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회계연도

현금예산서
부산외국어대학교산학협력단

2018회계연도 현금예산총칙

제 1 조 2018회계연도 부산외국어대학교산학협력단 현금유입액 \4,607,550,000원, 기초의자금은 \3,391,546,694원,
현금유출액은5,356,901,000 \원, 기말의자금은 \2,642,195,694원으로 한다.
제 2 조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다.
가. 산업체, 연구소, 정부 및 정부출연기관, 지자체간의 연계로 산학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식 · 기술혁신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 강화
나.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맞는 교육혁신과 신산학협력체제로의 개편등을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
다. 산학협력계약 체결 · 이행하는 산학협력 관련 재정지원사업 중앙관리 체계 강화

제 3 조 예산의 산출내역 단위는 천원 단위로 절상한다.
제 4 조 수입 · 지출의 상세한 내용은 현금예산서와 같다.
제 5 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각 사업이 적시 · 적기에 집행되도록 관리체체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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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별일람표

2018회계연도 현금예산 관별 일람표

[1]현금유입액

[단위:천원] [2]현금지출액

2018회계연도
관 별
Ⅰ.현금의 유입액
1.운영활동현금유입

2017회계연도

2018회계연도

금액

현금유입
대비

금액

현금유입
대비

증감액

4,607,550

100%

5,677,926

100%

△1,070,376

관 별
Ⅱ.현금의 유출액

4,607,550

100%

5,677,926

100%

855,500

18.6%

796,300

17.3%

지원금수익

3,318,250

72.0%

4,345,926

94.3%

△1,027,676

간접비수익

423,800

9.2%

525,700

11.4%

△101,900

운영외수익

10,000

0.2%

10,000

0.2%

산학협력수익

[단위:천원]

△1,070,376
59,200

1.운영활동현금유출

△668,693

△80,658

기초의현금

3,391,547

4,060,240

△668,693

기말의현금

2,642,196

3,391,547

△749,351

2

현금유출
대비

금액

현금유출
대비

증감액

5,356,901

100%

6,346,619

100%

△989,718

80.8%

5,186,619

81.7%

846,000

15.8%

787,500

12.4%

지원금사업비

2,993,000

55.9%

3,461,619

54.5%

간접비사업비

326,901

6.1%

326,500

5.1%

일반관리비

11,000

0.2%

11,000

0.2%

운영외비용

50,000

0.9%

100,000

1.6%

△50,000

100,000

1.9%

500,000

7.9%

△400,000

학교회계전출금

△749,351

금액

4,326,901

산학협력비

현금의증감(유입-유출)

2017회계연도

△859,718
58,500
△468,619
401

2.투자활동현금유출

1,030,000

19.2%

1,160,000

18.3%

△130,000

유형자산취득지출

1,010,000

18.9%

1,140,000

18.0%

△130,000

무형자산취득지출

20,000

0.4%

20,000

0.3%

2018회계연도

현금예산서
부산외국어대학교산학협력단

2018회계연도 현금예산서
(2018년 03월 01일부터 2019년 02월 28일까지)

부산외국어대학교산학협력단

[단위:원]
과

관

목

항

목

Ⅰ.현금유입액

2018회계연도

2017회계연도

(당기)

(전기)

증감액

산출근거

4,607,550,000

5,677,926,000

△1,070,376,000

4,607,550,000

5,677,926,000

△1,070,376,000

855,500,000

796,300,000

2)지원금수익현금유입액

3,318,250,000

4,345,926,000

△1,027,676,000

3)간접비수익현금유입액

423,800,000

525,700,000

△101,900,000

4)운영외수익현금유입액

10,000,000

10,000,000

5,356,901,000

6,346,619,000

△989,718,000

4,326,901,000

5,186,619,000

△859,718,000

846,000,000

787,500,000

2)지원금사업비현금유출액

2,993,000,000

3,461,619,000

3)간접비사업비현금유출액

326,901,000

326,500,000

4)일반관리비현금유출액

11,000,000

11,000,000

5)운영외비용현금유출액

50,000,000

100,000,000

△50,000,000

100,000,000

500,000,000

△400,000,000

1,030,000,000

1,160,000,000

△130,000,000

1,010,000,000

1,140,000,000

△130,000,000

1.운영활동현금유입
1)산학협력수익현금유입액

Ⅱ.현금유출액
1.운영활동현금유출
1)산학협력비현금유출액

6)학교회계전출금현금유출액
2.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유형자산취득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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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00,000

