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위: 원)

관 항 목

9,699,863,000           9,969,951,000 270,088,000-          

9,663,863,000           9,933,951,000 270,088,000-          

474,434,000             513,434,000 39,000,000-           

171,830,000            206,430,000 34,600,000-          

45,400,000              50,000,000 4,600,000-            정부 및 지자체 연구수익 20,000,000

정부 및 지자체 연구수익(증액) 30,000,000

정부 연구수익(감액) (4,600,000)

소 계 45,400,000

126,430,000             156,430,000 30,000,000-           기업체 연구수익 50,000,000

기관 및 단체 연구수익 50,000,000

기업체 연구수익(증액) 56,430,000

기관 연구수익(감액) (30,000,000)

소 계 126,43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수탁교육 및 인력양성사업 등 5,000,000

수탁교육 및 인력양성사업 등(감액) (5,000,000)

1,000                  1,000

1,000                   1,000                과목존치 1,000

1,000 1,000-                

300,000,000            300,000,000

300,000,000             300,000,000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임대료

- 월25,000천원*12월
300,000,000

2,603,000              2,003,000 600,000              

2,603,000               2,003,000 600,000              학교기업(제빵) 1,000

학교기업(향장) 2,000

샌드위치패널 기술이전비(2건) 2,000,000

산업체 자문료 600,000

소 계 2,603,000

8,759,002,000           8,989,377,000 230,375,000-          

105,241,000            105,241,000

105,240,000             105,240,000 정부 및 지자체 연구수익 10,000,000

정부연구수익(증액) 95,240,000

소 계 105,240,000

1,000                   1,000 과목존치 1,000                나.산업체연구수익

        2)지원금수익현금유입액

            (1)연구수익

                가.정부연구수익

                가.설비자산사용료수익

                나.임대료수익

            (5)기타산학협력수익

                가.기타산학협력수익

                가.교육운영수익

            (3)기술이전수익

                가.지식재산권이전수익

                나.노하우이전수익

            (4)설비자산사용료수익

                나.산업체연구수익

            (2)교육운영수익

증감(A-B) 산출근거

당기 2020년 03월 01일부터 2021년 02월 28일까지

                가.정부연구수익

2020회계연도 최종(3차)추가경정 예산서(현금예산서)

금 액

Ⅰ.현금유입액

    1.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1)산학협력수익현금유입액

            (1)연구수익

과    목 2020회계연도

최종추경예산(A)

2020회계연도

2차추경예산(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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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관 항 목
증감(A-B) 산출근거

당기 2020년 03월 01일부터 2021년 02월 28일까지

2020회계연도 최종(3차)추가경정 예산서(현금예산서)

금 액
과    목 2020회계연도

최종추경예산(A)

2020회계연도

2차추경예산(B)

7,356,211,000          7,340,211,000 16,000,000           

7,356,211,000           7,340,211,000 16,000,000           지원금 교육운영수익 1,000

(LINC+)사회맞춤형육성사업 지원금 1,476,529,000

(혁신1유형)전문대학혁신사업 지원금 3,285,100,000

(혁신3유형)전문대학혁신사업 지원금 950,000,000

(혁신1유형)전문대학혁신사업 지원금(증액) 995,900,000

(LINC+)사회맞춤형육성사업 지원금(증액) 210,681,000

(혁신4유형)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 지원금 422,000,000

(혁신4유형)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 지원금(증액) 16,000,000

소 계 7,356,211,000

1,297,550,000          1,543,925,000 246,375,000-          

1,297,550,000           1,543,925,000 246,375,000-          구리사랑어린이집 382,000,000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400,300,000

양주시 무한돌봄행복센터 지원금 230,000,000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금(경기도) 15,000,000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금(의정부시) 35,000,000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금(중기부) 44,000,000

작은도서관 공동체활동 지원금 250,000,000

창업보육센터 청년몰 지원금 140,000,000

가구융복합디자인지원사업 7,125,000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추가분 8,000,000

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특화프로그램 사업(경기도) 9,500,000

창업보육센터 청년몰 지원금 추가분 3,000,000

창업보육센터 온라인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사업 20,000,000

가구융복합디자인지원사업 (7,125,000)

작은도서관 공동체활동 지원금(감액) (250,000,000)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지원금(증액) 9,400,000

