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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    출

(단위 : 원)

관 항 목

[4100]보수 11,948,332,760 11,523,182,960 △425,149,800

[4110]교원보수 8,653,014,920 8,530,474,210 △122,540,710

[4111]교원급여 3,474,788,280 3,577,400,000 102,611,720 교원 임금 102,611,720원 증액

[4112]교원상여금 952,136,640 978,363,490 26,226,850 교원 상여금 26,226,850원 증액

[4113]교원각종수당 914,340,000 865,240,000 △49,100,000 전임교원 초과 및 야간수당 외 49,100,000원 감액

[4114]교원법정부담금 787,370,000 649,450,000 △137,920,000

    [411401]교원사학연금부담금 618,170,000 130,634,190 △487,535,810 교원 사학연금부담금 487,535,810원 감액

    [411402]교원국민연금부담금 24,000,000 9,950,000 △14,050,000 교원 국민연금부담금 14,050,000원 감액

    [411403]교원건강보험금 116,400,000 103,000,000 △13,400,000 교원 건강보험금 13,400,000원 감액

    [411404]교원고용산재보험금 28,800,000 12,000,000 △16,800,000 교원 고용산재보험금 16,800,000원 감액

    [411405]교원퇴직수당보험금 393,865,810 393,865,810 퇴직교원 퇴직수당금 393,865,810원 증액

[4115]시간강의료 1,136,500,000 1,079,905,000 △56,595,000 비학위전공심화강사료 및 외래교원 강사료 56,595,000원 감액

[4116]특별강의료 10,880,000 6,530,000 △4,350,000 계절학기 강의료 4,350,000원 감액

[4117]교원퇴직금 1,377,000,000 1,373,585,720 △3,414,280 초빙교원 퇴직금 3,414,280원 감액

[4120]직원보수 3,295,317,840 2,992,708,750 △302,609,090

[4121]직원급여 2,012,546,400 1,790,000,000 △222,546,400 직원 임금 222,546,400원 감액

[4122]직원상여금 142,263,440 128,000,000 △14,263,440 직원 상여금 14,263,440원 감액

[4123]직원각종수당 644,228,000 565,228,000 △79,000,000 79,000,000원 감액

과    목 2015년 1차
추경예산(A)

2015년 최종
추경예산(B)

증(△)감

(B-A)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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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과    목 2015년 1차
추경예산(A)

2015년 최종
추경예산(B)

