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지    출

(단위 : 천원)

관 항 목

[4100]보수 11,496,490 11,933,593 437,103

[4110]교원보수 8,406,712 8,648,275 241,563

[4111]교원급여 4,090,140 3,474,788 △615,352

호봉제 교원 급여
연봉제 교원 급여
호봉승급분
겸초빙교원 급여

합  계

2,185,238,400원
1,061,549,880원

12,000,000원
216,000,000원

3,474,788,000원

[4112]교원상여금 1,265,554 952,137 △313,417

정근수당
효도휴가비
성과상여금
특별상여금

합  계

183,103,200원
219,723,840원
183,103,200원
366,206,400원
952,137,640원

[4113]교원각종수당 1,109,193 933,440 △175,753

교수업적평가우수교원 및 TF팀 성과수당
전임교원 야간초과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학사지도비
연구보조비
급량비
보직수당

합  계

20,000,000원
30,960,000원
62,400,000원
28,800,000원
18,000,000원
41,280,000원

402,480,000원
101,520,000원
228,000,000원
933,440,000원

[4114]교원법정부담금 357,585 787,370 429,785

교원 사학연금부담금
교원 국민연금부담금
교원 건강보험금
교원 고용산재보험금

합  계

618,170,000원
24,000,000원

116,400,000원
28,800,000원

787,370,000원

[4115]시간강의료 1,198,095 1,136,500 △61,595

시간강사 강의료
전공심화 강사료

합  계

1,120,000,000원
16,500,000원

1,136,500,000원

과    목 2014
최종추경
예산(A)

2015
본예산(B)

증(△)감

(B-A)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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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과    목 2014
최종추경
예산(A)

2015
본예산(B)

증(△)감

(B-A)
산출근거

[4116]특별강의료 81,355 10,040 △71,315

계절학기 시간 강의료
신입생특강 프로그램 강의료
학생생활상담 운영 프로그램 강의료

합  계

5,400,000원
3,200,000원
1,440,000원

10,040,000원

[4117]교원퇴직금 304,790 1,354,000 1,049,210 명예퇴직 교원 퇴직금 1,354,000,000원

[4120]직원보수 3,089,778 3,285,318 195,540

[4121]직원급여 1,804,763 2,012,546 207,783

호봉제사무직 직원 급여
연봉제사무직 직원 급여
기능직 직원 급여
사무조교 급여
호봉 승급분

합  계

278,546,400원
360,000,000원
712,800,000원
655,200,000원
62,000,000원

2,012,546,000원

[4122]직원상여금 167,757 142,263 △25,494

정근수당
효도휴가비
성과상여금
특별상여금

합  계

23,512,200원
48,214,640원
23,512,200원
47,024,400원

142,263,440원

[4123]직원각종수당 623,244 654,228 30,984

장기근속수당
사무보조 및 사무직직급보조비
사무직가족수당 및 급량비
차량관리수당
사무직시간외초과수당 및 학사지도비
학비보조금
사무직기타수당 및 정액사무직수당
기능직수당 및 특근수당
근로자의날수당 및 직원연가보상
퇴직자연차수당 및 기타명절수당

합  계

11,400,000원
76,920,000원
20,160,000원
3,600,000원

19,680,000원
3,600,000원

275,268,000원
171,600,000원
60,000,000원
12,000,000원

654,228,000원

[4124]직원법정부담금 294,849 255,800 △39,049

직원 사학연금부담금
직원 국민연금부담금
직원 건강보험금
직원 고용산재보험금

합  계

77,000,000원
48,000,000원
92,400,000원
38,400,000원

255,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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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과    목 2014
최종추경
예산(A)

2015
본예산(B)

증(△)감

(B-A)
산출근거

[4125]임시직인건비 116,200 147,120 30,920 임시직 인건비 147,120,000원

[4126]노임 41,610 43,360 1,750

교내환경정리노임
박물관청소노임
교내주차관리노임

합  계

14,400,000원
14,400,000원
14,560,000원
43,360,000원

[4127]직원퇴직금 41,355 30,000 △11,355 직원 퇴직금 30,000,000원

[4200]관리운영비 4,046,278 3,177,781 △868,497

[4210]시설관리비 1,383,782 878,893 △504,889

[4211]건축물관리비 494,000 116,520 △377,480

전기통신소방시설보수
교내도로 보수
편의시설 지원
공용강의실 흑판교체
화정문화예술관 관리

합  계

50,000,000원
30,000,000원
20,000,000원
3,000,000원

13,520,000원
116,520,000원

[4212]장비관리비 491,651 358,921 △132,730

신입생기초학력평가 온라인 시스템
학과 장비관리
교수학습지원 관련 유지관리비
냉난방기유지보수
오수정화시설유지보수
정수기 외 장비 유지보수
공용강의실 사무기기 유지보수
도서관 프로그램 유지보수
종합정보센터 각종 네트웍 및 방화벽 외 유지보수
학교 회계프로그램 유지보수
기타 유지보수

