100,000

(혁신1유형)전문대학혁신사업 지원금(감액) (194,300,000)

(LINC+)사회맞춤형육성사업 지원금(감액) (133,181,500)

코로나19 전문대학생 취업역량강화 한시지원사업 187,800,000

(혁신1유형)전문대학혁신사업 지원금(증액) 498,950,000

(LINC+)사회맞춤형육성사업 지원금(증액) 79,117,000

코로나19 전문대학생 취업역량강화 한시지원사업(감액) (144,000,000)

소 계 7,275,895,500

948,165,000           1,149,645,000           201,480,000-          

948,165,000           1,149,645,000           201,480,000-          구리사랑어린이집 401,000,000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409,700,000

양주시 무한돌봄행복센터 지원금 243,605,000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금(경기도) 8,800,000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금(의정부시) 20,534,000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금(중기부) 44,000,000

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특화프로그램사업(경기도) 9,500,000

효문화 확산 공모사업(의정부시) 8,500,000

양주시 무한돌봄행복센터 지원금(증액) 4,006,000

양주시 가족센터 지원금(감액) (201,480,000)

소 계 948,165,000

461,012,860           403,112,860             57,900,000           

13,604,360            13,604,360              -                    

13,604,360            13,604,360              -                    정부/지자체 연구수익 간접비 2,500,000

의정부시 평생학습원 406,360

산업체/단체 연구수익 간접비 5,000,000

㈜피닉스엔지니어링 1,698,000

정부/지자체 연구수익 간접비(증액) 1,000,000

산업체/단체 연구수익 간접비(증액) 3,000,000

소 계 13,604,360

        3)간접비수익현금유입액

            (1)산학협력수익

                가.산학협력연구수익

            (3)기타지원금수익

                가.기타지원금수익

                가.교육운영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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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관 항 목

2021회계연도 3차 추가경정 예산서(현금예산서)

당기 2021년 03월 01일부터 2022년 02월 28일까지

과    목 2021회계연도
3차추경예산(A)

2021회계연도
2차추경예산(B)

증감(A-B) 산출근거 금 액

447,408,500           389,508,500             57,900,000           

12,614,000            8,714,000               3,900,000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2건) 5,714,000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3,200,000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감액) (200,000)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22년) 3,900,000

소 계 12,614,000

434,794,500           380,794,500             54,000,000           (혁신1유형)전문대학혁신사업 지원금 225,000,000

(혁신3유형)전문대학혁신사업 지원금 50,000,000

(LINC+)사회맞춤형육성사업 지원금 91,390,000

(경기도)대학생노동인권교육 사업비 900,000

(혁신1유형)전문대학혁신사업 지원금(감액) (10,000,000)

(LINC+)사회맞춤형육성사업 지원금(감액) (12,273,000)

(혁신1유형)전문대학혁신사업 지원금(증액) 26,350,000

(LINC+)사회맞춤형육성사업 지원금(증액) 9,427,500

코로나19 전문대학생 취업역량강화 한시지원사업 54,000,000

소 계 434,794,5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창업보육센터 지정 기부금 36,000,000

18,220,000            18,220,000              -                    

18,220,000            18,220,000              -                    

4,020,000             4,020,000               -                    이자수익 4,000,000

학교기업(제빵)이자수익 10,000

학교기업(향장)이자수익 10,000

소 계 4,020,000

14,200,000            14,200,000              -                    입주업체 임대료 지연 가산금 2,000,000

                나.배당금수익

                다.전기오류수정이익

                라.기타운영외수익

                나.지정기부금

        5)운영외수익현금유입액

            (1)운영외수익

                가.이자수익

            (2)기부금수익

                가.일반기부금

                다.기타지원금수익

        4)전입및기부금수익현금유입액

                가.지원금연구수익

                나.지원금교육운영수익

                나.산학협력교육운영수익

                다.기타산학협력수익

            (2)지원금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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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관 항 목