58,500,000
△468,619,000
401,000

비목별명세서참조

부산외국어대학교산학협력단

[단위:원]
과

관

항

목
목
2)무형자산취득지출

2018회계연도

2017회계연도

(당기)

(전기)

20,000,000

증감액

20,000,000

Ⅲ.현금의증감

△749,351,000

△668,693,000

△80,658,000

Ⅳ.기초의현금

3,391,546,694

4,060,239,694

△668,693,000

Ⅴ.기말의현금

2,642,195,694

3,391,546,694

△749,351,000

4

산출근거

비목별명세서

비목별명세서
( 2018년 03월 01일부터 2019년 02월 28일까지)

부산외국어대학교산학협력단
과
관

[단위:원]
목

항

목-세

Ⅰ.현금유입액
1.운영활동현금유입액
1)산학협력수익현금유입액
(1)연구수익
가.정부연구수익
나.산업체연구수익
(2)교육운영수익
가.교육운영수익
(3)기술이전수익
가.지식재산권이전수익
(4)설비자산사용료수익
가.설비자산사용료수익
(4)기타산학협력수익
가.기타산학협력수익
2)지원금수익현금유입액
(1)연구수익
가.정부연구수익

2018회계연도

2017회계연도

(당기)

(전기)

증감액

4,607,550,000

5,677,926,000

△1,070,376,000

4,607,550,000

5,677,926,000

△1,070,376,000

855,500,000

796,300,000

59,200,000

450,000,000

410,000,000

40,000,000

400,000,000

355,000,000

50,000,000

55,000,000

375,000,000

356,000,000

375,000,000

356,000,000

20,000,000

20,000,000

산출근거

45,000,000 ■ 정부부처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용역 8과제 X 50,000,000
△5,000,000 ■ 산업체 연구용역과제 1과제 X 50,000,000

19,000,000 ■ 정부부처 위탁교육 용역과제 3과제 X 125,000,000

20,000,000

500,000

300,000

200,000

500,000

300,000

200,000 ■ 공용장비 3D프린터 실습장비 사용료 수익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 특허권 기술이전 수익 2건 X 10,000,000

3,318,250,000

4,345,926,000

△1,027,676,000

2,315,250,000

3,250,896,000

△935,646,000

3,230,000,000

50,000,000

19,000,000

20,000,000

2,285,250,000

400,000,000

375,000,000

20,000,000

500,000

△944,750,000 ■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 연구비
□ 인문한국(HK)지원사업

300,000,000

□ 인문한국(HK)+지원사업

300,000,000

□ 과학문화/학제간융합/중견/신진/전문경력인사/시간강사 지원사업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산업전문인력양성)연구과제 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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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00
334,000,000

부산외국어대학교산학협력단
과
관

항

[단위:원]
목
목-세

나.산업체연구수익
(2)교육운영수익
가.교육운영수익

(3)기타지원금수익
가.기타지원금수익
3)간접비수익현금유입액
(1)산학협력수익
가.산학협력연구수익

2018회계연도

2017회계연도

(당기)

(전기)

증감액

산출근거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연구과제 연구비

131,250,000

■ 정부부처 연구과제 연구비

220,000,000

30,000,000

20,896,000

1,000,000,000

1,092,030,000

△92,030,000

1,000,000,000

1,092,030,000

△92,030,000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국비 및 지자체

3,000,000
3,000,000

다.기타산학협력수익

200,000,000

3,000,000

■ 기타지원기관 연구과제 연구비

3,000,000

525,700,000

85,500,000

67,000,000
30,000,000

△101,900,000
18,500,000
15,000,000 ■ 정부부처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용역수익 X 10%