양주시 무한돌봄행복센터 지원금(증액) 1,350,000

소 계 1,297,550,000

379,607,000             380,320,000 713,000-              

10,621,000             10,559,000 62,000              

10,620,000              10,308,000 312,000              정부/산업체연구수익 간접비 6,000,000

정부/산업체연구수익 간접비(증액) 4,308,000

산업체연구수익 간접비(증액) 312,000

소 계 10,620,000

            (1)산학협력수익

                가.산학협력연구수익

        3)간접비수익현금유입액

                가.기타지원금수익

            (3)기타지원금수익

            (2)교육운영수익

                가.교육운영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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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관 항 목
증감(A-B) 산출근거

당기 2020년 03월 01일부터 2021년 02월 28일까지

2020회계연도 최종(3차)추가경정 예산서(현금예산서)

금 액
과    목 2020회계연도

최종추경예산(A)

2020회계연도

2차추경예산(B)

250,000 250,000-              교육운영수익 간접비 250,000

교육운영수익 간접비(감액) (250,000)

1,000                   1,000 기타산학협력연구수익 간접비 1,000

368,986,000            369,761,000           775,000-             

4,760,000               5,535,000 775,000-              정부/산업체연구수익 간접비 775,000

정부연구수익 간접비(증액) 4,760,000

산업체연구수익 간접비(감액) (775,000)

소 계 4,760,000

363,850,000             363,850,000 교육운영수익 간접비 50,000

(LINC+)사회맞춤형육성사업 지원금 간접비 73,550,000

(혁신1유형)전문대학혁신사업 지원금 간접비 172,900,000

(혁신3유형)전문대학혁신사업 지원금 간접비 50,000,000

(혁신1유형)전문대학혁신사업 지원금 간접비(증액) 52,100,000

(LINC+)사회맞춤형육성사업 지원금 간접비(증액) 15,250,000

소 계 363,850,000

376,000                 376,000 기타지원금수익 간접비 1,000

기타지원금수익 간접비(증액) 375,000

소 계 376,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창업보육센터 기부금 36,000,000

창업보육센터 기부금(목 변경) (3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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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20,000              14,820,000

14,820,000             14,820,000

4,120,000               4,120,000 이자수익 2,100,000

학교기업(제빵)이자수익 10,000

학교기업(향장)이자수익 10,000

이자수익(증액) 2,000,000

소 계 4,120,000

10,700,000              10,700,000 입주업체 임대료 지연 가산금 2,000,000

기타운영외 수익 - 포인트외 200,000

(혁신3유형)평생직업교육과정 수강료 8,500,000

                나.배당금수익

                다.전기오류수정이익

                라.기타운영외수익

        5)운영외수익현금유입액

            (1)운영외수익

                가.이자수익

            (2)기부금수익

                가.일반기부금

                나.지정기부금

        4)전입및기부금수익현금유입액

                다.기타지원금수익

            (2)지원금수익

                가.연구수익

                나.교육운영수익

                나.교육운영수익

                다.기타산학협력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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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관 항 목
증감(A-B) 산출근거

당기 2020년 03월 01일부터 2021년 02월 28일까지

2020회계연도 최종(3차)추가경정 예산서(현금예산서)

금 액
과    목 2020회계연도

최종추경예산(A)

2020회계연도

2차추경예산(B)

소 계 10,7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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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38,138,207          10,522,412,207 284,274,000-          

5,468,522,286           6,452,561,536 984,039,250-          

171,834,000             211,433,000 39,599,000-           

171,832,000            206,431,000 34,599,000-           

124,763,000             116,893,000 7,870,000            정부연구수익 8,000,000

정부연구수익(증액) 33,138,000

산업체연구수익 40,000,000

산업체연구수익(증액) 35,755,000

산업체연구수익(증액) 7,870,000

소 계 124,763,000

1,000 1,000-                정부연구수익 학생인건비 1,000

정부연구수익 학생인건비(감액) (1,000)

25,792,000              33,999,000 8,207,000-            정부연구수익 연구장비재료비 3,999,000

산업체연구수익 연구장비재료비 20,000,000

산업체연구수익 연구장비재료비(증액) 10,000,000

정부/산업체연구수익 연구장비재료비(감액) (8,207,000)

