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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    출

(단위 : 원)

관 항 목

[4100]보수 10,105,801,090 10,228,201,000 122,399,910

[4110]교원보수 7,040,680,090 6,988,600,000 △52,080,090

[4111]교원급여 3,651,100,000 3,652,000,000 900,000

총장급여(1명)
교수(26명)
부교수(16명)
조교수(32명)
정기승급분
겸초빙교원

합    계

69,300,000원
1,595,976,400원

643,794,720원
1,108,928,880원

12,000,000원
222,000,000원

3,652,000,000원

[4112]교원상여금 930,000,000 880,000,000 △50,000,000 정근수당, 효도휴가비 및 성과상여금 외 880,000,000원

[4113]교원각종수당 945,836,000 957,000,000 11,164,000

업적평가 성과수당
전임교원 초과 및 야간수당
교원 제수당

합    계

75,000,000원
22,000,000원

860,000,000원
957,000,000원

[4114]교원법정부담금 392,826,170 416,600,000 23,773,830

    [411401]교원사학연금부담금 204,000,000 208,000,000 4,000,000 교원 사학연금 부담금 208,000,000원

    [411402]교원국민연금부담금 9,000,000 12,000,000 3,000,000 교원 국민연금 부담금 12,000,000원

    [411403]교원건강보험금 107,600,000 118,800,000 11,200,000 교원 건강보험금 118,800,000원

    [411404]교원고용산재보험금 11,500,000 12,800,000 1,300,000 교원 고용산재보험금 12,800,000원

    [411405]교원퇴직수당보험금 60,726,170 65,000,000 4,273,830 교원 퇴직수당보험금 65,000,000원

[4115]시간강의료 1,013,940,000 1,048,000,000 34,060,000
외래교원 강의료
비학위전공심화 강의료

합    계

1,038,000,000원
10,000,000원

1,048,000,000원

[4116]특별강의료 12,480,000 10,000,000 △2,480,000

계절학기 강사료
신입생특강 프로그램 강의료
성폭력및집단상담프로그램 강의료

합    계

5,400,000원
4,000,000원

600,000원
10,000,000원

과    목 2016년 최종
추경예산(A)

2017년
본예산(B)

증(△)감

(B-A)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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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과    목 2016년 최종
추경예산(A)

2017년
본예산(B)

증(△)감

(B-A)
산출근거

[4117]교원퇴직금 94,497,920 25,000,000 △69,497,920 초빙교원 퇴직금 25,000,000원

[4120]직원보수 3,065,121,000 3,239,601,000 174,480,000

[4121]직원급여 1,910,720,000 1,998,000,000 87,280,000

일반직직원
계약직사무직원
기타계약직직원
정기승급분

합    계

793,800,000원
1,072,200,000원

120,000,000원
12,000,000원

1,998,000,000원

[4122]직원상여금 140,000,000 150,000,000 10,000,000 명절효도휴가비 150,000,000원

[4123]직원각종수당 601,000,000 672,600,000 71,600,000
업적평가 성과수당
장기근속수당 및 각종제수당

합    계

30,000,000원
642,600,000원
672,600,000원

[4124]직원법정부담금 271,400,000 305,200,000 33,800,000

    [412401]직원사학연금부담금 103,000,000 124,000,000 21,000,000 직원 사학연금 부담금 124,000,000원

    [412402]직원국민연금부담금 50,200,000 52,800,000 2,600,000 직원 국민연금 부담금 52,800,000원

    [412403]직원건강보험금 90,000,000 98,400,000 8,400,000 직원 건강보험금 98,400,000원

    [412404]직원고용산재보험금 28,200,000 30,000,000 1,800,000 직원 고용산재보험금 30,000,000원

[4125]임시직인건비 1,000 1,000 - 과목존치 1,000원

[4126]노임 31,000,000 33,800,000 2,800,000
교내환경정리노임
교내주차관리노임

합    계

16,200,000원
17,600,000원
33,800,000원

[4127]직원퇴직금 111,000,000 80,000,000 △31,000,000 직원 퇴직금 80,000,000원

[4200]관리운영비 4,496,984,002 3,606,514,800 △890,469,202

[4210]시설관리비 2,317,260,400 1,423,216,800 △894,043,600

[4211]건축물관리비 1,400,000,000 560,000,000 △840,000,000

건물내외보수
장애인복지시설확충
냉난방시스템유지보수
재난안전관리외

합    계

384,000,000원
30,000,000원
60,000,000원
86,000,000원

56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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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과    목 2016년 최종
추경예산(A)