2021회계연도 3차 추가경정 예산서(현금예산서)

당기 2021년 03월 01일부터 2022년 02월 28일까지

과    목 2021회계연도
3차추경예산(A)

2021회계연도
2차추경예산(B)

증감(A-B) 산출근거 금 액

기타운영외 수익 - 포인트외 200,000

(혁신3유형)후진학선도형 평생직업교육과정 수강료 15,900,000

(혁신3유형)후진학선도형 평생직업교육과정 수강료(감액) (3,900,000)

소 계 14,2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창업보육센터 임대보증금 36,000,000

9,847,094,010         10,138,373,876          291,279,866-          

5,362,542,004         5,658,047,130           295,505,126-          

190,932,000           190,932,000             -                    

186,532,000           186,532,000             -                    

129,912,000           129,912,000             -                    정부/지자체연구 인건비 40,000,000

산업체/단체연구 인건비 75,000,000

산업체/단체연구 인건비(감액) (15,000,000)

의정부시 평생학습원 6,610,000

㈜피닉스엔지니어링 인건비 28,302,000

산업체/단체연구 인건비(감액) (5,000,000)

소 계 129,912,000

24,620,000            24,620,000              -                    정부/지자체연구 연구활동비 9,000,000

산업체/단체연구 연구활동비 16,000,000

의정부시 평생학습원 1,620,000

산업체/단체연구 연구활동비(감액) (2,000,000)

소 계 24,620,000

17,000,000            17,000,000              -                    정부/지자체연구 연구재료비 1,000,000

산업체/단체연구 연구재료비 9,000,000

산업체/단체연구 연구재료비(증액) 7,000,000

소 계 17,000,000

                마.연구재료비

                나.학생인건비

                다.연구시설.장비비

                라.연구활동비

            (1)산학협력연구비

                가.인건비

            (2)기타비유동부채증가

        2)기본금조달

            (1)출연기본금증가

Ⅱ.현금유출액

    1.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산학협력비현금유출액

    3.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1)부채의차입

            (1)임대보증금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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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관 항 목

2021회계연도 3차 추가경정 예산서(현금예산서)

당기 2021년 03월 01일부터 2022년 02월 28일까지

과    목 2021회계연도
3차추경예산(A)

2021회계연도
2차추경예산(B)

증감(A-B) 산출근거 금 액

15,000,000            15,000,000              -                    산업체/단체연구 위탁연구개발비 15,000,000

4,400,000             4,400,000               -                    

4,400,000             4,400,000               -                    창업보육센터 학교시설사용료 4,400,000

4,463,817,330         4,812,209,913           348,392,583-          

165,146,478           164,946,478             200,000              

51,768,000            51,768,000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구인건비 48,300,000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인건비 8,100,000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인건비(증액) 3,468,000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인건비(감액) (8,100,000)

소 계 51,768,000

8,100,000             8,100,000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인건비 8,100,000

소 계 8,100,000

34,937,520            34,737,520              200,000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구활동비 20,279,000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활동비 15,000,000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구활동비(감액) (541,480)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활동비(증액) 200,000

소 계 34,937,520

49,840,958            49,840,958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구재료비 51,047,000                마.연구재료비

                나.학생인건비

                다.연구시설.장비비

                라.연구활동비

            (1)연구비

                가.인건비

                나.산학협력보상금

            (4)학교시설사용료

                가.학교시설사용료

            (5)기타산학협력비

                가.기타산학협력비

        2)지원금사업비현금유출액

                나.교육과정개발비

                다.장학금

                라.실험실습비

                마.기타교육운영비

            (3)지식재산권비용

                가.지식재산권실시#양도비

                바.연구과제추진비

                사.연구수당

                아.위탁연구개발비

            (2)교육운영비

                가.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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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관 항 목

2021회계연도 3차 추가경정 예산서(현금예산서)