증(△)감

(B-A)
산출근거

[4124]직원법정부담금 255,800,000 239,700,750 △16,099,250

    [412401]직원사학연금부담금 77,000,000 62,500,000 △14,500,000 직원 사학연금부담금 14,500,000원 감액

    [412402]직원국민연금부담금 48,000,000 55,250,000 7,250,000 직원 국민연금부담금 7,250,000원 증액

    [412403]직원건강보험금 92,400,000 86,950,750 △5,449,250 직원 건강보험금 5,449,250원 감액

    [412404]직원고용산재보험금 38,400,000 35,000,000 △3,400,000 직원 고용산재보험금 3,400,000원 감액

[4125]임시직인건비 147,120,000 147,120,000 -

[4126]노임 43,360,000 43,360,000 -

[4127]직원퇴직금 50,000,000 79,300,000 29,300,000 비정규직 퇴직금 29,300,000원 증액

[4200]관리운영비 3,491,161,090 5,886,797,200 2,395,636,110

[4210]시설관리비 1,082,952,970 3,718,921,170 2,635,968,200

[4211]건축물관리비 102,000,000 2,754,840,000 2,652,840,000
강의실 및 행정실 보수 외
장애인편의시설 공사외

소   계

242,840,000원 증액
2,410,000,000원 증액
2,685,840,000원 증액

[4212]장비관리비 572,920,570 557,708,770 △15,211,800 부서 및 학과별 장비 관리비 15,211,800원 감액

[4213]조경관리비 15,000,000 12,000,000 △3,000,000 수목구입비 3,000,000원 감액

[4214]박물관관리비 10,212,000 10,212,000 -

[4215]시설용역비 320,540,000 320,540,000 -

[4216]보험료 23,880,400 22,880,400 △1,000,000 차량종합보험료 및 기타보험료 1,000,000원 감액

[4217]리스,임차료 11,400,000 10,800,000 △600,000 차량 리스 임차료 600,000원 감액

[4219]기타시설관리비 27,000,000 29,940,000 2,940,000 교내 표지판 유지보수 외 2,940,000원 증액

[4220]일반관리비 1,083,589,720 896,361,850 △187,227,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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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과    목 2015년 1차
추경예산(A)

2015년 최종
추경예산(B)

증(△)감

(B-A)
산출근거

[4221]여비교통비 93,550,000 46,314,050 △47,235,950 교직원 직무관련 출장경비 47,235,950원 감액

[4222]차량유지비 87,000,000 57,000,000 △30,000,000 차량유류대 및 수리비 30,000,000원 감액

[4223]소모품비 160,035,720 149,223,910 △10,811,810
산업체 방문 기념품
부서 및 학과 소모품

소   계

10,000,000원 감액
811,810원 감액

10,811,810원 감액

[4224]인쇄출판비 18,650,000 14,932,910 △3,717,090 행정부서 업무용 각종 제본 3,717,090원 감액

[4225]난방비 210,600,000 162,600,000 △48,000,000 도시가스 및 심야전력 난방요금 48,000,000원 감액

[4226]전기수도료 298,400,000 280,400,000 △18,000,000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18,000,000원 감액

[4227]통신비 135,650,000 116,325,440 △19,324,560 전화요금 및 인터넷회선사용료, 우편발송수신료 외 19,324,560원 감액

[4228]각종세금,공과금 36,400,000 31,650,000 △4,750,000 각종 세금과 공과, 관련 협의회 회비 반납 외 4,750,000원 감액

[4229]지급수수료 43,304,000 37,915,540 △5,388,460 각종 지급수수료 반납 5,388,460원 감액

[4230]운영비 1,324,618,400 1,271,514,180 △53,104,220

[4231]복리후생비 27,489,900 23,989,900 △3,500,000 야근 식대 및 기타 복리후생비 3,500,000원 감액

[4232]교육훈련비 97,350,000 65,356,140 △31,993,860 교직원 직무, 교수법 세미나 및 연수 31,993,860원 감액

[4233]일반용역비 80,120,000 105,120,000 25,000,000 학사정보시스템 고도화작업 용역 25,000,000원 증액

[4234]업무추진비 92,550,000 87,734,970 △4,815,030 학과별 산학협력 업무추진비 4,815,030원 감액

[4235]홍보비 728,000,000 714,800,000 △13,200,000 입시설명회 및 기타광고 13,200,000원 감액

[4236]회의비 16,280,000 12,286,500 △3,993,500 행정부서 및 위원회 각종 회의비 3,993,500원 감액

[4237]행사비 114,720,000 121,580,690 6,860,690 학과별 행사비 6,860,690원 증액

[4239]기타운영비 168,108,500 140,645,980 △27,462,520

학과별 산학협력 활동 운영비
간호과 교육과정 편성위원회 활동비
행정부서 각종 기타운영비

소   계

8,029,950원 감액
1,950,000원 감액

17,482,570원 감액
27,462,520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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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과    목 2015년 1차
추경예산(A)

2015년 최종
추경예산(B)

증(△)감

(B-A)
산출근거

[4300]연구∙학생경비 4,294,594,690 3,710,590,520 △584,004,170

[4310]연구비 110,300,000 86,270,000 △24,030,000

[4311]연구비 107,300,000 82,700,000 △24,600,000 교원 연구비 24,600,000원 감액

[4312]연구관리비 3,000,000 3,570,000 570,000 논문집 제작비 570,000원 증액

[4320]학생경비 4,184,294,690 3,624,320,520 △559,974,170

[4322]교내장학금 2,632,980,000 2,528,663,200 △104,316,800

성적우수장학금
면학격려장학금
대졸자장학금
한마음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북한이탈주민장학금
간부공로장학금
교내근로장학금
교육자자녀장학금
자매모녀학생장학금
다문화가족(외국인)학생장학금

