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지    출

(단위 : 원)

관 항 목

[4100]보수 545,230,500 538,055,450 △7,175,050

[4110]교원보수 296,870,000 296,997,000 127,000

[4111]교원급여 -

[4112]교원상여금 6,300,000 6,300,000 -

[4113]교원각종수당 51,400,000 42,980,000 △8,420,000 교원각종수당 8,420,000원 감액

[4114]교원법정부담금 55,000,000 55,000,000 -

    [411401]교원사학연금부담금 55,000,000 55,000,000 -

    [411402]교원국민연금부담금 -

    [411403]교원건강보험금 -

    [411404]교원산재고용보험부담금 -

    [411405]교원퇴직수당보험금 -

[4115]시간강의료 184,170,000 192,717,000 8,547,000 시간강의료 8,547,000원 증액

[4116]특별강의료 -

[4117]교원퇴직금 -

[4118]조교퇴직금 -

[4120]직원보수 248,360,500 241,058,450 △7,302,050

[4121]직원급여 85,040,000 85,306,970 266,970 직원급여 266,970원 증액

[4122]직원상여금 14,600,000 14,750,000 150,000 기숙사 직원상여금 150,000원 증액

과    목 2017년
1차추경예산(A)

2017년
최종추경예산

(B)

증(△)감

(B-A)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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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과    목 2017년
1차추경예산(A)

2017년
최종추경예산

(B)

증(△)감

(B-A)
산출근거

[4123]직원각종수당 74,260,500 76,378,260 2,117,760 직원각종수당 2,117,760원 증액

[4124]직원법정부담금 39,880,000 34,363,220 △5,516,780

    [412401]직원사학연금부담금 25,000,000 25,163,000 163,000 직원사학연금부담금 163,000원 증액

    [412402]직원국민연금부담금 3,600,000 1,518,600 △2,081,400 직원국민연금부담금 2,081,400원 감액

    [412403]직원건강보험금 11,280,000 7,681,620 △3,598,380 직원건강보험금 3,598,380원 감액

    [412404]직원산재고용보험부담금 -

[4125]임시직인건비 15,600,000 15,600,000 -

[4126]노임 6,720,000 5,640,000 △1,080,000 사회교육원 청소노임 1,080,000원 감액

[4127]직원퇴직금 12,260,000 9,020,000 △3,240,000 퇴직금 3,240,000원 증액

[4200]관리운영비 646,859,314 766,766,654 119,907,340

[4210]시설관리비 198,680,394 421,782,584 223,102,190

[4211]건축물관리비 84,067,854 309,988,154 225,920,300

도서관 이전 및 리모델링
차박물관 항온항습기
기숙사 1호관 스피드게이드 설치 및 난방기 부품
사회교육원 건축물관리비

합  계

75,500,000원 증액
73,600,000원 증액
77,000,000원 증액

179,700원 감액
225,920,300원 증

액

[4212]장비관리비 28,414,680 23,734,570 △4,680,110 장비관리비 4,680,110원 감액

[4213]조경관리비 1,000 1,000 -

[4214]박물관관리비 1,000 1,000 -

[4215]시설용역비 82,427,360 84,527,360 2,100,000 기숙사 경비 및 미화용역 2,100,000원 증액

[4216]보험료 559,200 559,200 -

[4217]리스,임차료 1,000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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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과    목 2017년
1차추경예산(A)

2017년
최종추경예산

(B)

증(△)감

(B-A)
산출근거

[4219]기타시설관리비 3,208,300 2,970,300 △238,000 사회교육원 저수조청소 238,000원 감액

[4220]일반관리비 237,376,920 186,296,390 △51,080,530

[4221]여비교통비 6,000,000 400,400 △5,599,600 여비교통비 5,599,600원 감액

[4222]차량유지비 1,000 1,000 -

[4223]소모품비 28,000,000 14,301,960 △13,698,040 소모품비 13,698,040원 감액

[4224]인쇄출판비 3,000,000 △3,000,000 인쇄출판비 3,000,000원 감액

[4225]난방비 103,200,000 77,949,120 △25,250,880 기숙사 도시가스 및 유류대 20,000,000원 감액

[4226]전기수도료 85,200,000 84,188,570 △1,011,430 사회교육원 전기요금 1,011,430원 감액

[4227]통신비 3,575,920 2,005,340 △1,570,580 통신비 1,570,580원

[4228]각종세금,공과금 1,100,000 1,100,000 -

[4229]지급수수료 7,300,000 6,350,000 △950,000 사회교육원 지급수수료 950,000원 감액

[4230]운영비 210,802,000 158,687,680 △52,114,320

[4231]복리후생비 4,000,000 3,050,000 △950,000 사회교육원 복리후생비 950,000원 감액

[4232]교육훈련비 3,000,000 3,579,400 579,400 사회교육원 교육훈련비 579,400원 증액

[4233]일반용역비 1,000 1,000 -

[4234]업무추진비 1,000 1,000 -

[4235]홍보비 490,000 200,000 △290,000 사회교육원 홍보비 290,000원 감액

[4236]회의비 1,000,000 △1,000,000 사회교육원 회의비 1,000,000원 감액

[4237]행사비 12,000,000 9,774,280 △2,225,720 행사비 2,225,720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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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과    목 2017년
1차추경예산(A)