당기 2021년 03월 01일부터 2022년 02월 28일까지

과    목 2021회계연도
3차추경예산(A)

2021회계연도
2차추경예산(B)

증감(A-B) 산출근거 금 액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구재료비(감액) (3,164,042)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재료비(증액) 1,958,000

소 계 49,840,958

20,500,000            20,500,000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구수당 12,202,000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수당 8,000,000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구수당(증액) 298,000

소 계 20,500,000

3,350,505,852         3,497,618,435           147,112,583-          

1,626,609,906         1,701,460,784           74,850,878-           (혁신1유형)AHA사업 인건비 1,252,743,200

(혁신3유형)AHA+사업 인건비 497,382,200

(LINC+)사회맞춤형사업 인건비 206,620,000

(경기도)대학생노동인권교육 사업비 8,100,000

(혁신1유형)AHA사업 인건비(증액) 64,878,890

(혁신3유형)AHA+사업 인건비(감액) (113,485,200)

(LINC+)사회맞춤형사업 인건비(증액) 88,564,460

전문대학생 취업역량강화 한시지원사업 인건비 90,000,000

(혁신1유형)AHA사업 인건비(감액) (322,740,816)

(혁신3유형)AHA+사업 인건비(감액) (50,491,950)

(LINC+)사회맞춤형사업 인건비(감액) (20,110,000)

전문대학생 취업역량강화 한시지원사업 인건비(감액) (74,000,000)

(혁신1/혁신3/LINC+사업)인건비(감액) (850,878)

소 계 1,626,609,906

79,645,012            81,543,012              1,898,000-            (혁신1유형)AHA사업 교육과정개발비 22,500,000

(혁신3유형)AHA+사업 교육과정개발비 62,095,000

(LINC+)사회맞춤형사업 교육과정개발비 40,505,090

(혁신1유형)AHA사업 교육과정개발비(감액) (2,000,000)

(혁신3유형)AHA+사업 교육과정개발비(감액) (29,600,000)

(LINC+)사회맞춤형사업 교육과정개발비(감액) (7,948,920)

(혁신1유형)AHA사업 교육과정개발비(증액) 6,200,000

(혁신3유형)AHA+사업 교육과정개발비(감액) (4,814,070)

(LINC+)사회맞춤형사업 교육과정개발비(감액) (5,394,088)

                나.교육과정개발비

                가.인건비

                바.연구수당

                사.위탁연구개발비

            (2)교육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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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관 항 목

2021회계연도 3차 추가경정 예산서(현금예산서)

당기 2021년 03월 01일부터 2022년 02월 28일까지

과    목 2021회계연도
3차추경예산(A)

2021회계연도
2차추경예산(B)

증감(A-B) 산출근거 금 액

(혁신1/혁신3유형)교육과정개발비(감액) (1,898,000)

소 계 79,645,012

810,173,474           853,733,474             43,560,000-           (혁신1유형)AHA사업 실험실습비 499,530,000

(혁신3유형)AHA+사업 실험실습비 167,308,000

(LINC+)사회맞춤형사업 실험실습비 170,886,270

(혁신1유형)AHA사업 실험실습비(증액) 74,460,000

(혁신3유형)AHA+사업 실험실습비(감액) (3,956,250)

(LINC+)사회맞춤형사업 실험실습비(감액) (66,429,128)

전문대학생 취업역량강화 한시지원사업 실험실습비 60,000,000

(혁신1유형)AHA사업 실험실습비(감액) (58,647,082)

(혁신3유형)AHA+사업 실험실습비(감액) (5,417,920)

(LINC+)사회맞춤형사업 실험실습비(증액) 15,999,584

(혁신1/혁신3유형)실험실습비(감액) (560,000)

전문대학생 취업역량강화 한시지원사업 실험실습비(감액) (43,000,000)

소 계 810,173,474

834,077,460           860,881,165             26,803,705-           (혁신1유형)AHA사업 기타교육운영비 754,936,800

