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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    출

(단위 : 원)

관 항 목

[4100]보수 10,183,540,090 10,105,801,090 △77,739,000

[4110]교원보수 7,094,819,090 7,040,680,090 △54,139,000

[4111]교원급여 3,651,100,000 3,651,100,000 -

[4112]교원상여금 940,000,000 930,000,000 △10,000,000 교원 상여금 10,000,000원 감액

[4113]교원각종수당 953,940,000 945,836,000 △8,104,000 전임교원 초과및야간수당 8,104,000원 감액

[4114]교원법정부담금 417,426,170 392,826,170 △24,600,000

    [411401]교원사학연금부담금 224,600,000 204,000,000 △20,600,000 사학연금 부담금 20,600,000원 감액

    [411402]교원국민연금부담금 9,000,000 9,000,000 -

    [411403]교원건강보험금 111,600,000 107,600,000 △4,000,000 건강보험금 4,000,000원 감액

    [411404]교원고용산재보험금 11,500,000 11,500,000 -

    [411405]교원퇴직수당보험금 60,726,170 60,726,170 -

[4115]시간강의료 1,015,375,000 1,013,940,000 △1,435,000 외래교원 강의료 1,435,000원 감액

[4116]특별강의료 17,480,000 12,480,000 △5,000,000 응급처치사업 강의료 5,000,000원 감액

[4117]교원퇴직금 99,497,920 94,497,920 △5,000,000 초빙교원 퇴직금 5,000,000원 감액

[4120]직원보수 3,088,721,000 3,065,121,000 △23,600,000

[4121]직원급여 1,940,720,000 1,910,720,000 △30,000,000 교직원 급여 30,000,000원 감액

[4122]직원상여금 140,000,000 140,000,000 -

[4123]직원각종수당 585,000,000 601,000,000 16,000,000 교직원 수당 16,000,000원 증액

[4124]직원법정부담금 280,000,000 271,400,000 △8,600,000

과    목 2016년 2차
추경예산(A)

2016년 최종
추경예산(B)

증(△)감

(B-A)
산출근거



- 4 - 2016 등록금회계 최종 추경 자금예산서(지출)

관 항 목

과    목 2016년 2차
추경예산(A)

2016년 최종
추경예산(B)

증(△)감

(B-A)
산출근거

    [412401]직원사학연금부담금 110,600,000 103,000,000 △7,600,000 사학연금 부담금 7,600,000원 감액

    [412402]직원국민연금부담금 51,200,000 50,200,000 △1,000,000 국민연금 부담금 1,000,000원 감액

    [412403]직원건강보험금 90,000,000 90,000,000 -

    [412404]직원고용산재보험금 28,200,000 28,200,000 -

[4125]임시직인건비 1,000 1,000 -

[4126]노임 32,000,000 31,000,000 △1,000,000 주차관리 노임 1,000,000원 감액

[4127]직원퇴직금 111,000,000 111,000,000 -

[4200]관리운영비 4,687,538,822 4,496,984,002 △190,554,820

[4210]시설관리비 2,397,623,400 2,317,260,400 △80,363,000

[4211]건축물관리비 1,450,000,000 1,400,000,000 △50,000,000 건축물 공사 50,000,000원 감액

[4212]장비관리비 433,630,000 433,267,000 △363,000 행정부서 장비관리 363,000원 감액

[4213]조경관리비 12,000,000 12,000,000 -

[4214]박물관관리비 10,012,000 10,012,000 -

[4215]시설용역비 419,798,000 389,798,000 △30,000,000 도시계획시설사업용역비 30,000,000원 감액

[4216]보험료 23,944,100 23,944,100 -

[4217]리스,임차료 17,700,000 17,700,000 -

[4219]기타시설관리비 30,539,300 30,539,300 -

[4220]일반관리비 939,331,902 882,468,212 △56,863,690

[4221]여비교통비 55,264,710 60,565,240 5,300,530 해외교류 및 직무관련 출장경비 5,300,530원 증액

[4222]차량유지비 57,000,000 57,000,000 -

[4223]소모품비 163,340,362 145,097,352 △18,243,010 행정부서 및 학과 각종 소모품 18,243,010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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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과    목 2016년 2차
추경예산(A)

2016년 최종
추경예산(B)