2017년
본예산(B)

증(△)감

(B-A)
산출근거

[4212]장비관리비 433,267,000 392,594,800 △40,672,200

실습실 및 대학네트워크, 각종 전산 장비관리
오수정화시설유지보수
학과 장비관리 유지비
행정부서 장비관리 유지비

합    계

257,360,800원
76,630,000원
26,288,000원
32,316,000원

392,594,800원

[4213]조경관리비 12,000,000 9,600,000 △2,400,000
수목구입비
수목관리비

합    계

6,600,000원
3,000,000원
9,600,000원

[4214]박물관관리비 10,012,000 11,012,000 1,000,000 유물보존처리 및 한복세탁비 외 11,012,000원

[4215]시설용역비 389,798,000 384,660,000 △5,138,000

청소용역료
경비용역료
쓰레기수거,반입료
도시계획시설사업
건물안전진단

합    계

240,400,000원
124,160,000원
16,100,000원
2,000,000원
2,000,000원

384,660,000원

[4216]보험료 23,944,100 23,300,000 △644,100

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
차량종합보험료
대학경영자책임보험
안전공제보험
도시계획시설사업 기간연장보험 외

합    계

8,000,000원
6,400,000원
7,000,000원
1,100,000원

800,000원
23,300,000원

[4217]리스,임차료 17,700,000 25,050,000 7,350,000 차량 리스 임차료 25,050,000원

[4219]기타시설관리비 30,539,300 17,000,000 △13,539,300

오수정화조청소
저수조 청소
의료폐기물 및 일반폐기물 처리

합    계

8,000,000원
6,000,000원
3,000,000원

17,000,000원

[4220]일반관리비 882,468,212 908,740,000 26,271,788

[4221]여비교통비 60,565,240 50,450,000 △10,115,240 직무관련 국내외 출장경비 50,450,000원

[4222]차량유지비 57,000,000 57,000,000 - 차량유류대 및 수리비, 통행료 등 57,000,000원

[4223]소모품비 145,097,352 152,956,000 7,858,648
학과 수업 및 업무용 소모품
행정부서 업무용 소모품

합    계

57,754,000원
95,202,000원

152,95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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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과    목 2016년 최종
추경예산(A)

2017년
본예산(B)

증(△)감

(B-A)
산출근거

[4224]인쇄출판비 11,643,560 8,180,000 △3,463,560 행정부서 업무용 각종 제본비 8,180,000원

[4225]난방비 125,000,000 133,000,000 8,000,000 도시가스 냉난방 및 심야전력 난방비 133,000,000원

[4226]전기수도료 298,500,000 294,000,000 △4,500,000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294,000,000원

[4227]통신비 106,110,670 107,950,000 1,839,330

전화요금
인터넷회선사용료
우편발송료 외

합    계

27,600,000원
60,000,000원
20,350,000원

107,950,000원

[4228]각종세금,공과금 26,898,000 27,800,000 902,000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비
환경개선부담금
각종 세금과 공과

합    계

12,000,000원
3,000,000원

12,800,000원
27,800,000원

[4229]지급수수료 51,653,390 77,404,000 25,750,610

공인회계사 외부감사수수료
인사노무업무자문수수료
국제교류자문수수료
각종평가 수수료
기타 각종 수수료

합    계

17,600,000원
5,280,000원
6,000,000원

38,000,000원
10,524,000원
77,404,000원

[4230]운영비 1,297,255,390 1,274,558,000 △22,697,390

[4231]복리후생비 31,008,700 36,100,000 5,091,300

당직비
TF팀 교직원 포상
교직원 경조금 외 기타 복리후생비

합    계

9,600,000원
15,000,000원
11,500,000원
36,100,000원

[4232]교육훈련비 83,619,350 85,400,000 1,780,650 교직원 직무, 교수법 세미나 및 연수 85,400,000원

[4233]일반용역비 123,120,000 52,120,000 △71,000,000 운전용역 및 기타용역 52,120,000원

[4234]업무추진비 66,584,960 58,100,000 △8,484,960

명예교수 업무추진비
내빈방문경비
후원 및 찬조금
산학협력 관련 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합    계

1,500,000원
12,000,000원
10,000,000원
17,000,000원
17,600,000원
58,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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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과    목 2016년 최종
추경예산(A)

2017년
본예산(B)

증(△)감

(B-A)
산출근거

[4235]홍보비 628,727,500 655,390,000 26,662,500

방송 및 신문, 기타광고비
기념품 제작
자유학기제운영
각종 홍보 행사 외
카렌다,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