(혁신3유형)AHA+사업 기타교육운영비 110,390,800

(LINC+)사회맞춤형사업 기타교육운영비 285,987,640

(경기도)대학생노동인권교육 사업비 6,000,000

(혁신1유형)AHA사업 기타교육운영비(감액) (27,533,590)

(혁신3유형)AHA+사업 기타교육운영비(증액) 26,071,020

(LINC+)사회맞춤형사업 기타교육운영비(감액) (34,851,478)

전문대학생 취업역량강화 한시지원사업 기타교육운영비 37,800,000

(혁신1유형)AHA사업 기타교육운영비(감액) (221,013,916)

(혁신3유형)AHA+사업 기타교육운영비(감액) (61,591,870)

(LINC+)사회맞춤형사업 기타교육운영비(감액) (15,314,241)

(혁신1/혁신3/LINC+사업)기타교육운영비(증액) 196,295

전문대학생 취업역량강화 한시지원사업 기타교육운영비(감액) (27,000,000)

소 계 834,077,460

948,165,000           1,149,645,000           201,480,000-                      (3)기타지원금사업비

                마.기타교육운영비

                다.장학금

                라.실험실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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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관 항 목

2021회계연도 3차 추가경정 예산서(현금예산서)

당기 2021년 03월 01일부터 2022년 02월 28일까지

과    목 2021회계연도
3차추경예산(A)

2021회계연도
2차추경예산(B)

증감(A-B) 산출근거 금 액

948,165,000           1,149,645,000           201,480,000-          구리사랑어린이집 401,000,000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409,700,000

양주시 무한돌봄행복센터 243,605,000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금(경기도) 8,800,000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금(의정부시) 20,534,000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금(중기부) 44,000,000

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특화프로그램사업(경기도) 9,500,000

효문화 확산 공모사업(의정부시) 8,500,000

양주시 무한돌봄행복센터 지원금(증액) 4,006,000

양주시 가족센터 지원금(감액) (201,480,000)

소 계 948,165,000

315,522,674           262,635,217             52,887,457           

4,000,000             4,000,000               

4,000,000             4,000,000               교수연구인센티브 4,000,000

32,080,000            33,400,000              1,320,000-            

32,080,000            33,400,000              1,320,000-            산학협력단 제위원회 경비 5,000,000

산학협력단 운영비(우편료외) 3,000,000

연구관리수당(월200,000*12월) 2,400,000

위탁기관 관리 운영비(워크숍 등) 5,000,000

교육 및 세미나 참가비(출장비포함) 7,000,000

산학협력단 협의회 연회비외 2,000,000

회계감사 및 각종수수료(세무조정등) 7,000,000

회계프로그램 사용 및 서버보안비 2,000,000

위탁기관 관리 운영비(감액) (1,320,000)

소 계 32,08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교수연구 지식재산권 출원 등 3,000,000

276,442,674           222,235,217             54,207,457           

276,442,674           222,235,217             54,207,457           공모사업 선정 포상금 3,000,000

(혁신1유형)AHA사업 기타지원비 106,000,000

                나.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4)기타지원비

                가.기타지원비

            (3)성과활용지원비

                가.과학문화활동비

        3)간접비사업비현금유출액

            (1)인력지원비

                가.인건비

                나.연구개발능률성과급

            (2)연구지원비

                가.기관공통비용

                가.기타지원금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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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관 항 목

2021회계연도 3차 추가경정 예산서(현금예산서)

당기 2021년 03월 01일부터 2022년 02월 28일까지

과    목 2021회계연도
3차추경예산(A)

2021회계연도
2차추경예산(B)

증감(A-B) 산출근거 금 액

(혁신3유형)AHA+사업 기타지원비 82,800,000

(LINC+)사회맞춤형사업 기타지원비 94,390,000

(혁신1유형)AHA사업 기타지원비(감액) (33,766,083)