증(△)감

(B-A)
산출근거

[4224]인쇄출판비 12,426,440 11,643,560 △782,880 각종 제본 경비 782,880원 감액

[4225]난방비 159,000,000 125,000,000 △34,000,000 도시가스 요금 34,000,000원 감액

[4226]전기수도료 282,000,000 298,500,000 16,500,000 전기요금 인상분 16,500,000원 증액

[4227]통신비 122,180,000 106,110,670 △16,069,330 전화요금 16,069,330원 감액

[4228]각종세금,공과금 33,948,000 26,898,000 △7,050,000 각종 세금 7,050,000원 감액

[4229]지급수수료 54,172,390 51,653,390 △2,519,000 각종 지급 수수료 2,519,000원 감액

[4230]운영비 1,350,583,520 1,297,255,390 △53,328,130

[4231]복리후생비 41,151,900 31,008,700 △10,143,200 교직원 복리후생비 10,143,200원 감액

[4232]교육훈련비 102,590,520 83,619,350 △18,971,170 교원 및 직원 연수 18,971,170원 감액

[4233]일반용역비 124,120,000 123,120,000 △1,000,000 기타용역비 1,000,000원 감액

[4234]업무추진비 66,584,960 66,584,960 -

[4235]홍보비 632,032,690 628,727,500 △3,305,190 홍보기념품 구입 외 3,305,190원 감액

[4236]회의비 12,439,500 10,836,600 △1,602,900 행정부서별 회의비 1,602,900원 감액

[4237]행사비 194,952,780 181,022,770 △13,930,010 각종 행사비 13,930,010원 감액

[4239]기타운영비 176,711,170 172,335,510 △4,375,660 행정부서 기타운영비 4,375,660원 감액

[4300]연구∙학생경비 3,936,720,700 3,793,315,803 △143,404,897

[4310]연구비 98,900,000 83,500,000 △15,400,000

[4311]연구비 89,500,000 75,100,000 △14,400,000 교원 연구비 14,400,000원 감액

[4312]연구관리비 9,400,000 8,400,000 △1,000,000 논문집 제작비 1,000,000원 감액

[4320]학생경비 3,837,820,700 3,709,815,803 △128,004,897

[4322]교내장학금 2,613,950,000 2,597,954,000 △15,996,000 교내 학생 장학금 15,996,000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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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과    목 2016년 2차
추경예산(A)

2016년 최종
추경예산(B)

증(△)감

(B-A)
산출근거

[4323]실험실습비 492,538,250 436,172,080 △56,366,170
학과별 실험실습 재료비
학과별 현장실습비

합    계

50,285,100원 감액
6,081,070원 감액

56,366,170원 감액

[4325]학생지원비 730,332,450 674,695,573 △55,636,877 학과별 학생지원 프로그램 운영 55,636,877원 감액

[4329]기타학생경비 1,000,000 994,150 △5,850 기타학생경비 5,850원 감액

[4400]교육외비용 27,700,000 28,600,000 900,000

[4420]기타교육외비용 27,700,000 28,600,000 900,000

[4421]잡손실 27,700,000 28,600,000 900,000 잡손실 900,000원 증액

[4500]전출금 1,182,000,000 1,182,000,000 -

[4510]전출금 1,182,000,000 1,182,000,000 -

[4519]비등록금회계전출금 1,182,000,000 1,182,000,000 -

[4600]예비비 20,000,000 20,000,000 -

[4610]예비비 20,000,000 20,000,000 -

[4611]예비비 20,000,000 20,000,000 -

[1300]고정자산매입지출 4,517,338,670 4,482,063,009 △35,275,661

[1310]기유형고정자산지출 4,517,338,670 4,482,063,009 △35,275,661

[1312]건물매입비 2,900,000,000 2,900,000,000 -

[1314]기계기구매입비 293,226,391 257,010,730 △36,215,661 학과 실습기자재 구입 외 36,215,661원 감액

[1315]집기비품매입비 133,461,279 134,401,279 940,000 그룹웨어 업그레이드 외 940,000원 증액

[1316]차량운반구매입비 110,001,000 110,001,000 -

[1317]도서구입비 67,000,000 67,000,000 -

[1318]박물관유물구입비 -

[1319]건설가계정 1,013,650,000 1,013,6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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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과    목 2016년 2차
추경예산(A)

2016년 최종
추경예산(B)

증(△)감

(B-A)
산출근거

합  계 24,554,838,282 24,108,763,904 △446,074,378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141,115,624 285,200,086 426,315,710

[1100]기말유동자산 6,498,857,509 6,925,173,219 426,315,710

[1110]유동자금 6,456,579,289 6,882,894,999 426,315,710

[1120]기타유동자산 42,278,220 42,278,220 -

[2100]기말유동부채 6,639,973,133 6,639,973,133 -

[2120]예수금 58,454,433 58,454,433 -

[2130]선수금 6,581,518,700 6,581,518,700 -

자 금 지 출 총 계 24,413,722,658 24,393,963,990 △19,75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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