37,500,000

36,000,000

3,000,000

1,000,000

가.지원금연구수익

338,300,000
336,000,000

다.기타지원금수익

2,000,000

2,000,000 ■ 기술이전수익 X 40%

2,000,000

458,700,000

△121,900,000

458,000,000

△122,000,000 ■ 한국연구재단 간접비

500,000

300,000

200,000
10,000,000

(1)운영외수익

10,000,000

10,000,000

가.이자수익

10,000,000

10,000,000

5,356,901,000

6,346,619,000

△989,718,000

4,326,901,000

5,186,619,000

△859,718,000

Ⅱ.현금유출액
1.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86,000,000

□ 인문한국(HK)+지원사업

30,000,000

□ 학제간융합/중견/신진/전문경력인사/시간강사 지원사업

180,000,000

100,000 ■ 기타지원금수익 간접비

■ 은행예금이자 수입

5

1,000,000

□ 인문한국(HK)지원사업

1,500,000 ■ 교과목 강좌개설 연구과제 간접비

10,000,000

4)운영외수익현금유입액

5,000,000
37,500,000

■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과제 간접비
나.지원금교육운영수익

40,000,000

1,500,000 ■ 교육 위탁연구용역수익 X 10%

■ 기타산학협력수익 X 10%
(2)지원금수익

800,000,000

■ 정부부처 교육위탁과제 연구비

■ 산업체 연구용역수익 X 10%
나.산학협력교육운영수익

30,000,000

3,000,000

423,800,000

45,000,000

9,104,000 ■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연구과제 산업체 대응자금

40,000,000
2,000,000
300,000

10,000,000

부산외국어대학교산학협력단
과
관

[단위:원]
목

항

목-세
1)산학협력비현금유출액
(1)산학협력연구비
가.인건비

2018회계연도

2017회계연도

(당기)

(전기)

846,000,000

787,500,000

58,500,000

450,000,000

410,000,000

40,000,000

400,000,000

370,000,000

나.학생인건비

5,000,000

4,000,000

다.연구장비･재료비

1,000,000

100,000

35,000,000

29,000,000

마.연구과제추진비

4,000,000

2,700,000

바.연구수당

5,000,000

4,200,000

라.연구활동비

(2)교육운영비

375,000,000

356,000,000

가.인건비

200,000,000

200,000,000

나.교육과정개발비
다.기타교육과정운영비
(3)지식재산권비용
가.지식재산권실시･양도비
나.산학협력보상금
(4)기타산학협력비
가.기타산학협력비
2)지원금사업비현금유출액
(1)연구비
가.인건비

15,000,000
160,000,000

156,000,000

11,000,000

11,500,000

5,000,000
6,000,000

증감액

30,000,000 ■ 산학협력 연구과제 인건비
1,000,000 ■ 산학협력 연구과제 학생인건비
900,000 ■ 산학협력 연구과제 연구장비재료비
6,000,000 ■ 산학협력 연구과제 연구활동비
1,300,000 ■ 산학협력 연구과제 연구과제추진비
800,000 ■ 산학협력 연구과제 연구수당

■ 산학협력 교육운영수익 연구과제 인건비

■ 기술이전 제비용
△500,000 ■ 기술이전 교직원 보상금

10,000,000

2,993,000,000

3,461,619,000

△468,619,000

2,190,000,000

3,030,000,000

△840,000,000

900,000,000

1,350,000,000

△450,000,000 ■ 한국연구재단 참여인력 인건비

■ 기타산학협력수익 제비용

200,000,000

5,000,000
6,000,000

10,000,000

□ 인문한국(HK)지원사업

400,000,000

□ 학제간융합/ 저술/ 시간강사지원사업

200,000,000
300,000,000

△100,000,000 ■ 한국연구재단 참여인력 인건비

■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국과제 참여인력 인건비
200,000,000

5,000,000

△500,000

10,000,000

160,000,000

4,000,000

160,000,000

□ 인문한국(HK)지원사업 등

다.연구장비･재료비

35,000,000

4,000,000 ■ 산학협력 교육운영수익 연구과제 기타교육운영비

10,000,000

400,000,000

1,000,000

15,000,000

10,000,000

300,000,000

5,000,000

15,000,000 ■ 산학협력 교육운영수익 연구과제 교육과정개발비

■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국과제 참여인력 인건비
나.학생인건비

400,000,000

19,000,000

5,000,000
6,500,000

산출근거

150,000,000
150,000,000

△40,000,000 ■ 한국연구재단
□ 인문한국(HK)지원사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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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0