합  계

20,000,000원
1,327,770원
2,000,000원

30,000,000원
13,200,000원
60,000,000원
1,000,000원
7,260,000원

196,532,800원
7,200,000원

20,400,000원
358,920,570원

[4213]조경관리비 14,727 15,000 273 수목구입 및 관리 15,000,000원

[4214]박물관관리비 9,982 10,212 230 유물보존처리 및 한복세탁비 10,2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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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과    목 2014
최종추경
예산(A)

2015
본예산(B)

증(△)감

(B-A)
산출근거

[4215]시설용역비 313,931 315,040 1,109

청소용역료
경비용역료
쓰레기수거 반입료

합  계

191,520,000원
110,520,000원
13,000,000원

315,040,000원

[4216]보험료 24,262 24,800 538

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
차량종합보험료
대학경영자책임보험
기타보험료

합  계

9,500,000원
7,500,000원
7,300,000원

500,000원
24,800,000원

[4217]리스,임차료 17,646 11,400 △6,246 차량 리스 임차료 11,400,000원

[4219]기타시설관리비 17,583 27,000 9,417

교내 표지판 유지보수
오수정화조청소
저수조 청소
폐기물 처리
오수정화조 보수경비

합  계

7,000,000원
8,000,000원
6,000,000원
1,000,000원
5,000,000원

27,000,000원

[4220]일반관리비 1,034,594 1,061,990 27,396

[4221]여비교통비 82,965 81,050 △1,915 직무관련 국내외 출장경비 81,050,000원

[4222]차량유지비 70,108 87,000 16,892 차량유류대 및 수리비, 통행료 등 87,000,000원

[4223]소모품비 167,793 146,336 △21,457

학과 소모품
행정부서 업무용 소모품

합  계

39,003,120원
107,332,880원
146,336,000원

[4224]인쇄출판비 15,135 20,150 5,015 행정부서 업무용 각종 제본 20,150,000원

[4225]난방비 200,715 210,600 9,885

도시가스 냉난방요금
심야전력 난방요금
기타 난방요금

합  계

200,000,000원
9,600,000원
1,000,000원

210,600,000원

[4226]전기수도료 275,784 298,400 22,616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298,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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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과    목 2014
최종추경
예산(A)

2015
본예산(B)

증(△)감

(B-A)
산출근거

[4227]통신비 130,037 136,150 6,113

성적및 등록금고지서 발송료
전화요금
인터넷회선사용료
SMS이용료
업무우편요금
휴대폰사용료
유선방송수신료
기타통신요금

합  계

6,420,000원
39,000,000원
62,100,000원
20,000,000원
4,750,000원
2,400,000원

480,000원
1,000,000원

136,150,000원

[4228]각종세금,공과금 31,077 39,000 7,923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비
환경개선부담금
각종 세금과 공과

합  계

12,000,000원
9,000,000원

18,000,000원
39,000,000원

[4229]지급수수료 60,980 43,304 △17,676

공인회계사 외부감사수수료
인사노무업무자문수수료
국제교류자문수수료
기타 각종 수수료

합  계

20,000,000원
5,280,000원
6,000,000원

12,024,000원
43,304,000원

[4230]운영비 1,627,902 1,236,899 △391,004

[4231]복리후생비 21,302 27,600 6,298

당직비
피복구입비
교직원 경조금
야근식대
기타 복리후생비

합  계

12,600,000원
2,000,000원
3,800,000원
4,300,000원
4,900,000원

27,600,000원

[4232]교육훈련비 93,842 85,750 △8,092 교직원 직무, 교수법 세미나 및 연수 85,750,000원

[4233]일반용역비 166,200 52,120 △114,080 운전용역 및 기타용역비 52,120,000원

- 8 - 2015 등록금회계 자금예산서(지출)



관 항 목

과    목 2014
최종추경
예산(A)

2015
본예산(B)

증(△)감

(B-A)
산출근거

[4234]업무추진비 71,680 92,550 20,870

각종행사화환대
보직자 업무 추진비
내빈방문경비
명절 선물대
후원 및 찬조금
명예교수 업무추진비
산학협력 관련 업무추진비
취업관련 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합  계

13,200,000원
12,000,000원
18,000,000원
7,000,000원

10,000,000원
1,500,000원

20,850,000원
2,000,000원
8,000,000원

92,550,000원

[4235]홍보비 966,209 715,200 △251,009

대학 종합광고
인터넷광고, 신문광고, 기타 매체광고
카렌다광고
대학 각종 홍보 지원
입시설명회
지구별 홍보비
학과 홍보 지원
홍보물제작
부서별 홍보물 제작

합  계

400,000,000원
91,000,000원
15,000,000원
85,000,000원
30,000,000원
40,000,000원
33,000,000원
15,000,000원
6,200,000원