소 계 25,792,000

6,238,000               30,177,000 23,939,000-           정부연구수익 연구활동비 4,000,000

정부연구수익 연구활동비(증액) 3,502,000

산업체연구수익 연구활동비 20,000,000

산업체연구수익 연구활동비(증액) 2,675,000

산업체연구수익 연구활동비(감액) (23,939,000)

소 계 6,238,000

15,039,000              20,360,000 5,321,000-            정부연구수익 연구과제추진비 4,000,000

정부연구수익 연구과제추진비(증액) 1,360,000

산업체연구수익 연구과제추진비 15,000,000

산업체연구수익 연구과제추진비(감액) (5,321,000)

소 계 15,039,000

                마.연구과제추진비

                다.연구장비#재료비

                라.연구활동비

                가.인건비

                나.학생인건비

        2)기본금조달

            (1)출연기본금증가

Ⅱ.현금유출액

    1.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산학협력비현금유출액

            (1)산학협력연구비

    3.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1)부채의차입

            (1)임대보증금증가

            (2)기타비유동부채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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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관 항 목
증감(A-B) 산출근거

당기 2020년 03월 01일부터 2021년 02월 28일까지

2020회계연도 최종(3차)추가경정 예산서(현금예산서)

금 액
과    목 2020회계연도

최종추경예산(A)

2020회계연도

2차추경예산(B)

1,000 1,000-                산학협력 연구수당 1,000

산학협력 연구수당(감액) (1,000)

5,000,000 5,000,000-            산업체연구수익 위탁연구개발비 5,000,000

산업체연구수익 위탁연구개발비(감액) (5,000,000)

5,000,000 5,000,000-            

2,000,000 2,000,000-            교육운영수익 인건비 2,000,000

교육운영수익 인건비(감액) (2,000,000)

1,000,000 1,000,000-            교육과정개발비 1,000,000

교육과정개발비(감액) (1,000,000)

1,000,000 1,000,000-            실험실습비 1,000,000

실험실습비(감액) (1,000,000)

1,000,000 1,000,000-            기타교육운영비 1,000,000

기타교육운영비(감액) (1,000,000)

1,000                  1,000

1,000                   1,000 과목존치 1,000

1,000                  1,000

1,000                   1,000 과목존치 1,000

4,418,354,266           5,348,224,536 929,870,270-          

124,741,000            124,741,000

57,200,000              57,200,000 정부연구수익 인건비 3,500,000

정부연구수익 인건비(증액) 34,200,000

한국연구재단 인건비 19,500,000

소 계 57,200,000

500,000                 500,000 정부연구수익 학생인건비 500,000

36,330,000              36,330,000 정부연구수익 연구장비 재료비 2,000,000

정부연구수익 연구장비 재료비(증액) 34,330,000

소 계 36,330,000

18,710,000              18,710,000 정부연구수익 연구활동비 2,000,000

정부연구수익 연구과제추진비(목 통합) 2,000,000

정부연구수익 연구활동비(증액) 15,710,000

정부연구수익 연구활동비(감액) (1,000,000)

                나.학생인건비

                다.연구장비#재료비

                라.연구활동비

                가.기타산학협력비

        2)지원금사업비현금유출액

            (1)연구비

                가.인건비

            (3)지식재산권비용

                가.지식재산권실시#양도비

                나.산학협력보상금

            (4)학교시설사용료

                가.학교시설사용료

            (5)기타산학협력비

                다.장학금

                라.실험실습비

                마.기타교육운영비

                사.위탁연구개발비

            (2)교육운영비

                가.인건비

                나.교육과정개발비

                바.연구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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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관 항 목
증감(A-B) 산출근거

당기 2020년 03월 01일부터 2021년 02월 28일까지

2020회계연도 최종(3차)추가경정 예산서(현금예산서)

금 액
과    목 2020회계연도

최종추경예산(A)

2020회계연도

2차추경예산(B)

소 계 18,710,000

정부연구수익 연구과제추진비 2,000,000

정부연구수익 연구과제추진비(목 변경) (2,000,000)

