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지    출

(단위 : 천원)

관 항 목

[4100]보수 10,781,348 11,629,048 △847,700

[4110]교원보수 8,154,887 8,859,887 △705,000

[4111]교원급여 3,809,953 4,134,953 △325,000

[4112]교원상여금 1,318,813 1,401,813 △83,000

[4113]교원제수당 989,220 1,160,220 △171,000

[4114]교원법정부담금 404,600 411,600 △7,000 교원 연금, 건강보험 부담금 7,000,000원 감액

[4115]시간강의료 1,586,000 1,650,000 △64,000

[4116]특별강의료 46,300 101,300 △55,000

[4117]교원퇴직금 1 1 -

[4120]직원보수 2,626,461 2,769,161 △142,700

[4121]직원급여 983,325 998,325 △15,000

[4122]직원상여금 120,799 130,799 △10,000

[4123]직원제수당 1,186,037 1,281,037 △95,000

[4124]직원법정부담금 198,000 202,000 △4,000 직원 연금, 건강보험 부담금 4,000,000원 감액

과    목
추가경정예산액

(A)

증(△)감

(A-B)
산출근거

당초예산액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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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과    목
추가경정예산액

(A)

증(△)감

(A-B)
산출근거

당초예산액
(B)

[4125]임시직인건비 94,740 120,740 △26,000

[4126]노임 37,560 33,260 4,300 주차관리 및 환경정리 노임 4,300,000원 증액

[4127]직원퇴직금 6,000 3,000 3,000 임시직 퇴직금 3,000,000원 증액

[4200]관리운영비 6,835,759 4,701,559 2,134,200

[4210]시설관리비 3,300,998 1,536,998 1,764,000

[4211]건축물관리비 2,366,000 790,000 1,576,000

건물내외부 보수비(도서관GHP냉난방 외)
장애인편의시설 확보
외부 휴게실 보수
교내도로 보수
전기,통신,소방시설 보수
기숙사 보수
기타시설 환경개선
                              계

1,294,600,000원 증액
10,000,000원 증액
15,000,000원 증액
8,300,000원 증액
9,900,000원 증액

117,200,000원 증액
121,000,000원 증액

1,576,000,000원 증액

[4212]장비관리비 491,900 352,900 139,000 종합정보센터 장비관리 139,000,000원 증액

[4213]조경관리비 45,000 45,000 -

[4214]박물관관리비 13,438 13,438 -

[4215]시설용역비 316,700 270,200 46,500

도시계획사업 변경용역(구사택편입)
청소용역비
경비용역비
                               계

32,000,000원 증액
19,000,000원 증액
4,500,000원 감액

46,500,000원 증액

[4216]보험료 26,500 26,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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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과    목
추가경정예산액

(A)

증(△)감

(A-B)
산출근거

당초예산액
(B)

[4217]리스,임차료 24,960 24,960 -

[4219]기타시설관리비 16,500 14,000 2,500 폐기물 처리 및 오수조 보수비 2,500,000원 증액

[4220]일반관리비 1,093,715 965,515 128,200

[4221]여비교통비 90,500 70,000 20,500

[4222]차량유지비 99,100 99,100 -

[4223]소모품비 138,285 93,585 44,700

혜지생활관 소모품구입
중앙도서관 소모품구입
여대생커리어개발 소모품구입(교비대응)
기타 부서 및 각종소모품 구입
                          계

27,000,000원 증액
5,000,000원 증액
5,000,000원 증액
7,700,000원 증액

44,700,000원 증액

[4224]인쇄출판비 20,100 25,100 △5,000

[4225]난방비 183,000 191,000 △8,000

[4226]전기수도료 276,000 265,000 11,000

[4227]통신비 148,800 143,800 5,000

[4228]제세공과금 89,930 42,930 47,000

크리아트센터 증축 오수원인자 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학습과목평가인정 신청비
                            계

