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지    출

(단위 : 천원)

관 항 목

[4100]보수 12,640,153 12,647,606 7,453

[4110]교원보수 9,127,536 9,274,306 146,770

[4111]교원급여 4,021,500 4,161,750 140,250 교원 급여 증가 140,250,000원 증액

[4112]교원상여금 1,374,300 1,351,100 △23,200 교원 상여금 감소 23,200,000원 감액

[4113]교원제수당 1,233,660 1,223,000 △10,660 교원 각종수당 감소 10,660,000원 감액

[4114]교원법정부담금 436,000 411,000 △25,000 교원 법정 부담금 감소 25,000,000원 감액

[4115]시간강의료 1,534,950 1,601,500 66,550 학과별 시간강의료 증가 66,550,000원 증액

[4116]특별강의료 71,770 70,600 △1,170 학과별 특별강의료 감소 1,170,000원 감액

[4117]교원퇴직금 455,356 455,356 -

[4120]직원보수 3,512,617 3,373,300 △139,317

[4121]직원급여 2,009,100 1,921,100 △88,000 직원 급여 감소 88,000,000원 감액

[4122]직원상여금 160,300 163,600 3,300 직원 상여금 증가 3,300,000원 증액

[4123]직원제수당 919,157 853,000 △66,157 직원 각종 수당 감소 66,157,000원 감액

[4124]직원법정부담금 243,360 255,500 12,140 직원 법정 부담금 증가 12,140,000원 증액

[4125]임시직인건비 109,800 105,000 △4,800 임시직 인건비 감소 4,800,000원 감액

[4126]노임 59,800 63,000 3,200

과    목 2013_2차
추경예산

(A)

2013_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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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증(△)감

(B-A)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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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7]직원퇴직금 11,100 12,100 1,000

[4200]관리운영비 5,744,564 5,230,680 △513,884

[4210]시설관리비 2,059,981 1,624,480 △435,501

[4211]건축물관리비 1,126,962 694,500 △432,462

관광교육센터외관공사 이월에 따른 감소
실습실 개보수 등 감소

소  계

400,000,000원 감액
32,462,000원 감액

432,462,000원 감액

[4212]장비관리비 395,500 385,500 △10,000 각종 장비 유지보수 감소 10,000,000원 감액

[4213]조경관리비 35,000 26,200 △8,800 교내 조경 관리 비용 감소 8,800,000원 감액

[4214]박물관관리비 12,950 21,600 8,650 박물관 액자 구입등 관리비 증가 8,650,000원 증액

[4215]시설용역비 416,641 417,700 1,059

[4216]보험료 28,448 25,500 △2,948

[4217]리스,임차료 24,480 24,480 -

[4219]기타시설관리비 20,000 29,000 9,000

[4220]일반관리비 1,389,785 1,387,400 △2,385

[4221]여비교통비 99,925 100,000 75

[4222]차량유지비 106,000 103,000 △3,000

[4223]소모품비 156,100 187,000 30,900 부서별 업무용 소모품 증가 30,900,000원 증액

[4224]인쇄출판비 19,100 14,500 △4,600

[4225]난방비 364,315 372,500 8,185 도시가스비 증가 8,185,000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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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6]전기수도료 372,205 367,000 △5,205 전기수도료 감소 5,205,000원 감액

[4227]통신비 166,068 149,700 △16,368 전화요금 및 SMS이용료 감소 16,368,000원 감액

[4228]제세공과금 62,400 48,100 △14,300

간호지정평가 수수료 이월에 따른 감소
각종 협의회 회비 감소

소  계

10,000,000원 감액
4,300,000원 감액

14,300,000원 감액

[4229]지급수수료 43,672 45,600 1,928

[4230]운영비 2,294,798 2,218,800 △75,998

[4231]복리후생비 43,828 45,100 1,272

[4232]교육훈련비 84,036 81,000 △3,036 교직원 연수비 감소 3,036,000원 감액

[4233]일반용역비 152,800 176,500 23,700 대학정보화시스템 구축 등 용역비 증가 23,700,000원 증액

[4234]업무추진비 214,400 187,500 △26,900 학과별 업무추진비 감소 26,900,000원 감액

[4235]홍보비 1,179,000 1,092,300 △86,700 신문광고, 학과홍보 및 영상물제작 등 홍보비 감소 86,700,000원 감액

[4236]회의비 36,280 21,600 △14,680 각종 위원회 회의비 감소 14,680,000원 감액

[4237]행사비 181,862 203,200 21,338

학과별 행사비용 증가
연구대회 및 학교 행사 비용 증가

소  계

11,430,000원 증액
9,908,000원 증액

21,338,000원 증액

[4239]기타운영비 402,592 411,600 9,008

[4300]연구∙학생경비 9,941,503 9,582,600 △358,903

[4310]연구비 91,000 99,900 8,900

[4311]연구비 86,500 97,300 10,800 연구비 지원 확대에 따른 증가 10,800,000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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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2]연구관리비 4,500 2,600 △1,900

