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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    출

(단위 : 원)

관 항 목

[4100]보수 544,162,000 557,607,390 13,445,390

[4110]교원보수 297,022,000 310,571,000 13,549,000

[4111]교원급여 1,000 1,000 -

[4112]교원상여금 6,300,000 6,300,000 -

[4113]교원각종수당 60,600,000 49,200,000 △11,400,000 사회교육원 지도 수당 11,400,000원 감액

[4114]교원법정부담금 65,000,000 78,000,000 13,000,000

    [411401]교원사학연금부담금 65,000,000 78,000,000 13,000,000 교원 사학연금부담금 13,000,000원 증액

[4115]시간강의료 160,000,000 176,329,000 16,329,000
사회교육원 시간강사 강의료
사서교육원 시간강사 강의료

소    계

20,169,000원 증액
3,840,000원 감액

16,329,000원 증액

[4116]특별강의료 5,120,000 740,000 △4,380,000 관광서비스교육원 강의료 4,380,000원 감액

[4117]교원퇴직금 1,000 1,000 -

[4120]직원보수 247,140,000 247,036,390 △103,610

[4121]직원급여 77,200,000 81,810,000 4,610,000 기숙사 및 사회교육원 직원 급여 4,610,000원 증액

[4122]직원상여금 24,300,000 24,000,000 △300,000 기숙사 직원 상여금 300,000원 감액

[4123]직원각종수당 62,400,000 60,935,900 △1,464,100 기숙사 및 사회교육원 직원 수당 1,464,100원 감액

[4124]직원법정부담금 35,920,000 37,884,830 1,964,830

    [412401]직원사학연금부담금 25,000,000 29,000,000 4,000,000 직원 사학연금 부담금 4,000,000원 증액

    [412402]직원국민연금부담금 3,840,000 3,102,880 △737,120 직원 국민연금 부담금 737,120원 감액

과    목 2015년 1차
추경예산(A)

2015년 최종
추경예산(B)

증(△)감
(B-A)

산출근거



- 6 - 2015 비등록금회계 최종 추경자금예산서(지출)

관 항 목

과    목 2015년 1차
추경예산(A)

2015년 최종
추경예산(B)

증(△)감
(B-A)

산출근거

    [412403]직원건강보험금 7,080,000 5,781,950 △1,298,050 직원 건강보험금 1,298,050원 감액

[4125]임시직인건비 26,400,000 26,400,000 -

[4126]노임 15,520,000 8,560,000 △6,960,000 사회교육원 노임 6,960,000원 감액

[4127]직원퇴직금 5,400,000 7,445,660 2,045,660 직원 퇴직금 2,045,660원 증액

[4200]관리운영비 984,187,000 1,211,150,368 226,963,368

[4210]시설관리비 595,972,000 888,567,200 292,595,200

[4211]건축물관리비 479,508,000 773,968,000 294,460,000
사회교육원 건축물 관리비
기숙사 건축물 관리비

소   계

10,540,000원 감액
305,000,000원 증액
294,460,000원 증액

[4212]장비관리비 42,354,000 40,658,000 △1,696,000 사회교육원 각종 장비 유지보수  1,696,000원 감액

[4213]조경관리비 1,000 1,000 -

[4214]박물관관리비 1,000 1,000 -

[4215]시설용역비 69,870,000 69,961,500 91,500

[4216]보험료 1,100,000 1,007,700 △92,300

[4217]리스,임차료 1,000 1,000 -

[4219]기타시설관리비 3,137,000 2,969,000 △168,000 사회교육원 시설 관리비 168,000원 감액

[4220]일반관리비 252,524,000 216,525,470 △35,998,530

[4221]여비교통비 4,000,000 670,400 △3,329,600 직무관련 국내외 출장경비 3,329,600원 감액

[4222]차량유지비 1,000 1,000 -

[4223]소모품비 28,700,000 26,457,000 △2,243,000 행정부서 업무용 소모품 2,243,000원 감액

[4224]인쇄출판비 1,375,000 47,300 △1,327,700 행정부서 업무용 각종 제본 1,327,700원 감액



- 7 - 2015 비등록금회계 최종 추경자금예산서(지출)

관 항 목

과    목 2015년 1차
추경예산(A)

2015년 최종
추경예산(B)

증(△)감
(B-A)

산출근거

[4225]난방비 139,212,000 108,031,350 △31,180,650 기숙사 및 사회교육원 도시가스 및 난방비 31,180,650원 감액

[4226]전기수도료 72,400,000 76,512,860 4,112,860 기숙사 및 사회교육원 전기수도료 4,112,860원 증액

[4227]통신비 3,586,000 2,051,560 △1,534,440 행정부서 전화요금 및 수신료 1,534,440원 감액

[4228]각종세금,공과금 1,300,000 1,000,000 △300,000 제세공과금 300,000원 감액

[4229]지급수수료 1,950,000 1,754,000 △196,000

[4230]운영비 135,691,000 106,057,698 △29,633,302

[4231]복리후생비 13,200,000 10,958,800 △2,241,200 기숙사 및 사회교육원 복리후생비 2,241,200원 감액

[4232]교육훈련비 5,100,000 3,042,400 △2,057,600 교직원 직무관련 연수비 2,057,600원 감액

[4233]일반용역비 1,000 1,000 -

[4236]회의비 2,100,000 1,764,000 △336,000 행정부서 회의비 336,000원 감액

[4237]행사비 4,500,000 3,421,280 △1,078,720 사회교육원 및 사서교육원 행사비 1,078,720원 감액

[4239]기타운영비 110,790,000 86,870,218 △23,919,782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행정부서 각종 기타 운영비