53,000,000원 증액
3,000,000원 감액
3,000,000원 감액

47,000,000원 증액

[4229]지급수수료 48,000 35,000 13,000

[4230]운영비 2,441,046 2,199,046 2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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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과    목
추가경정예산액

(A)

증(△)감

(A-B)
산출근거

당초예산액
(B)

[4231]복리후생비 24,500 17,500 7,000

[4232]교육훈련비 94,500 68,500 26,000

[4233]일반용역비 476,000 656,000 △180,000

대학정보공지,통계연보 시스템구축
입시시스템 고도화 작업
운전용역비
양호용역비
행정,전산용역비
                              계

250,000,000원 감액
13,000,000원 감액
20,000,000원 증액
3,000,000원 증액

60,000,000원 증액
180,000,000원 감액

[4234]업무추진비 221,300 241,300 △20,000

[4235]홍보비 1,170,000 910,000 260,000 신문, 인터넷 및 입시홍보비 260,000,000원 증액

[4236]회의비 19,100 53,100 △34,000 각종 회의비 34,000,000원 감액

[4237]행사비 110,395 95,395 15,000

[4239]기타운영비 325,251 157,251 168,000

학과별 신입생충원 격려 경비
교육역량강화사업 관련 운영경비
기관평가인증 관련 운영경비
교수업적평가시스템 개발경비
한마음대회 및 지역사회봉사 관련 경비
자체평가 운영경비
기타운영비
                               계

42,000,000원 증액
46,300,000원 증액
54,000,000원 증액
5,000,000원 증액

13,000,000원 증액
20,000,000원 감액
27,700,000원 증액

168,000,000원 증액

[4300]연구∙학생경비 9,413,154 8,809,304 603,850

[4310]연구비 119,000 223,000 △1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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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과    목
추가경정예산액

(A)

증(△)감

(A-B)
산출근거

당초예산액
(B)

[4311]연구비 113,800 213,800 △100,000

대학자체평가및 발전기획, 특성화관련연구
교외 현장 연수
학술연구외
                                계

29,000,000원 감액
21,000,000원 감액
50,000,000원 감액

100,000,000원 감액

[4312]연구관리비 5,200 9,200 △4,000

[4320]학생경비 9,151,154 8,127,304 1,023,850

[4321]교외장학금 4,400,792 3,620,442 780,350

국가장학금 Ⅰ 유형

국가장학금 Ⅱ 유형

국가근로장학금
국가유공자자녀장학금
전문대학우수드림장학금
장애인도우미장학금
산학협력단외래장학금
                                 계

311,000,000원 증액
497,000,000원 증액
66,000,000원 감액
77,000,000원 감액
60,200,000원 감액
12,000,000원 감액

187,550,000원 증액
780,350,000원 증액

[4322]교내장학금 2,543,898 2,346,398 197,500

신입생특별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대응)
장애인도우미장학금(대응)
근로학생장학금
정원외대졸자장학금
면학격려장학금
한마음장학금
국가유공자자녀.배우자장학금
성적장학금
교직원직계장학금외

74,300,000원 증액
23,200,000원 감액
5,300,000원 감액

460,850,000원 증액
7,800,000원 감액

55,000,000원 감액
517,000,000원 증액
215,800,000원 감액
449,000,000원 감액
98,550,000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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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과    목
추가경정예산액

(A)

증(△)감

(A-B)
산출근거

당초예산액
(B)

[4323]실험실습비 1,069,564 1,278,564 △209,000

인문사회계열

관광실용계열Ⅱ

자연 및 예체능계열
의학계열
공통실습비
                                  계

9,300,000원 감액
74,100,000원 감액
80,000,000원 감액
25,000,000원 감액
20,600,000원 감액

209,000,000원 감액

[4325]학생지원비 1,134,900 874,900 260,000

간호조무사 위탁용역비
요양보호사 자격증 지원비
취업역량강화사업(교비대응)
중국유학생교내근로장학금
행경체육대회
신입생오리엔테이션지원비
총학생회회장,부회장 연수
국제교류(나가사키 다도대회 참가 등)
신입생해외전공연수지원비
핵심인재 및 미취업졸업생,만학도 프로그램
해외의료봉사지원
                                   계