부산외국어대학교산학협력단
과
관

항

[단위:원]
목
목-세

2018회계연도

2017회계연도

(당기)

(전기)

증감액

산출근거
■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과제 연구장비재료비

라.연구활동비

460,000,000

650,000,000

△190,000,000 ■ 한국연구재단 연구활동비
□ 인문한국(HK)지원사업
□ 학제간융합/ 저술/ 시간강사지원사업
■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과제 연구활동비

마.연구과제추진비

70,000,000

80,000,000

□ 이공계열 일반연구지원사업

300,000,000

350,000,000

100,000,000
160,000,000
200,000,000

△10,000,000 ■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추진비

■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과제 연구과제추진비
바.연구수당

130,000,000

40,000,000
30,000,000

△50,000,000 ■ 한국연구재단 연구수당
□ 인문한국(HK)지원사업등
■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과제 참여인력 인센티브

50,000,000
250,000,000

(2)교육운영비

800,000,000

428,619,000

371,381,000

가.인건비

300,000,000

129,309,000

170,691,000 ■ 지원금 교육운영수익 인건비

나.교육과정개발비

200,000,000

143,000,000

57,000,000 ■ 지원금 교육운영수익 교육과정개발비

200,000,000

다.기타교육운영비

300,000,000

156,310,000

143,690,000 ■ 지원금 교육운영수익 기타교육운영비

300,000,000

(3)기타지원금사업비

3,000,000

3,000,000

가.기타지원금사업비
3)간접비사업비현금유출액

3,000,000

3,000,000

■ 지원금 기타지원금사업 제비용

326,901,000

326,500,000

401,000

(1)인력지원비

245,000,000

244,000,000

1,000,000

가.인건비

215,000,000

214,000,000

1,000,000 ■ 산학협력단 직원 교직원 보수
□ 교직원보수 및 인센티브

나.연구개발능률성과급
(2)연구지원비
가.기관공통지원경비

30,000,000

30,000,000

80,001,000

71,100,000

48,500,000

53,600,000

300,000,000

3,000,000

180,000,000

□ 퇴직급여

10,000,000

□ 4대보험 기관부담금

25,000,000

■ 국가연구개발 연구능률성과급

30,000,000

8,901,000
△5,100,000 ■ 기관공통지원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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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단 회식비 및 야근식대, 사무실운영비

5,000,000

□ 산학협력단 출장비 및 외근비

4,000,000

부산외국어대학교산학협력단
과
관

항

[단위:원]
목
목-세

2018회계연도

2017회계연도

(당기)

(전기)

증감액

산출근거
□ 산학협력단 직원 업무 교육 참가비

10,000,000

□ 산학협력단 사무용품

1,000,000

□ 산학협력단 단장,팀장 부서 업무추진비

5,000,000

□ 산학협력단 회의비

4,000,000

■ 지급수수료
□ 회계과련 내외부 감사수수료

5,000,000

□ 연구 및 회계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500,000

□ 우편등기수수료 및 제증명 발급 수수료

500,000

■ 산학협력단장 및 관리자 협의회 연회비

3,000,000

■ 연구개발사업 안내 책자 및 각종 보고서 발간비

4,000,000

■ 기념품 제작비 및 행사 홍보등 제 경비

4,000,000

■ 비품수리비

500,000

1,000

2,000,000

△1,999,000 ■ 연구소 운영비 지원

6,000,000

3,000,000

3,000,000 ■ 연구실안전관리비

라.연구보안관리비

500,000

1,000,000

△500,000 ■ 연구보안관리비

500,000

마.연구윤리활동비

500,000

500,000

■ 연구윤리활동비

500,000

24,000,000

10,000,000

나.사업단또는연구단운영비

다.연구실안전관리비

사.대학연구활동지원금

(3)성과활용지원비
가.과학문화활동비
나.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4)기타지원비
나.기타지원비

