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수익  국가
2020 경기도 아동청소년 문화공연 공간 운영활성화

연구
    15,783,728     15,783,728

 연구수익  국가
2020 익산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및 금마고도지역 도

시재생 활성화 계획 문화영향평가 연구
    50,945,428     50,945,428

 합계    66,729,156    66,729,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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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의1서식]

산학협력연구 및 교육운영 수익명세서(합산)

(단위:원)

과목 교부처 내역 금액
당기현금

수령액
비고



 연구수익  국가
(중견연구자연구지원사업) 프로그램음악 · 중간음

악 · 절대음악
     3,536,000                  -

 합계      3,536,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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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의3서식]

지원금 수익명세서(합산)

(단위:원)

과목 교부처 내역 금액
당기현금

수령액
비고



 국가 2020 경기도 아동청소년 문화공연 공간 운영활성화 연구          934,454

 국가
2020 익산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및 금마고도지역 도시재

생 활성화 계획 문화영향평가 연구
      3,056,726

 지원금

수익

 합계       3,99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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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

수익

※ 기재상의 주의

 1. 과목은 운영계산서에 기재한 과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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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재단 · 협회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일 경우에는 기타로 기재한다.

 3. 내역은 지원금 사업명을 간략히 기재한다.

[별지 제4호의5서식]

간접비 수익명세서(합산)

(단위:원)

과목 교부처 내역 금액 비고



(단위:원)

기초잔액 당기증가액 당기감소액 기말잔액

 기계기구  1,233,826     115,316      246,765               -       362,081       871,745

 집기비품  657,300  43,820  131,460  -       175,280       482,020

 소계  1,891,126     159,136      378,225               -       537,361     1,353,765

               -

 소계              -              -               -               -                -                -

 1,891,126     159,136      378,225               -       537,361     1,353,765

 유형

자산

 무형

자산

 합계

[별지 제4호의6서식]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 명세서(합산)

구분 과목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가액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