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지    출

(단위 : 원)

관 항 목

[4100]보수 10,158,451,000 9,776,064,210 △382,386,790

[4110]교원보수 6,938,450,000 6,709,604,430 △228,845,570

[4111]교원급여 3,652,000,000 3,619,500,000 △32,500,000 교원 인건비 32,500,000원 감액

[4112]교원상여금 880,000,000 880,000,000 -

[4113]교원각종수당 953,000,000 914,605,000 △38,395,000 교원각종수당 50,395,000원 감액

[4114]교원법정부담금 371,600,000 359,024,140 △12,575,860

    [411401]교원사학연금부담금 163,000,000 171,500,000 8,500,000 교원사학연금부담금 8,500,000원 증액

    [411402]교원국민연금부담금 12,000,000 6,583,810 △5,416,190 교원국민연금부담금 5,416,190원 감액

    [411403]교원건강보험금 118,800,000 108,800,000 △10,000,000 교원건강보험금 10,000,000원 감액

    [411404]교원산재고용보험부담금 12,800,000 11,200,000 △1,600,000 교원고용산재보험금 1,600,000원 감액

    [411405]교원퇴직수당보험금 65,000,000 60,940,330 △4,059,670 교원퇴직수당보험금 4,509,670원 감액

[4115]시간강의료 1,041,750,000 894,965,000 △146,785,000
외래교원 시간강의료
전공심화과정 시간강의료

합    계

143,035,000원 감액
3,750,000원 감액

146,785,000원 감액

[4116]특별강의료 15,100,000 16,700,000 1,600,000 계절학기 강의료 1,600,000원 증액

[4117]교원퇴직금 25,000,000 24,810,290 △189,710 초빙교원 퇴직금 189,710원 감액

[4118]조교퇴직금 -

[4120]직원보수 3,220,001,000 3,066,459,780 △153,541,220

[4121]직원급여 1,998,000,000 1,950,000,000 △48,000,000 직원 인건비 48,000,000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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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2]직원상여금 150,000,000 85,000,000 △65,000,000 직원상여금 65,000,000원 감액

[4123]직원각종수당 659,600,000 630,600,000 △29,000,000 직원각종수당 29,000,000원 감액

[4124]직원법정부담금 285,200,000 263,600,000 △21,600,000

    [412401]직원사학연금부담금 104,000,000 101,000,000 △3,000,000 직원사학연금부담금 3,000,000원 감액

    [412402]직원국민연금부담금 52,800,000 47,200,000 △5,600,000 직원국민연금부담금 5,600,000원 감액

    [412403]직원건강보험금 98,400,000 88,400,000 △10,000,000 직원건강보험금 10,000,000원 감액

    [412404]직원산재고용보험부담금 30,000,000 27,000,000 △3,000,000 직원산재고용보험부담금 3,000,000원 감액

[4125]임시직인건비 1,000 1,000 -

[4126]노임 32,200,000 31,958,780 △241,220 교내주차관리 노임 241,220원 감액

[4127]직원퇴직금 95,000,000 105,300,000 10,300,000 직원퇴직금 10,300,000원 증액

[4200]관리운영비 3,851,096,660 3,892,188,106 41,091,446

[4210]시설관리비 1,590,278,800 1,728,042,470 137,763,670

[4211]건축물관리비 609,920,000 781,320,000 171,400,000
건물내외보수공사
안전시설 보완작업비

합    계

174,400,000원 증액
3,000,000원 감액

171,400,000원 증액

[4212]장비관리비 502,806,800 464,202,740 △38,604,060 장비관리비 38,604,000원 감액

[4213]조경관리비 9,600,000 7,308,400 △2,291,600 수목 구입 및 관리비 2,291,600원 감액

[4214]박물관관리비 11,012,000 11,012,000 -

[4215]시설용역비 390,666,000 396,179,100 5,513,100
청소용역 및 기타용역
정밀안전진단용역

합    계

5,203,100원 증액
310,000원 증액

5,513,100원 증액

[4216]보험료 23,300,000 24,486,830 1,186,830 보험료 1,186,830원 증액

- 7 - 2017 등록금회계 최종추경 자금예산서(지출)



관 항 목

과    목 2017년
1차추경예산(A)

2017년
최종추경예산(B)

증(△)감

(B-A)
산출근거

[4217]리스,임차료 25,974,000 25,974,000 -

[4219]기타시설관리비 17,000,000 17,559,400 559,400 폐기물처리비 559,400원 증액

[4220]일반관리비 925,499,250 913,748,126 △11,751,124

[4221]여비교통비 47,680,400 38,998,776 △8,681,624 여비교통비 8,681,624원 감액

[4222]차량유지비 53,000,000 53,000,000 -

[4223]소모품비 181,902,500 149,049,720 △32,852,780 소모품비 32,852,780원 감액

[4224]인쇄출판비 9,093,150 11,404,850 2,311,700 인쇄출판비 2,311,700원 증액

[4225]난방비 133,000,000 133,000,000 -

[4226]전기수도료 288,960,000 288,960,000 -

[4227]통신비 107,950,000 107,970,300 20,300 통신비 20,300원 증액

[4228]각종세금,공과금 28,100,000 55,670,280 27,570,280 각종세금,공과금 27,570,280원 증액

[4229]지급수수료 75,813,200 75,694,200 △119,000 지금수수료 119,000원 감액

[4230]운영비 1,335,318,610 1,250,397,510 △84,921,100

[4231]복리후생비 24,600,000 24,578,700 △21,300 복리후생비 213,000원 감액

[4232]교육훈련비 75,482,610 73,034,950 △2,447,660 교육훈련비 2,447,660원 감액

[4233]일반용역비 153,720,000 151,770,000 △1,950,000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1,950,000원 감액