4)일반관리비현금유출액
(1)일반관리비

6,000,000

14,000,000 ■ 대학연구활동지원금
□ 교수 학술발표지원 및 논문발간등 경비 지원

아.대학기반시설및장비운영비

1,000

□ 연구관련 출장비 및 회의비 지원

2,000,000

□ 연구용역계약 보증보험 수수료 지원

2,000,000

500,000

1,000,000

△500,000 ■ 대힉기반시설및장비운영비

900,000

1,400,000

△500,000

500,000

1,000,000

△500,000 ■ 과학분야 연구과제 및 연구결과물 홍보비등 제경비

400,000

400,000

1,000,000

10,000,000

△9,000,000

1,000,000

10,000,000

△9,000,000 ■ 기타지원비

11,000,000

11,000,000

11,000,000

11,000,000

■ 지식재산권 등록·유지비 및 연구노트 활성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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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0

500,000

500,000
400,000

1,000,000

부산외국어대학교산학협력단
과
관

항

[단위:원]
목
목-세
가.인건비

2018회계연도

2017회계연도

(당기)

(전기)

증감액

산출근거

1,000,000

1,000,000

10,000,000

10,000,000

50,000,000

100,000,000

△50,000,000

50,000,000

100,000,000

△50,000,000

50,000,000

100,000,000

△50,000,000 ■ 연구종료과제 연구비 잔액 지원기관 반납

100,000,000

500,000,000

△400,000,000

100,000,000

500,000,000

△400,000,000

100,000,000

500,000,000

△400,000,000 ■ 학교회계전출금

1,030,000,000

1,160,000,000

△130,000,000

1)유형자산취득지출

1,010,000,000

1,140,000,000

△130,000,000

(1)기계기구취득

1,000,000,000

1,130,000,000

△130,000,000 ■ 연구관련 기자재 구입

(2)집기비품취득

10,000,000

10,000,000

2)무형자산취득지출

20,000,000

20,000,000

20,000,000

20,000,000

나.일반제경비
5)운영외비용현금유출액
(1)운영외비용
가.기타운영외비용
6)학교회계전출금현금유출액
(1)학교회계전출금
가.학교회계전출금
2.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지식재산권취득

■ 산학협력단 업무 관련 제수당
■ 산학협력단 업무 관련 일반관리 제비용

■ 산학협력단 집기비품 구입

■ 지식재산권 등록 제경비

1,000,000
10,000,000

50,000,000

100,000,000

1,000,000,000
10,000,000

20,000,000

Ⅲ.현금의증감

△749,351,000

△668,693,000

Ⅳ.기초의현금

3,391,546,694

4,060,239,694

△668,693,000 ■ 간접비 및 전기 이월액

3,391,546,694

Ⅴ.기말의현금

2,642,195,694

3,391,546,694

△749,351,000 ■ 간접비 및 연구비 차기 이월액

2,642,195,694

△80,65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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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세계를 향한 도전정신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회 의 록
수신자

내부결재

제

회의록 – 제34차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

목

회 의 명

제34차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

일

시

2018. 2. 5.(월) 13:00~

장

소

산학협력단장실(H503호)

의
안
(진행순서)

1. 2017회계연도 추가경정 현금예산(안) 심의
2. 2018회계연도 현금예산(안) 심의
3. 산학협력단 지침 제ㆍ개정(안) 심의
의장 : 13:00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함.
[제1호 안건] 2017회계연도 추가경정 현금예산(안)
• 산학협력단 추가경정예산 요약 (단위:천원)
구분
현금유입액
현금지출액
현금의증감
전기미사용 이월액
당기미사용 이월액

회의내용
요

지

추가경정예산
5,677,926
6,346,619
△668,693
4,060,239
3,391,546

본예산
4,095,450
4,798,500
△703,050
3,272,789
2,569,739

증감액
1,582,476
1,556,619
25,857
787,449
821,806

가. 수입의 주요내용
1) 산학협력수익 및 지원금 수익 증가
- 기술이전수익(2건), 공용장비사용료수익(1건), 교육사업팀 위탁교육사업(EIPK), 한국연구재단 LINC+사업 선정에 따른 수입
증가되었음을 설명함
2) 간접비수익 감소
- 간접비 포함된 연구과제 수주 감소, 인문한국(HK)사업 종료에 따른 이유를 설명함.
나. 지출의 주요내용
1) 운영외비용 증가
- 연구비 잔액 반납, 연구비 집행 불인정액 환수가 증감됨을 지적을 하고 향후 연구비 관리 감독을 관리 될 수 있도록 언급
2) 유형자산취득지출 증가
- 개인연구과제(이공) 기자재 및 LINC+사업 1차년도 사업 구축 시설비 증가됨을 설명함
3) 학교회계전출금 지급
- 2018. 2월경 대학으로 지급 완료하였음을 보고함.