715,200,000원

[4236]회의비 13,593 19,480 5,887 행정부서별 각종 회의비 19,480,000원

[4237]행사비 133,320 119,890 △13,430

학과 역량강화 행사 지원비
산학페스티벌 주간행사비
행경축제
지역사회봉사
기타 각종 행사비

합  계

35,380,000원
20,000,000원
8,370,000원

10,600,000원
45,540,000원

119,890,000원

[4239]기타운영비 161,756 124,309 △37,448

학과별 산학협력 활동 운영비
간호과 교육과정활동 운영비
부서및학과, 외래교수휴게실 운영비
기관평가인증 및 간호평가 준비 운영비
행정부서 각종 기타 운영비

합  계

19,519,200원
2,950,000원

38,000,000원
12,000,000원
51,839,300원

124,308,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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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과    목 2014
최종추경
예산(A)

2015
본예산(B)

증(△)감

(B-A)
산출근거

[4300]연구∙학생경비 4,690,726 4,209,115 △481,611

[4310]연구비 81,540 76,300 △5,240

[4311]연구비 79,300 73,300 △6,000 교원 연구비 73,300,000원

[4312]연구관리비 2,240 3,000 760 교내논문집 제작 3,000,000원

[4320]학생경비 4,609,186 4,132,815 △476,371

[4322]교내장학금 2,775,000 2,646,780 △128,220

외국어 어학강좌 장학금
간부공로장학금
관광서비스경진대회장학금
교내근로장학금
교육자자녀장학금
교직원직계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_교비대응
국가유공자배우자장학금
국가유공자자녀장학금
다문화가족학생(외국인)장학금
대졸자장학금
면학격려장학금
복지장학금
성적장학금
신입생특별장학금
자매모녀장학금
장애우장학금
장애학생도우미장학금_교비대응
한마음장학금

합  계

45,000,000원
182,000,000원
26,500,000원

414,000,000원
4,200,000원

16,000,000원
34,000,000원
17,200,000원

102,000,000원
6,500,000원

105,000,000원
92,500,000원
10,000,000원

145,000,000원
161,000,000원
738,000,000원

4,200,000원
10,000,000원
2,880,000원

472,000,000원
2,646,780,000원

[4323]실험실습비 555,995 566,609 10,614

학과별 실험실습 재료비
공통 실험실습 재료비
학과 현장실습 지원비

합  계

10,000,000원
437,877,360원
118,731,420원
566,608,7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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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과    목 2014
최종추경
예산(A)

2015
본예산(B)

증(△)감

(B-A)
산출근거

[4325]학생지원비 1,277,191 918,426 △358,765

학생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간부수련회 및 동아리지원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해외의료봉사
행경체육대회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지원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지원
해외인턴 및 글로벌현장학습
해외교류 및 해외취업 프로그램
시외통학버스운행지원
기타 학생 지원 프로그램

433,619,910원
12,900,000원
8,500,000원

15,000,000원
10,906,000원

100,000,000원
90,500,000원
8,000,000원

15,000,000원
40,000,000원

172,000,000원
12,000,000원

918,425,910원

[4329]기타학생경비 1,000 1,000 - 보건실 약품비 1,000,000원

[4400]교육외비용 13,500 14,000 500

[4420]기타교육외비용 13,500 14,000 500

[4421]잡손실 13,500 14,000 500 자퇴생 등록금 환불 및 기타 잡손실 14,000,000원

[4500]전출금 1 1 -

[4510]전출금 1 1 -

[4519]비등록금회계전출금 1 1 - 과목존치 1,000원

[4600]예비비 20,000 100,000 80,000

[4610]예비비 20,000 100,000 80,000

[4611]예비비 20,000 100,000 80,000 예비비 책정 100,000,000원

[1300]고정자산매입지출 431,855 288,331 △14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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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과    목 2014
최종추경
예산(A)

2015
본예산(B)

증(△)감

(B-A)
산출근거

[1310]기유형고정자산지출 431,855 288,331 △143,524

[1314]기계기구매입비 281,385 156,330 △125,055

학과별 기자재 구입
부서별 기자재 구입

소  계

132,400,000원
23,930,000원

156,330,000원

[1315]집기비품매입비 59,970 42,000 △17,970

학과별 집기비품 구입
부서별 집기비풉 구입

소  계

40,000,000원
2,000,000원

42,000,000원

[1316]차량운반구매입비 500 1 △499 과목존치 1,000원

[1317]도서구입비 90,000 90,000 -

합  계 20,698,850 19,722,820 △976,030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8,278,029 6,436,520 △1,841,509

[1100]기말유동자산 16,046,534 14,205,025 △1,841,509

[1110]유동자금 16,004,256 14,162,747 △1,841,509

[1120]기타유동자산 42,278 42,278 -

[2100]기말유동부채 7,768,505 7,768,505 -

[2120]예수금 63,589 63,589 -

[2130]선수금 7,704,917 7,704,917 -

자 금 지 출 총 계 28,976,879 26,159,340 △2,817,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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