[4320]학생경비 9,730,903 9,379,600 △351,303

[4321]교외장학금 5,769,009 5,538,600 △230,409

국가장학금 1,2유형 감소
산단 외래장학금 감소
국가유공자장학금 감소
전문대학우수장학금 감소

소 계

126,472,000원 감액
98,637,000원 감액
4,600,000원 감액

700,000원 감액
230,409,000원 감액

[4322]교내장학금 2,110,537 2,130,000 19,463

신입생특별장학금 감소
성적및한마음장학금 감소
면학격려장학금 감소
국가유공자자녀장학금감소
교내근로장학금 증가
장애우장학금 증가
자격증/어학강좌지원 장학금 증가
정원외대졸장학금외 기타장학금 감소

소 계

34,800,000원 감액
9,529,000원 감액
6,737,000원 감액
4,452,000원 감액

35,500,000원 증액
11,485,000원 증액
38,250,000원 증액
10,254,000원 감액
19,463,000원 증액

[4323]실험실습비 517,000 596,000 79,000 학과별 실험실습 재료비 증가 79,000,000원 증액

[4325]학생지원비 1,333,357 1,114,000 △219,357

신입생 전공연수지원 감소
학과별 학생지원비 감소
취업프로그램지원비 감소
시외통학버스운영비 감소
부산시해외인턴십 대응비 감소
행경체육대회 외 기타 학생지원비 감소

소  계

123,400,000원 감액
63,567,000원 감액
10,300,000원 감액
7,000,000원 감액

13,017,000원 감액
2,073,000원 감액

219,357,000원 감액

[4329]기타학생경비 1,000 1,000 -

[4330]입시관리비 119,600 103,100 △16,500

[4331]입시수당 24,600 23,6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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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2]입시경비 95,000 79,500 △15,500 입시 관련 소모품 구입 및 홍보비 등 감소 15,500,000원 감액

[4400]교육외비용 18,274 21,800 3,526

[4420]기타교육외비용 18,274 21,800 3,526

[4421]잡손실 18,274 21,800 3,526 자퇴생 등록금 환불 등 잡손실 발생 3,526,000원 증액

[4500]전출금 1 1 -

[4510]전출금 1 1 -

[4519]기금회계전출금 1 1 -

[4600]예비비 200,000 200,000 -

[4610]예비비 200,000 200,000 -

[4611]예비비 200,000 200,000 -

[1200]투자와기타자산지출 2 2 -

[1240]기타자산지출 2 2 -

[1241]전신전화보증금지출 1 1 -

[1242]임차보증금지출 1 1 -

[1300]고정자산매입지출 854,455 715,005 △139,450

[1310]기유형고정자산지출 854,455 715,005 △139,450

[1311]토지매입비 1 1 -

[1312]건물매입비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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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구축물매입비 1 1 -

[1314]기계기구매입비 637,130 507,500 △129,630 연구용 컴퓨터외 학과 및 부서 기자재 지원비 감소 129,630,000원 감액

[1315]집기비품매입비 92,000 80,000 △12,000 학과 및 공용강의실 집기비품 지원비 감소 12,000,000원 감액

[1316]차량운반구매입비 14,820 15,000 180

[1317]도서구입비 110,500 112,500 2,000

[1318]박물관유물구입비 1 1 -

[1319]건설가계정 1 1 -

합  계 29,398,952 28,397,694 △1,001,258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8,860,994 9,300,746 439,752

[1100]기말유동자산 17,472,226 17,911,978 439,752

[1110]유동자금 17,410,416 17,850,168 439,752

[1120]기타유동자산 61,811 61,811 -

[2100]기말유동부채 8,611,232 8,611,232 -

[2120]예수금 111,232 111,232 -

[2130]선수금 8,500,000 8,500,000 -

자 금 지 출 총 계 38,259,946 37,698,440 △56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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