소   계

19,800,000원 감액
30,374,000원 감액
47,000,000원 감액
19,800,000원 감액
16,487,000원 감액
1,700,000원 감액

15,860,000원 감액
51,600,000원 증액
2,000,000원 증액
3,195,800원 감액
3,700,000원 감액

104,316,800원 감액

[4323]실험실습비 666,608,780 487,973,973 △178,634,807
학과 실험실습 재료비
학과 현장실습 지원비

소   계

154,849,625원 감액
23,785,182원 감액

178,634,807원 감액

[4325]학생지원비 883,705,910 606,708,887 △276,997,023

해외교류 및 해외취업프로그램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지원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학과별 학생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타 학생지원 프로그램

소   계

32,584,800원 감액
36,250,000원 감액
8,008,170원 감액

203,670,713원 감액
3,516,660원 증액

276,997,023원 감액

[4329]기타학생경비 1,000,000 974,460 △25,540

[4400]교육외비용 14,100,000 17,600,000 3,500,000

[4420]기타교육외비용 14,100,000 17,600,000 3,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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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과    목 2015년 1차
추경예산(A)

2015년 최종
추경예산(B)

증(△)감

(B-A)
산출근거

[4421]잡손실 14,100,000 17,600,000 3,500,000
취창업 관련 잡손실
특성화사업 잡손실

소   계

500,000원 감액
3,000,000원 감액
3,500,000원 감액

[4500]전출금 1,000 1,182,000,000 1,181,999,000

[4510]전출금 1,000 1,182,000,000 1,181,999,000

[4519]비등록금회계전출금 1,000 1,182,000,000 1,181,999,000 건축물 감가상각비 1,181,999,000원 증액

[4600]예비비 100,000,000 30,000,000 △70,000,000

[4610]예비비 100,000,000 30,000,000 △70,000,000

[4611]예비비 100,000,000 30,000,000 △70,000,000 예비비 70,000,000원 감액

[1300]고정자산매입지출 298,721,000 3,192,741,706 2,894,020,706

[1310]기유형고정자산지출 298,721,000 3,192,741,706 2,894,020,706

[1312]건물매입비 2,900,000,000 2,900,000,000 교육용 건물 매입 2,900,000,000원 증액

[1314]기계기구매입비 166,720,000 165,462,906 △1,257,094

학과별 기자재 구입
공용강의실 기자재 교체
행정부서 기자재 구입

소   계

1,100,134원 감액
5,000,000원 감액
4,843,040원 증액
1,257,094원 감액

[1315]집기비품매입비 42,000,000 37,277,800 △4,722,200 학과별 집기비품 구입 4,722,200원 감액

[1316]차량운반구매입비 1,000 1,000 -

[1317]도서구입비 90,000,000 90,000,000 -

합  계 20,146,910,540 25,542,912,386 5,396,001,846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6,289,539,382 604,727,080 △5,684,812,302

[1100]기말유동자산 14,058,044,681 7,285,131,173 △6,772,913,508

[1110]유동자금 14,015,766,461 7,242,852,953 △6,772,91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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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과    목 2015년 1차
추경예산(A)

2015년 최종
추경예산(B)

증(△)감

(B-A)
산출근거

[1120]기타유동자산 42,278,220 42,278,220 -

[2100]기말유동부채 7,768,505,299 6,680,404,093 △1,088,101,206

[2120]예수금 63,588,574 98,885,393 35,296,819

[2130]선수금 7,704,916,725 6,581,518,700 △1,123,398,025

자 금 지 출 총 계 26,436,449,922 26,147,639,466 △288,81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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