합    계

282,440,000원
62,250,000원
30,000,000원

207,700,000원
73,000,000원

655,390,000원

[4236]회의비 10,836,600 16,540,000 5,703,400 행정부서별 각종 회의 16,540,000원

[4237]행사비 181,022,770 142,986,000 △38,036,770

취업간담회
해외의료봉사
학생자치활동행사
학과별 역량강화 행사
기타 각종 행사

합    계

15,000,000원
15,000,000원
40,800,000원
37,186,000원
35,000,000원

142,986,000원

[4239]기타운영비 172,335,510 227,922,000 55,586,490

학과별 산학협력활동 운영비
각종평가 준비 운영비
부서 및 학과 운영경비
만족도 조사비
취업활동비
중장기발전계획 및 재정운용계획 수립
행정부서별 각종 기타운영비

합    계

21,422,000원
19,000,000원
70,000,000원
7,000,000원

10,000,000원
50,000,000원
50,500,000원

227,922,000원

[4300]연구∙학생경비 3,793,315,803 3,736,395,000 △56,920,803

[4310]연구비 83,500,000 80,000,000 △3,500,000

[4311]연구비 75,100,000 71,000,000 △4,100,000 교원 연구비 71,000,000원

[4312]연구관리비 8,400,000 9,000,000 600,000 교내 논문집 제작 및 표절검사 연간이용권 9,000,000원

[4320]학생경비 3,709,815,803 3,656,395,000 △53,420,803

[4322]교내장학금 2,597,954,000 2,600,000,000 2,046,000 성적 및 한마음 장학 등 각종 교내장학금 2,600,000,000원

[4323]실험실습비 436,172,080 338,124,000 △98,048,080
현장실습 지원비
실험실습 재료 지원비

합    계

90,091,000원
248,033,000원
338,1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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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과    목 2016년 최종
추경예산(A)

2017년
본예산(B)

증(△)감

(B-A)
산출근거

[4325]학생지원비 674,695,573 718,270,000 43,574,427

학과별 재학생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동아리활동 및 보건실약품구입
시외통학버스운행지원비
재학생 취창업 프로그램 지원비
해외 학생교류 지원비

합    계

511,770,000원
13,500,000원

170,000,000원
10,000,000원
13,000,000원

718,270,000원

[4329]기타학생경비 994,150 1,000 △993,150 과목존치 1,000원

[4400]교육외비용 28,600,000 40,000,000 11,400,000

[4420]기타교육외비용 28,600,000 40,000,000 11,400,000

[4421]잡손실 28,600,000 40,000,000 11,400,000 자퇴생 등록금 환불 및 기타 잡손실 4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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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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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18]등록금회계전출금 -

[4519]비등록금회계전출금 1,182,000,000 1,000 △1,181,999,000 과목존치 1,000원

[4600]예비비 20,000,000 350,000,000 330,000,000

[4610]예비비 20,000,000 350,000,000 330,000,000

[4611]예비비 20,000,000 350,000,000 330,000,000 예비비 350,000,000원

[1300]고정자산매입지출 4,482,063,009 504,051,000 △3,978,012,009

[1310]기유형고정자산지출 4,482,063,009 504,051,000 △3,978,012,009

[1312]건물매입비 2,900,000,000 1,000 △2,899,999,000 과목존치 1,000원

[1314]기계기구매입비 257,010,730 285,250,000 28,239,270
학과별 기자재 구입
부서별 기자재 구입

합   계

160,000,000원
125,250,000원
285,2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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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과    목 2016년 최종
추경예산(A)

2017년
본예산(B)

증(△)감

(B-A)
산출근거

[1315]집기비품매입비 134,401,279 163,800,000 29,398,721

학과별 집기비품 구입
부서별 집기비품 구입
홈페이지 유지 등 각종 전산시스템 개선

합    계

40,000,000원
5,800,000원

118,000,000원
163,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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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7]도서구입비 67,000,000 55,000,000 △12,000,000 도서구입 55,000,000원

[1319]건설가계정 1,013,650,000 △1,013,650,000

합  계 24,108,763,904 18,465,162,800 △5,643,601,104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285,200,086 251,326,286 △33,873,800

[1100]기말유동자산 6,925,173,219 6,891,299,419 △33,873,800

[1110]유동자금 6,882,894,999 6,849,021,199 △33,87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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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93,963,990 18,716,489,086 △5,677,474,904


	등록금회계(지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