12,001,000              12,001,000 과목존치 1,000

연구수당 11,000,000

연구수당(증액) 1,000,000

소 계 12,001,000

3,015,013,266          3,699,558,536 684,545,270-          

1,031,542,657           1,167,600,578 136,057,921-          (LINC+)사회맞춤형사업 직원 인건비 97,960,000

(LINC+)사회맞춤형사업 산업체전문 강사료 45,495,000

(혁신1유형)교육과정 및 프로그램개발 인건비 359,820,000

(혁신1유형)전문대학혁신사업 인건비 439,160,000

(혁신1유형)기타사업운영 인건비 16,280,000

(LINC+)사회맞춤형사업 인건비(이월) 3,500,000

(혁신1유형)AHA사업 인건비(감액) (214,440,382)

(혁신3유형)AHA+사업 인건비 246,556,480

(LINC+)사회맞춤형사업 인건비(증액) 68,814,480

(혁신1유형)AHA사업 인건비(증액) 125,745,000

(LINC+)사회맞춤형사업 인건비(감액) (21,290,000)

(혁신1유형)AHA사업 인건비(감액) (34,053,641)

(혁신3유형)AHA+사업 인건비(감액) (102,004,280)

소 계 1,031,542,657

113,628,705             276,859,155 163,230,450-          교육과정개발비 1,000

(LINC+)사회맞춤형사업 교육과정개발비 36,950,000

(LINC+)사회맞춤형사업 현장실무교재개발비 30,230,000

(LINC+)사회맞춤형사업 교육과정.교재평가비 7,310,000

(혁신1유형)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비 44,000,000

(LINC+)사회맞춤형사업 교육과정개발비(이월) 375,000

(혁신1유형)AHA사업 교육과정개발비(감액) (17,000,000)

(혁신3유형)AHA+사업 교육과정개발비 195,690,000

(LINC+)사회맞춤형사업 교육과정개발비(감액) (21,632,300)

(혁신1유형)AHA사업 교육과정개발비(감액) (15,000,000)

(LINC+)사회맞춤형사업 교육과정개발비(감액) (4,064,545)

(혁신4유형)비대면지원KIND사업 교육과정개발비 20,000,000

                나.교육과정개발비

                가.인건비

                바.연구수당

                사.위탁연구개발비

            (2)교육운영비

                마.연구과제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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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관 항 목
증감(A-B) 산출근거

당기 2020년 03월 01일부터 2021년 02월 28일까지

2020회계연도 최종(3차)추가경정 예산서(현금예산서)

금 액
과    목 2020회계연도

최종추경예산(A)

2020회계연도

2차추경예산(B)

(혁신1유형)AHA사업 교육과정개발비(증액) 6,100,000

(혁신3유형)AHA+사업 교육과정개발비(감액) (163,840,000)

(혁신4유형)비대면지원KIND사업 교육과정개발비(감액) (8,000,000)

(LINC+)사회맞춤형사업 교육과정개발비(증액) 2,509,550

소 계 113,628,705

1,000                   1,000 장학금 1,000

634,295,434             769,972,450 135,677,016-          (LINC+)사회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37,980,000

(혁신1유형)교육과정 및 프로그램개발 실습비 392,000,000

(LINC+)사회맞춤형사업 실험실습비(이월) 9,082,000

(혁신1유형)AHA사업 실험실습비(증액) 246,425,000

(혁신3유형)AHA+사업 실험실습비 98,476,270

(LINC+)사회맞춤형사업 실험실습비(증액) 24,254,680

(혁신1유형)AHA사업 실험실습비(감액) (36,525,000)

(LINC+)사회맞춤형사업 실험실습비(감액) (1,720,500)

(혁신1유형)AHA사업 실험실습비(감액) (101,222,526)

(혁신3유형)AHA+사업 실험실습비(감액) (35,300,440)

(LINC+)사회맞춤형사업 실험실습비(증액) 845,950

소 계 634,295,434

1,235,545,470           1,485,125,353 249,579,883-          (LINC+)사회맞춤형사업 실습환경구축비 193,556,000