소   계

10,140,000원 감액
13,779,782원 감액
23,919,782원 감액

[4300]연구∙학생경비 7,420,636,500 7,081,050,068 △339,586,432

[4310]연구비 2,000 2,000 -

[4311]연구비 1,000 1,000 -

[4312]연구관리비 1,000 1,000 -

[4320]학생경비 7,314,634,500 6,963,115,978 △351,518,522

[4321]교외장학금 7,272,934,500 6,927,229,020 △345,705,480

국가장학금I유형
국가장학금Ⅱ유형
국가근로장학금
산학협력단외래장학금

소   계

144,155,700원 감액
50,000,000원 감액

100,000,000원 감액
51,549,780원 감액

345,705,480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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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과    목 2015년 1차
추경예산(A)

2015년 최종
추경예산(B)

증(△)감
(B-A)

산출근거

[4322]교내장학금 41,700,000 35,886,958 △5,813,042

백성장학금
사서장학금
사회교육원장학금

소   계

651,442원 감액
2,338,000원 감액
2,823,600원 감액
2,989,442원 감액

[4330]입시관리비 106,000,000 117,932,090 11,932,090

[4331]입시수당 42,000,000 35,541,000 △6,459,000 입시 사정 수당 6,459,000원 감액

[4332]입시경비 64,000,000 82,391,090 18,391,090

사서교육원 입시 경비
인터넷 위탁 수수료
신문광고
면접고사비 외 기타 입시경비

소   계

987,910원 감액
20,770,000원 증액
11,000,000원 증액
12,391,000원 감액
18,391,090원 감액

[4400]교육외비용 16,500,000 16,308,640 △191,360

[4420]기타교육외비용 16,500,000 16,308,640 △191,360

[4421]잡손실 16,500,000 16,308,640 △191,360 잡손실 191,360원 감액

[4600]예비비 50,000,000 20,000,000 △30,000,000

[4610]예비비 50,000,000 20,000,000 △30,000,000

[4611]예비비 50,000,000 20,000,000 △30,000,000

[1200]투자와기타자산지출 7,000 3,682,004,000 3,681,997,000

[1240]기타자산지출 2,000 2,000 -

[1241]전신전화보증금지출 1,000 1,000 -

[1242]임차보증금지출 1,000 1,000 -

[1260]임의기금적립 5,000 3,682,002,000 3,681,997,000

[1262]임의연구기금적립 1,000 1,000 -

[1263]임의건축기금적립 1,000 2,982,000,000 2,981,999,000 건축기금 적립금 2,981,999,000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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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과    목 2015년 1차
추경예산(A)

2015년 최종
추경예산(B)

증(△)감
(B-A)

산출근거

[1264]임의장학기금적립 1,000 300,000,000 299,999,000 장학기금 적립금 299,999,000원 증액

[1265]임의퇴직기금적립 1,000 400,000,000 399,999,000 퇴직기금 적립금 399,999,000원 증액

[1266]임의기타기금적립 1,000 1,000 -

[1300]고정자산매입지출 24,007,000 7,000 △24,000,000

[1310]기유형고정자산지출 24,007,000 7,000 △24,000,000

[1311]토지매입비 1,000 1,000 -

[1312]건물매입비 1,000 1,000 -

[1313]구축물매입비 1,000 1,000 -

[1314]기계기구매입비 14,000,000 - △14,000,000 사서교육원 및 사회교육원 기계기구구입 14,000,000원 감액

[1315]집기비품매입비 1,000 1,000 -

[1316]차량운반구매입비 1,000 1,000 -

[1317]도서구입비 10,000,000 - △10,000,000 사서교육원 도서구입 10,000,000원 감액

[1318]박물관유물구입비 1,000 1,000 -

[1319]건설가계정 1,000 1,000 -

합  계 9,039,499,500 12,568,127,466 3,528,627,966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3,452,185,428 760,701,950 △2,691,483,478

[1100]기말유동자산 3,986,918,449 1,311,299,457 △2,675,618,992

[1110]유동자금 3,874,092,579 1,198,473,587 △2,675,618,992

[1120]기타유동자산 112,825,870 112,825,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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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과    목 2015년 1차
추경예산(A)

2015년 최종
추경예산(B)

증(△)감
(B-A)

산출근거

[2100]기말유동부채 534,733,021 550,597,507 15,864,486

[2120]예수금 142,414,127 136,331,440 △6,082,687

[2130]선수금 392,318,894 414,266,067 21,947,173

[2140]기타유동부채 -

자 금 지 출 총 계 12,491,684,928 13,328,829,416 837,14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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