[제2호 안건] 2018회계연도 현금예산(안)
• 산학협력단 현금예산 요약 (단위:천원)
구분
현금유입액
현금지출액
현금의증감
전기미사용 이월액
당기미사용 이월액
가.
1)
2)
3)
나.
1)
2)
3)
4)

2018회계연도
4,607,550
5,356,901
△749,351
3,391,546
2,642,195

2017회계연도
5,677,926
6,346,619
△668,693
4,060,239
3,391,546

증감액
△1,070,376
△989,718
△80,658
△668,693
△749,351

수입의 주요내용
산학협력수익 : 교육사업팀 위탁교육사업(EIPK,CIPK), 조달청을 통한 위탁용역사업 수주 증가
지원금수익 : 인문한국(HK)사업(중남미) 사업 종료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수입 감소
간접비수익 : 집단(다년)과제 사업 종료에 따른 간접비 수입 감소
지출의 주요내용
산학협력비 및 지원금사업비 : 사업 증(감)가에 따른 연구과제별 지출
간접비사업비 : 간접비수입 감소에 따른 산단제경비 예산 삭감 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충원 및 외부 평가 항목 증액
운영외비용 : 연구비 잔액 지원기관 반납 감소
유형자산취득지출 : 개인연구과제 기자재 구입 감소될 것으로 보고함.

[제3호 안건] 「산학협력단 업무추진비에 관한 지침」 제정(안)

▣ 제정 사유
- 2017학년도 산학협력팀, 연구지원팀, 산학재무팀 자체(정기)감사 지적 사항을 보고
- 합리적인 업무추진비 집행을 위한 기준안 마련 필요함을 설명함.
▣ 주요 내용
- 업무추진비 목적∙사용범위∙위임전결기준에 관한 규정 및 지침 제정
[붙임1] 산학협력단 업무추진비에 관한 지침(안) 설명함.

[제4호 안건] 「간접비 운영ㆍ관리 지침」 개정(안)
▣ 개정 사유
-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의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해 지침을 개정함을 설명함.
▣ 주요 내용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연구자뿐만 아니라 우수한 지원인력에게도 지급
- 간접비 세부 집행 기준 개선
▣ 신구조문대비표 설명함.

[제5호 안건] 「연구비 중앙구매 관리지침」 개정(안)
▣ 개정 사유
- 산학연구지원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구매시스템 프로세스 개정 필요함을 설명함
- 산학협력단 구매부서로 통한 구매업무 프로세스 개정 필요함을 설명함
- 구매관련 각종 양식변경에 따른 내용 안내 필요함을 설명함.
▣ 주요 내용
- 구매 양식 변경
- 직접구매 한도 변경
- 산학연구지원시스템 구매신청
- 검수주체 변경 안내
▣ 신구조문대비표 설명함.

[제6호 안건] 「교외연구비관리지침」 개정(안)
▣ 개정 사유
-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연구지원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변경 사항을 지침에 반영함 설명함
- 증빙서류 변경으로 인한 사항을 지침에 반영함 설명함
▣ 주요 내용
- 용어변경 : 연구과제관리통합시스템->산학연구지원시스템
- 국내외 여비집행시 여비집행내역서 증빙서류 삭제
- 국내외 출장보고서의 제출기한 설정
- 회의비 범위 구체화
- 전문가활용보고서 제출 시기 명확하게 설정
▣ 신구조문대비표 설명함

의결사항

의장이 의원들에게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 후 15:00에 페회를 선언하다

이견사항

없음

참

참석대상자

7 명

석

참 석 자

7 명

불 참 자

0 명

현
황
불

참
자

자
산학재무팀 이지회
석

임병학

위원

서상범

위원

황영주

위원

정우성

위원

양영익

위원

윤용수

간사

정성현

석

참

배

위원장

서
명

자

담당자

산학재무
팀장

이지회

시행 산학재무팀-847
우 46234

정성현

(

산학협력
단장

2018.02.20

02/20
임병학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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