(혁신3유형)AHA+사업 기타지원비(감액) (32,800,000)

(LINC+)사회맞춤형사업 기타지원비(감액) (14,912,870)

(혁신1유형)AHA사업 기타지원비(감액) (8,650,000)

(혁신3유형)AHA+사업 기타지원비(증액) 18,231,670

(LINC+)사회맞춤형사업 기타지원비(증액) 7,942,500

전문대학생 취업역량강화 한시지원사업 기타지원비 54,000,000

(혁신1/혁신3/LINC+사업)기타지원비(증액) 207,457

소 계 276,442,674

157,770,000           157,770,000             -                    

157,770,000           157,770,000             -                    

-                    

157,770,000           157,770,000             -                    외부위탁기관 제경비 52,000,000

창업보육센터 방범료 6,360,000

창업보육센터 청소 용역비 31,200,000

창업보육센터 세무대리 수수료 3,600,000

창업보육센터 컬러복합기 렌탈료 2,400,000

창업보육센터 인터넷 사용료 4,800,000

창업보육센터 정수기 관리비 3,000,000

창업보육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료 720,000

창업보육센터 지역자원시설세 9,000,000

창업보육센터 제경비(입주기업 지원 등) 10,000,000

창업동아리 지원경비 1,000,000

학교기업(제빵)제경비 120,000

학교기업(향장)제경비 20,000

산학협력단 세무조정 수수료 2,750,000

창업보육센터 세무대리 수수료(증액) 800,000

창업보육센터 제경비(입주기업 지원 등)(증액) 10,000,000

외부위탁기관 제경비(증액) 20,000,000

소 계 157,770,000

            (1)일반관리비

                가.인건비

                나.일반제경비

        4)일반관리비현금유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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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관 항 목

2021회계연도 3차 추가경정 예산서(현금예산서)

당기 2021년 03월 01일부터 2022년 02월 28일까지

과    목 2021회계연도
3차추경예산(A)

2021회계연도
2차추경예산(B)

증감(A-B) 산출근거 금 액

14,500,000            14,500,000              -                    

14,500,000            14,500,000              -                    

14,500,000            14,500,000              -                    외부사업 잔액 반납 외 2,500,000

(혁신3유형)후진학선도형 평생직업교육과정 장학금 15,900,000

(혁신3유형)후진학선도형 평생직업교육과정 장학금(감액) (3,900,000)

소 계 14,500,000

220,000,000           220,000,000             -                    

220,000,000           220,000,000             -                    

220,000,000           220,000,000             -                    학교회계전출금 100,000,000

학교회계전출금(증액) 120,000,000

소 계 220,000,000

4,460,552,006         4,456,326,746           4,225,260            

4,458,552,006         4,454,326,746           4,225,260            

1,798,353,160         1,795,804,360           2,548,800            (혁신1유형)AHA사업 교육환경개선비 724,000,000

(혁신3유형)AHA+사업 교육환경개선비 22,030,000

(LINC+)사회맞춤형사업 교육환경개선비 438,516,000

(혁신1유형)AHA사업 교육환경개선비(감액) (414,774,438)

(혁신3유형)AHA+사업 교육환경개선비(증액) 156,600,350

(LINC+)사회맞춤형사업 교육환경개선비(감액) (30,049,466)

(혁신1유형)AHA사업 교육환경개선비(증액) 805,274,438

(혁신3유형)AHA+사업 교육환경개선비(증액) 35,861,050

(LINC+)사회맞춤형사업 교육환경개선비(증액) 1,346,426

            (1)토지취득

            (2)건물취득

        1)투자자산지출

            (1)장기금융상품증가

            (2)장기투자금융자산취득지출

            (3)출자금투자지출

            (4)기타투자자산투자지출

        2)유형자산취득지출

        6)학교회계전출금현금유출액

            (1)학교회계전출금

                가.학교회계전출금

    2.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운영외비용

                가.전기오류수정손실

                나.기타운영외비용

                다.퇴직급여

                라.지급수수료

                마.세금과공과

        5)운영외비용현금유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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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관 항 목