[4234]업무추진비 38,700,000 34,695,345 △4,004,655 업무추진비 4,004,655원 감액

[4235]홍보비 634,290,000 634,224,035 △65,965 홍보비 65,965원 감액

[4236]회의비 14,740,000 10,699,100 △4,040,900 회의비 4,040,900원 감액

[4237]행사비 151,800,000 96,491,440 △55,308,560 행사비 55,308,560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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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과    목 2017년
1차추경예산(A)

2017년
최종추경예산(B)

증(△)감

(B-A)
산출근거

[4239]기타운영비 241,986,000 224,903,940 △17,082,060 기타운영비 17,082,060원 감액

[4300]연구∙학생경비 3,602,965,806 3,574,226,554 △28,739,252

[4310]연구비 89,000,000 80,980,000 △8,020,000

[4311]연구비 80,000,000 79,000,000 △1,000,000 연구비 1,000,000원 감액

[4312]연구관리비 9,000,000 1,980,000 △7,020,000 카피킬러 미지원 7,020,000원 감액

[4320]학생경비 3,513,965,806 3,493,246,554 △20,719,252

[4321]교외장학금 -

[4322]교내장학금 2,541,100,000 2,651,100,000 110,000,000 교내장학금 110,000,000원 증액

[4323]실험실습비 270,900,000 229,851,609 △41,048,391 실험실습비 41,048,391원 감액

[4325]학생지원비 701,964,806 612,293,945 △89,670,861 학생지원비 89,670,861원 감액

[4329]기타학생경비 1,000 1,000 -

[4330]입시관리비 -

[4331]입시수당 -

[4332]입시경비 -

[4400]교육외비용 40,000,000 20,000,000 △20,000,000

[4420]기타교육외비용 40,000,000 20,000,000 △20,000,000

[4421]잡손실 40,000,000 20,000,000 △20,000,000 한국장학재단 모니터링 종료 20,000,000원 감액

[4500]전출금 1,222,780,000 1,225,857,000 3,077,000

[4510]전출금 1,222,780,000 1,225,857,000 3,077,000

[4518]등록금회계전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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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과    목 2017년
1차추경예산(A)

2017년
최종추경예산(B)

증(△)감

(B-A)
산출근거

[4519]비등록금회계전출금 1,222,780,000 1,225,857,000 3,077,000 건물감가상각 3,077,000원 증액

[4540]산단및학교기업전출금 -

[4541]산학협력단전출금 -

[4600]예비비 200,000,000 37,800,000 △162,200,000

[4610]예비비 200,000,000 37,800,000 △162,200,000

[4611]예비비 200,000,000 37,800,000 △162,200,000 예비비 162,200,000원 감액

[1200]투자와기타자산지출 -

[1220]투자자산지출 -

[1221]투자유가증권매입대 -

[1229]기타투자자산지출 -

[1240]기타자산지출 -

[1241]전신전화보증금지출 -

[1242]임차보증금지출 -

[1249]기타자산지출 -

[1250]원금보존기금인출적립 -

[1252]원금보존연구기금적립 -

[1253]원금보존건축기금적립 -

[1254]원금보존장학기금적립 -

[1255]원금보존기타기금적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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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과    목 2017년
1차추경예산(A)

2017년
최종추경예산(B)

증(△)감

(B-A)
산출근거

[1260]임의기금적립 -

[1262]임의연구기금적립 -

[1263]임의건축기금적립 -

[1264]임의장학기금적립 -

[1265]임의퇴직기금적립 -

[1266]임의특정목적기금적립 -

[1300]고정자산매입지출 762,722,700 3,374,494,990 2,611,772,290

[1310]기유형고정자산지출 762,722,700 3,374,494,990 2,611,772,290

[1311]토지매입비 -

[1312]건물매입비 1,000 2,600,000,000 2,599,999,000 기숙사 건물 매입 2,599,999,000원 증액

[1313]구축물매입비 1,000 1,000 -

[1314]기계기구매입비 199,628,000 218,656,660 19,028,660 기계기구매입비 19,028,660원 증액

[1315]집기비품매입비 159,621,300 145,365,930 △14,255,370 집기비품매입비 14,255,370원 감액

[1316]차량운반구매입비 1,000 1,000 -

[1317]도서구입비 45,000,000 52,000,000 7,000,000 도서구입비 7,000,000원 증액

[1318]박물관유물구입비 -

[1319]건설가계정 358,470,400 358,470,400 -

[2100]유동부채상환 -

[2110]단기차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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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과    목 2017년
1차추경예산(A)

2017년
최종추경예산(B)

증(△)감

(B-A)
산출근거

[2111]단기차입금상환 -

[2200]고정부채상환 -

[2220]기타고정부채 -

[2221]임대보증금수입 -

[2229]기타고정부채상환 -

합  계 19,838,016,166 21,900,630,860 2,062,614,694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2,499,349,136 282,729,442 △2,216,619,694

[1100]기말유동자산 9,139,322,269 6,922,702,575 △2,216,619,694

[1110]유동자금 9,097,044,049 6,880,424,355 △2,216,61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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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40]기타유동부채 -

자 금 지 출 총 계 22,337,365,302 22,183,360,302 △154,0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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