(LINC+)사회맞춤형 학생진로/경력개발/취업지원사업 80,462,000

(LINC+)사회맞춤형 현장실습지원 및 운영비 168,590,000

(LINC+)사회맞춤형 교원직무역량강화사업 9,400,000

(LINC+)사회맞춤형 취업약정기업체 발굴.협력활동비 10,080,000

(LINC+)사회맞춤형 학과별협의체 운영비 12,830,000

(LINC+)사회맞춤형 산학협력활성비 7,000,000

(LINC+)사회맞춤형 성과확산홍보비 59,500,000

(LINC+)사회맞춤형 공통프로그램 운영비 41,940,000

(LINC+)사회맞춤형 교직원연수지원비 5,000,000

(LINC+)사회맞춤형 사업단운영비 57,371,000

(혁신1유형)교육환경개선 기타교육운영비 367,000,000

(혁신1유형)교육과정 및 프로그램개발 교육운영비 756,308,000

(혁신1유형)기타사업 기타교육운영비 254,802,000

(LINC+)사회맞춤형사업 기타교육운영비(이월) 46,253,000

(LINC+)사회맞춤형사업 시설비(이월) 22,940,000

(혁신1유형)AHA사업 기타교육운영비(감액) (397,172,436)

                마.기타교육운영비

                다.장학금

                라.실험실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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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관 항 목
증감(A-B) 산출근거

당기 2020년 03월 01일부터 2021년 02월 28일까지

2020회계연도 최종(3차)추가경정 예산서(현금예산서)

금 액
과    목 2020회계연도

최종추경예산(A)

2020회계연도

2차추경예산(B)

(혁신3유형)AHA+사업 기타교육운영비 79,900,150

(LINC+)사회맞춤형사업 기타교육운영비(감액) (204,043,353)

(혁신1유형)AHA사업 기타교육운영비(감액) (12,368,716)

(LINC+)사회맞춤형사업 기타교육운영비(감액) (132,622,292)

(혁신4유형)비대면지원KIND사업 기타교육운영비 58,400,000

(혁신1유형)AHA사업 기타교육운영비(감액) (202,293,959)

(혁신3유형)AHA+사업 기타교육운영비(감액) (6,178,650)

(혁신4유형)비대면지원KIND사업 기타교육운영비(감액) (23,000,000)

(LINC+)사회맞춤형사업 기타교육운영비(감액) (18,107,274)

소 계 1,235,545,470

1,278,600,000          1,523,925,000 245,325,000-          

1,278,600,000           1,523,925,000 245,325,000-          구리사랑어린이집 382,000,000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400,300,000

양주시 무한돌봄행복센터 230,000,000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금(경기도) 15,000,000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금(의정부시) 35,000,000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금(중기부) 44,000,000

창업보육센터 청년몰 지원금 140,000,000

작은도서관 공동체활동 지원금 250,000,000

가구융복합디자인지원사업 7,125,000

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특화프로그램 사업(경기도) 9,500,000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가분 8,000,000

창업보육센터 청년몰 지원금 추가분 3,000,000

가구융복합디자인지원사업 (7,125,000)

작은도서관 공동체활동 지원금(감액) (250,000,000)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증액) 9,400,000

창업보육센터 온라인공동활용 화상회의실 S/W라이센스 1,050,000

양주시 무한돌봄행복센터(증액) 1,350,000

소 계 1,278,600,000

252,930,020             268,200,000 15,269,980-           

4,000,000              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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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00,000             41,400,000 15,000,000-           

26,400,000              41,400,000 15,000,000-           사업기획 운영비(운영위원회경비등) 12,000,000

            (1)인력지원비

                가.인건비

                나.연구개발능률성과급

            (2)연구지원비

                가.기관공통지원경비

        3)간접비사업비현금유출액

                가.기타지원금사업비

            (3)기타지원금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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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관 항 목
증감(A-B) 산출근거

당기 2020년 03월 01일부터 2021년 02월 28일까지

2020회계연도 최종(3차)추가경정 예산서(현금예산서)

금 액
과    목 2020회계연도

최종추경예산(A)

2020회계연도

2차추경예산(B)

연구관리수당(월200,000*12월) 2,400,000

위탁기관 관리 운영비(워크숍 등) 7,000,000

교육 및 세미나 참가비(출장비포함) 8,000,000

산학협력단 협의회 연회비등 2,000,000

회계감사 및 각종수수료(세무조정등) 7,000,000

회계프로그램 사용 및 서버보안비 3,000,000

사업기획 운영비(감액) (8,500,000)

