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수익  국가 2017강릉문학관건립 및 문학공원 조성사업 연구용역     34,975,940     34,975,940

 연구수익  국가 북아현 공공이사 프로젝트      9,400,000      9,400,000

 연구수익  국가 평창문화올림픽 의미 및 성과분석 연구용역     28,393,729     46,524,919

 연구수익  기타 2016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용역     38,939,156     25,940,896

 연구수익  기타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발전방안 연구용역     52,553,850     52,553,850

 합계  164,262,675  169,395,605

[별지 제4호의1서식]

※ 기재상의 주의

 1. 과목은 운영계산서에 기재한 과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교부처는 산업체, 국가, 지자체, 기타로 금액의 중요성에 따라 보고한다.

    - 민간재단 · 협회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일 경우에는 기타로 기재한다.

 3. 내역은 지원금 사업명을 간략히 기재한다.

 4. 각 대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산학협력연구 및 교육운영 수익명세서

(단위:원)

과목 교부처 내역 금액
당기현금

수령액
비고



 연구수익  국가
(중견연구자연구지원사업) 프로그램음악 · 중간음악 · 절

대음악
     6,051,794      8,150,600

 연구수익  국가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표절금지곡에서 왜색판정에 대

한 음악적 연구 : 비공개 심의원본자료를 중심으로
     6,500,000     13,000,000

 합계    12,551,794    21,150,600

[별지 제4호의3서식]

지원금수익명세서

(단위:원)

과목 교부처 내역 금액
당기현금

수령액

 4. 각 대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비고

※ 기재상의 주의

 1. 과목은 운영계산서에 기재한 과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교부처는 산업체, 국가, 지자체, 기타로 금액의 중요성에 따라 보고한다.

    - 민간재단 · 협회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일 경우에는 기타로 기재한다.

 3. 내역은 지원금 사업명을 간략히 기재한다.



 국가 2017강릉문학관건립 및 문학공원 조성사업 연구용역       1,748,819

 국가  북아현 공공이사 프로젝트          600,000

 국가  평창문화올림픽 의미 및 성과분석 연구용역       1,038,718

 기타  2016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용역       1,263,650

 기타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발전방안 연구용역       1,718,877

 국가 (중견연구자연구지원사업) 프로그램음악 · 중간음악 · 절대음악          380,000

 국가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표절금지곡에서 왜색판정에 대한 음악

적 연구 : 비공개 심의원본자료를 중심으로
      1,000,000

 합계       7,750,064

 3. 내역은 지원금 사업명을 간략히 기재한다.

 4. 각 대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간접비수익명세서

(단위:원)

과목 교부처 내역 금액 비고

    - 민간재단 · 협회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일 경우에는 기타로 기재한다.

[별지 제4호의5서식]

※ 기재상의 주의

 1. 과목은 운영계산서에 기재한 과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교부처는 산업체, 국가, 지자체, 기타로 금액의 중요성에 따라 기재한다.

 산학협력

수익

 지원금

수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