2017년
최종추경예산

(B)

증(△)감

(B-A)
산출근거

[4239]기타운영비 190,310,000 142,082,000 △48,228,000 기타운영비 48,228,000원 감액

[4300]연구∙학생경비 7,775,904,000 7,380,367,122 △395,536,878

[4310]연구비 2,000 2,000 -

[4311]연구비 1,000 1,000 -

[4312]연구관리비 1,000 1,000 -

[4320]학생경비 7,637,202,000 7,247,705,302 △389,496,698

[4321]교외장학금 7,600,000,000 7,214,511,092 △385,488,908 교외장학금
385,488,908원 감

액

[4322]교내장학금 37,200,000 33,192,210 △4,007,790 교내장학금 4,007,790원 감액

[4323]실험실습비 -

[4325]학생지원비 1,000 1,000 -

[4329]기타학생경비 1,000 1,000 -

[4330]입시관리비 138,700,000 132,659,820 △6,040,180

[4331]입시수당 58,000,000 43,100,000 △14,900,000 입시수당 14,900,000원 감액

[4332]입시경비 80,700,000 89,559,820 8,859,820 입시경비 8,859,820원 증액

[4400]교육외비용 18,300,000 21,783,473 3,483,473

[4420]기타교육외비용 18,300,000 21,783,473 3,483,473

[4421]잡손실 18,300,000 21,783,473 3,483,473 잡손실 3,483,473원 증액

[4500]전출금 -

[4510]전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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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추경예산(A)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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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
산출근거

[4518]등록금회계전출금 -

[4519]비등록금회계전출금 -

[4540]산단및학교기업전출금 -

[4541]산학협력단전출금 -

[4600]예비비 50,000,000 50,000,000 -

[4610]예비비 50,000,000 50,000,000 -

[4611]예비비 50,000,000 50,000,000 -

[1200]투자와기타자산지출 1,701,221,000 2,503,098,000 801,877,000

[1220]투자자산지출 -

[1221]투자유가증권매입대 -

[1229]기타투자자산지출 -

[1240]기타자산지출 2,000 2,000 -

[1241]전신전화보증금지출 1,000 1,000 -

[1242]임차보증금지출 1,000 1,000 -

[1249]기타자산지출 -

[1250]원금보존기금인출적립 -

[1252]원금보존연구기금적립 -

[1253]원금보존건축기금적립 -

[1254]원금보존장학기금적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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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과    목 2017년
1차추경예산(A)

2017년
최종추경예산

(B)

증(△)감

(B-A)
산출근거

[1255]원금보존기타기금적립 -

[1260]임의기금적립 1,701,219,000 2,503,096,000 801,877,000

[1262]임의연구기금적립 1,000 500,001,000 500,000,000 임의연구기금
500,000,000원 증

액

[1263]임의건축기금적립 1,596,716,000 1,599,793,000 3,077,000 임의건축기금 3,077,000원 증액

[1264]임의장학기금적립 46,108,000 44,908,000 △1,200,000 임의장학기금 1,200,000원 감액

[1265]임의퇴직기금적립 6,500,000 306,500,000 300,000,000 임의퇴직기금
300,000,000원 증

액

[1266]임의특정목적기금적립 51,894,000 51,894,000 -

[1300]고정자산매입지출 59,007,000 53,406,480 △5,600,520

[1310]기유형고정자산지출 59,007,000 53,406,480 △5,600,520

[1311]토지매입비 1,000 1,000 -

[1312]건물매입비 1,000 1,000 -

[1313]구축물매입비 1,000 1,000 -

[1314]기계기구매입비 24,000,000 3,401,170 △20,598,830 기계기구매입비 20,598,830원 감액

[1315]집기비품매입비 10,001,000 34,089,310 24,088,310 집기비품매입비 24,088,310원 증액

[1316]차량운반구매입비 1,000 1,000 -

[1317]도서구입비 25,000,000 15,910,000 △9,090,000 도서구입비 9,090,000원 감액

[1318]박물관유물구입비 1,000 1,000 -

[1319]건설가계정 1,000 1,000 -

[2100]유동부채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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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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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B-A)
산출근거

[2110]단기차입금 -

[2111]단기차입금상환 -

[2200]고정부채상환 1,000 1,000 -

[2220]기타고정부채 1,000 1,000 -

[2221]임대보증금환급 1,000 1,000 -

[2229]기타고정부채상환 -

합  계 10,796,522,814 11,313,478,179 516,955,365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830,436,994 1,009,214,241 178,777,247

[1100]기말유동자산 1,381,034,501 1,559,811,748 178,777,247

[1110]유동자금 1,268,208,631 1,446,985,878 178,777,247

[1120]기타유동자산 112,825,870 112,825,870 -

[2100]기말유동부채 550,597,507 550,597,507 -

[2120]예수금 136,331,440 136,331,440 -

[2130]선수금 414,266,067 414,266,067 -

[2140]기타유동부채 -

자 금 지 출 총 계 11,626,959,808 12,322,692,420 695,73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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