2021회계연도 3차 추가경정 예산서(현금예산서)

당기 2021년 03월 01일부터 2022년 02월 28일까지

과    목 2021회계연도
3차추경예산(A)

2021회계연도
2차추경예산(B)

증감(A-B) 산출근거 금 액

창업보육센터 세미나실 환경개선비 57,000,000

(혁신3유형)AHA+사업 교육환경개선비(증액) 2,548,800

소 계 1,798,353,160

2,153,106,388         2,152,830,618           275,770              (혁신1유형)AHA사업 기계기구 취득 1,009,790,000

(혁신3유형)AHA+사업 기계기구 취득 140,114,000

(LINC+)사회맞춤형사업 기계기구 취득 600,832,000

교수연구 기계기구 취득 5,000,000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계기구 취득 29,700,000

(혁신1유형)AHA사업 기계기구 취득(증액) 137,706,820

(혁신3유형)AHA+사업 기계기구 취득(증액) 4,090,080

(LINC+)사회맞춤형사업 기계기구 취득(감액) (117,074,129)

(혁신1유형)AHA사업 기계기구 취득(증액) 200,938,018

(혁신3유형)AHA+사업 기계기구 취득(증액) 54,054,090

(LINC+)사회맞춤형사업 기계기구 취득(증액) 74,637,739

창업보육센터 세미나실 기계기구 취득 15,000,000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계기구 취득(감액) (1,958,000)

(혁신1/혁신3/LINC+사업)기계기구 취득(증액) 275,770

소 계 2,153,106,388

507,092,458           505,691,768             1,400,690            (혁신1유형)AHA사업 집기비품 취득 197,000,000

(혁신3유형)AHA+사업 집기비품 취득 17,880,000

(LINC+)사회맞춤형사업 집기비품 취득 167,664,000

교수연구 집기비품 취득 2,000,000

(혁신1유형)AHA사업 집기비품 취득(감액) (26,000,000)

(혁신3유형)AHA+사업 집기비품 취득(증액) 3,580,000

(LINC+)사회맞춤형사업 집기비품 취득(감액) (48,094,170)

(혁신1유형)AHA사업 집기비품 취득(증액) 123,939,358

(혁신3유형)AHA+사업 집기비품 취득(증액) 25,286,000

(LINC+)사회맞춤형사업 집기비품 취득(증액) 29,436,580

창업보육센터 세미나실 집기비품 취득 15,000,000

교수연구 집기비품 취득(감액) (2,000,000)

(혁신3유형)AHA+사업 집기비품 취득(증액) 1,400,690

            (5)집기비품취득

            (3)구축물취득

            (4)기계기구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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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관 항 목

2021회계연도 3차 추가경정 예산서(현금예산서)

당기 2021년 03월 01일부터 2022년 02월 28일까지

과    목 2021회계연도
3차추경예산(A)

2021회계연도
2차추경예산(B)

증감(A-B) 산출근거 금 액

소 계 507,092,458

2,000,000             2,000,000               -                    

2,000,000             2,000,000               -                    특허등록비 2,000,000

24,000,000            24,000,000              

24,000,000            24,000,000              

24,000,000            24,000,000              창업보육센터 임대보증금 반환 24,000,000

343,882,650-           427,682,516-             83,799,866           

911,206,157           911,206,157             -                    

567,323,507           483,523,641             83,799,866           

            (2)기타비유동부채감소

        2)기본금반환

            (1)출연기본금감소

Ⅲ.현금의증감

            (2)개발비취득

            (3)기타무형자산취득

Ⅳ.기초의현금

Ⅴ.기말의현금

    3.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부채의상환

            (1)임대보증금감소

        3)무형자산취득지출

            (1)지식재산권취득

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