교육 및 세미나 참가비(감액) (6,500,000)

소 계 26,4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교수연구 지식재산권 출원 등 6,000,000

216,530,020            216,800,000 269,980-              

216,530,020             216,800,000 269,980-              공모사업 선정 포상금 3,000,000

(LINC+)사회맞춤형육성사업 간접비 63,550,000

(혁신1유형)전문대학혁신사업 간접비 172,900,000

(혁신3유형)전문대학혁신사업 간접비 50,000,000

(혁신1유형)전문대학혁신사업 간접비(증액) 52,100,000

(LINC+)사회맞춤형사업 간접비(증액) 25,250,000

(혁신1유형)전문대학혁신사업 간접비(감액) (150,000,000)

(혁신1유형)AHA사업 간접비(감액) (269,980)

소 계 216,530,020

130,404,000             129,704,000 700,000              

130,404,000            129,704,000 700,000              

130,404,000             129,704,000 700,000              외부위탁기관 제경비 52,000,000

창업보육센터 방범료 6,336,000

창업보육센터 청소 용역비 31,000,000

창업보육센터 세무대리 수수료 2,640,000

창업보육센터 컬러복합기 렌탈료 1,980,000

창업보육센터 인터넷 사용료 4,488,000

창업보육센터 정수기 관리비 2,580,000

창업보육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료 840,000

창업보육센터 지역자원시설세 7,000,000

창업보육센터 제경비(입주기업 지원 등) 10,000,000

        4)일반관리비현금유출액

            (1)일반관리비

                가.인건비

                나.일반제경비

                가.기타지원비

            (3)성과활용지원비

                가.과학문화활동비

                나.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4)기타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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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관 항 목
증감(A-B) 산출근거

당기 2020년 03월 01일부터 2021년 02월 28일까지

2020회계연도 최종(3차)추가경정 예산서(현금예산서)

금 액
과    목 2020회계연도

최종추경예산(A)

2020회계연도

2차추경예산(B)

창업동아리 지원경비 3,000,000

학교기업(제빵)제경비 120,000

학교기업(향장)제경비 20,000

창업보육센터 시설공사비 50,000,000

창업보육센터 시설공사비(목 변경) (42,300,000)

창업보육센터 세무대리 수수료(증액) 700,000

소 계 130,404,000

95,000,000              95,000,000

95,000,000             95,000,000

95,000,000              95,000,000 작은도서관 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잔액 반납 2,500,000

외부사업 잔액 반납 외 84,000,000

(혁신3유형)평생직업교육과정 장학금 8,500,000

소 계 95,000,000

400,000,000             400,000,000

400,000,000            400,000,000

400,000,000             400,000,000 학교회계전출금 100,000,000

학교회계전출금(증액) 300,000,000

소 계 400,000,000

4,745,615,921           4,045,850,671 699,765,250          

4,745,614,921           4,045,849,671 699,765,250          

2,091,364,440          1,930,370,850 160,993,590          (혁신1유형)AHA사업 교육환경개선비 1,372,713,098

(혁신3유형)AHA+사업 교육환경개선비 98,030,000

(LINC+)사회맞춤형사업 실습환경 구축비 234,886,135

창업보육센터 시설공사비 75,300,000

(혁신1유형)AHA사업 교육환경개선비(감액) (322,713,098)

(LINC+)사회맞춤형사업 실습환경 구축비(증액) 251,154,715

(혁신4유형)비대면지원KIND사업 AI및VR-AR실습실 구축 221,000,000

(혁신1유형)AHA사업 교육환경개선비(증액) 98,525,390

(혁신3유형)AHA+사업 교육환경개선비(증액) 100,468,200

(혁신4유형)비대면지원KIND사업 AI및VR-AR실습실 구축(감액) (46,000,000)

        2)유형자산취득지출

            (1)토지취득

            (2)건물취득

    2.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6)학교회계전출금현금유출액

            (1)학교회계전출금

                가.학교회계전출금

        5)운영외비용현금유출액

            (1)운영외비용

                가.전기오류수정손실

                나.기타운영외비용

                다.퇴직급여

                라.지급수수료

                마.세금과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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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관 항 목
증감(A-B) 산출근거