225,000,000원 증액
18,300,000원 증액
61,200,000원 증액
21,100,000원 증액
21,400,000원 증액
8,500,000원 증액
5,000,000원 증액
9,000,000원 증액

29,000,000원 감액
66,900,000원 감액
13,600,000원 감액

260,000,000원 증액

[4329]기타학생경비 2,000 7,000 △5,000

[4330]입시관리비 143,000 459,000 △316,000

[4331]입시수당 26,000 32,000 △6,000

[4332]입시경비 117,000 427,000 △310,000

학과 및 지역홍보 지원
입시 설명회 관련
기타 입시경비
                                   계

200,000,000원 감액
50,000,000원 감액
60,000,000원 감액

310,000,000원 감액

[4400]교육외비용 1,107,240 1,032,240 75,000

[4420]기타교육외비용 1,107,240 1,032,240 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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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과    목
추가경정예산액

(A)

증(△)감

(A-B)
산출근거

당초예산액
(B)

[4421]잡손실 71,000 1,000 70,000

대학 운동장 조성 용역계약금 잡손실처리
국고보조금 불용액 반환 외
                                    계

30,000,000원 증액
40,000,000원 증액
70,000,000원 증액

[4429]특별회계사업비 1,036,240 1,031,240 5,000

[4500]전출금 1 1 -

[4510]전출금 1 1 -

[4519]기금회계전출금 1 1 -

[4600]예비비 400,000 400,000 -

[4610]예비비 400,000 400,000 -

[4611]예비비 400,000 400,000 -

[1200]투자와기타자산지출 2 2 -

[1240]기타자산지출 2 2 -

[1241]전신전화보증금지출 1 1 -

[1242]임차보증금지출 1 1 -

[1300]고정자산매입지출 5,155,153 5,710,423 △555,270

[1310]기유형고정자산지출 5,155,153 5,710,423 △555,270

[1311]토지매입비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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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과    목
추가경정예산액

(A)

증(△)감

(A-B)
산출근거

당초예산액
(B)

[1312]건물매입비 1 1 -

[1313]구축물매입비 1 1 -

[1314]기계기구매입비 942,069 1,442,069 △500,000

자연과학계열 기자재구입
인문사회계열 기자재구입
예체능계열 기자재구입
공통 기자재구입
                                 계

162,000,000원 감액
81,000,000원 감액
66,000,000원 감액

191,000,000원 감액
500,000,000원 감액

[1315]집기비품매입비 486,350 313,350 173,000

자연과학계열 비품구입
인문사회계열 비품구입
공통강의실 비품 및 사무용 비품 구입
                                 계

90,000,000원 감액
5,000,000원 증액

247,000,000원 증액
173,000,000원 증액

[1316]차량운반구매입비 1 1 -

[1317]도서구입비 100,000 100,000 -

[1318]박물관유물구입비 - 50,000 △50,000

[1319]건설가계정 3,626,730 3,805,000 △178,270

합  계 33,692,657 32,282,577 1,410,080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9,072,627 7,038,011 2,034,616

[1100]기말유동자산 17,761,670 15,458,011 2,303,659

[1110]유동자금 17,708,844 15,388,011 2,320,833

[1120]기타유동자산 52,826 70,000 △1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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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과    목
추가경정예산액

(A)

증(△)감

(A-B)
산출근거

당초예산액
(B)

[2100]기말유동부채 8,689,043 8,420,000 269,043

[2120]예수금 45,464 120,000 △74,536

[2130]선수금 8,643,579 8,300,000 343,579

자 금 지 출 총 계 42,765,284 39,320,588 3,444,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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