당기 2020년 03월 01일부터 2021년 02월 28일까지

2020회계연도 최종(3차)추가경정 예산서(현금예산서)

금 액
과    목 2020회계연도

최종추경예산(A)

2020회계연도

2차추경예산(B)

창업보육센터 온라인공동활용 화상회의실 부스 공사 8,000,000

소 계 2,091,364,440

2,236,180,741          1,668,521,375 567,659,366          교수연구 기계기구 매입 5,000,000

(LINC+)사회맞춤형육성사업 직접비 434,050,000

(LINC+)사회맞춤형육성사업 간접비 6,000,000

(LINC+)사회맞춤형육성사업 교육환경 구축비 85,270,000

(혁신1유형)교육환경개선 기계기구 매입 139,200,000

(혁신1유형)혁신사업 기계기구 매입 513,000,000

(LINC+)사회맞춤형사업 기계기구 매입(이월) 42,868,000

창업보육센터 기계기구 매입 8,000,000

(혁신1유형)AHA사업 기계기구 매입(감액) (40,938,280)

(혁신3유형)AHA+사업 기계기구 매입 155,570,000

(LINC+)사회맞춤형사업 기계기구 매입(증액) 22,184,865

(혁신1유형)AHA사업 기계기구 매입(증액) 228,663,098

(LINC+)사회맞춤형사업 기계기구 매입(감액) (72,946,308)

(혁신4유형)비대면지원KIND사업 기계기구 매입 122,600,000

창업보육센터 온라인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기계기구 매입 20,000,000

(혁신1유형)AHA사업 기계기구 매입(증액) 249,893,122

(혁신3유형)AHA+사업 기계기구 매입(증액) 211,564,470

(혁신4유형)비대면지원KIND사업 기계기구 매입(증액) 93,000,000

(LINC+)사회맞춤형사업 기계기구 매입(증액) 22,251,774

창업보육센터 온라인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기계기구(감액) (9,050,000)

소 계 2,236,180,741

418,069,740            446,957,446 28,887,706-           교수연구 집기비품 매입 2,000,000

(LINC+)사회맞춤형육성사업 직접비 40,455,000

(LINC+)사회맞춤형육성사업 간접비 4,000,000

(LINC+)사회맞춤형육성사업 교육환경기반구축비 15,100,000

(혁신1유형)교육환경개선 집기비품 매입 3,530,000

(LINC+)사회맞춤형사업 집기비품 매입(이월) 16,642,000

창업보육센터 집기비품 매입 8,000,000

(혁신1유형)교육환경개선 집기비품 매입(증액) 46,313,000

(혁신3유형)AHA+사업 교육환경개선 집기비품 매입 75,777,100

(LINC+)사회맞춤형사업 집기비품 매입(증액) 64,452,700

창업보육센터 집기비품 매입(증액) 7,000,000

            (5)집기비품취득

            (3)구축물취득

            (4)기계기구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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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관 항 목
증감(A-B) 산출근거

당기 2020년 03월 01일부터 2021년 02월 28일까지

2020회계연도 최종(3차)추가경정 예산서(현금예산서)

금 액
과    목 2020회계연도

최종추경예산(A)

2020회계연도

2차추경예산(B)

(혁신1유형)AHA사업 집기비품 매입(증액) 182,198,716

(LINC+)사회맞춤형사업 집기비품 매입(감액) (18,511,070)

(혁신1유형)AHA사업 집기비품 매입(감액) (16,678,406)

(혁신3유형)AHA+사업 교육환경개선 집기비품 매입(감액) (4,709,300)

(LINC+)사회맞춤형사업 집기비품 매입(감액) (7,500,000)

소 계 418,069,740

1,000                   1,000

1,000                  1,000 상표등록수수료 1,000

24,000,000              24,000,000

24,000,000              2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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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8,275,207-             -552,461,207

1,129,335,159           1,129,335,159

591,059,952             576,873,952

        2)기본금반환

            (1)출연기본금감소

Ⅲ.현금의증감

Ⅳ.기초의현금

Ⅴ.기말의현금

    3.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부채의상환

            (1)임대보증금감소

            (2)기타비유동부채감소

            (3)기타무형자산취득

        3)무형자산취득지출

            (1)지식재산권취득

            (2)개발비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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