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자금예산서
(2016. 3. 1. ~ 2017. 2. 28.)
(2) 지출
- 비등록금회계
관
4100 보

항

(단위: 원)
목

수

4110 교 원 보 수
4113 교원제수당

추가경정예산

본예산

증감액

산출근거

998,745,930

1,009,641,000

-10,895,070

658,499,000

686,116,000

-27,617,000

17,138,000

16,450,000

688,000
사회교육원 진행과정 지급수당
시험 출제 및 채점수당
기타 수당 및 보조, 심사비 등

4114 교원법정부담금

505,972,000

538,942,000

-32,970,000
건강보험-전임교원, 비전임교원
고용보험-비전임교원, 외래교수
국민연금-비전임교원, 외래교수
사학연금-전임교원
산재보험-비전임교원, 외래교수
산재보험-사회적기업연구센터 연구원

4115 시간강의료

7,366,000

15,712,000

-8,346,000
학부, 대학원 강의준비금

4116 특별강의료

121,973,000

115,012,000

6,961,000
음악교실 강사료
대학원 특강 초청 강의료

44

관

항

목

추가경정예산

본예산

증감액

산출근거
MAINS 특강 초청 강의료
사회교육원 프로그램 강사료

4118 조교인건비
4120 직 원 보 수
4123 직원제수당

6,050,000

0

6,050,000 연구원 인건비

340,246,930

323,525,000

16,721,930

30,458,930

28,800,000

1,658,930
연장근무수당 등

4124 직원법정부담금

296,038,000

294,725,000

1,313,000
건강보험-일반직원, 계약직원
건강보험-인문학습원 직원
고용보험-일반직원, 계약직원
고용보험-인문학습원 직원
국민연금-일반직원, 계약직원
국민연금-인문학습원 직원
사학연금-일반직원
산재보험-일반직원, 계약직원
산재보험-인문학습원 직원

4125 임시직인건비

13,750,000

0

13,750,000
계약직원 인건비(기간제, 시급제)

4200 관리운영비

637,044,370

413,726,600

223,317,770

4210 시설관리비

126,036,000

109,073,000

16,963,000

13,855,000

5,000,000

8,855,000

4211 건축물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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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추가경정예산

본예산

증감액

산출근거
건축물 유지보수(긴급)
교내 시설물 노후화 보수공사(학생식당 바닥방수, 정화조 벽보수, 캐노피)

4212 장비관리비

14,290,000

12,785,000

1,505,000
비품기자재수리(기숙사, 파이프오르간 등)
기타 장비관리비

4215 시설용역비

77,204,000

82,448,000

-5,244,000
종합정보시스템 DBMS 교체
내부 네트워크 회선 교체(새천년관)
기타 시설용역비 등

4219 기타시설관리비

20,687,000

8,840,000

11,847,000
방부목데크 도색
펌프교체(소화전, 쿨링타워)
기타 기타시설관리비 등

4220 일반관리비

64,405,000

61,455,000

4221 여비교통비

6,568,000

5,472,000

4223 소 모 품 비

3,735,000

2,860,000

2,950,000
1,096,000 여비교통비, 출장비
875,000
기타 소모품비 등 (기숙사, 우편취급국 등)

4227 통 신 비

3,600,000

3,600,000

0
기타 통신비 등

4228 제세공과금

43,877,000

49,173,000

-5,296,000
장애인고용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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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추가경정예산

본예산

증감액

산출근거
기타시설 제세공과금(태양광, 아이쿱생협, 자연드림)
기타 제세공과금 등

4229 지급수수료

6,625,000

350,000

6,275,000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창작공간 매입 수수료
기타 지금수수료 등

4230 운 영 비
4231 복리후생비

446,603,370

243,198,600

203,404,770

25,070,000

40,000,000

-14,930,000
교직원 건강검진비용

4233 일반용역비

14,300,000

14,300,000

0
회계감사 용역비

4234 업무추진비

1,070,000

1,070,000

0
기타 업무추진비(사회교육원, 우편취급국 등)

4235 홍 보 비

32,923,000

40,490,000

-7,567,000
전철 역명부기 / 전철역 입구 광고
사회교육원 홍보
기타 홍보비 등

4236 회 의 비

2,658,000

2,158,000

4237 행 사 비

30,284,000

36,000,000

500,000 각종 위원회 회의비
-5,716,000
동문행사 지원(모교 방문의 날)
교직원수련회
故신영복교수 추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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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추가경정예산

본예산

증감액

산출근거
기타 행사비 등

4239 기타운영비

340,298,370

109,180,600

231,117,770
대학발전 기금조성 업무(후원회밤, 기념품제작 등)
소식지 작업 운영비 및 원고료
제3차 장기발전계획 실행
대외협력팀 장기발전계획 실행(자유학기제)
사회교욱원 프로그램 운영비
더불어숲 축제 운영비(서울시 교부금)
민주자료관 행사 운영
민주자료관 사업 운영(약산 김원봉 기금사업)
오페라단 운영비
故신영복교수 추모 사업
기타 기타운영비 등

4300 연구학생경비

7,151,479,761

6,088,841,761

1,062,638,000

127,923,398

127,500,000

423,398

4311 연 구 비

106,000,000

106,000,000

0

4312 연구관리비

21,923,398

21,500,000

423,398

4310 연 구 비

신임교수지원, 교과과정개발지원, 교수기술연수지원, 학술연구지원, 학술지논문
게재료지원, 외국어논문작성교열비 지원

국내외 학술회의 참가지원
CUAC 회의 참석 및 영접
4320 학 생 경 비
4321 교외장학금

6,793,228,363

5,701,008,761

1,092,219,602

6,341,861,000

5,373,086,000

968,7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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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대학원

목

추가경정예산
236,187,000

본예산

증감액

261,060,000

산출근거

-24,873,000
대학원-외부 기부금 장학금
대학원-국가연구장학금(교육부)

학부

6,105,674,000

5,112,026,000

993,648,000
학부-외부 기부금 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국가보훈청 장학금
공군장학금
국가장학금 1유형
국가장학금 2유형
국가성적우수장학금(인문100년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멘토링 장학금)
기타 학부 장학금

4322 교내장학금
대학원

149,116,000

54,700,000

94,416,000

41,326,000

23,000,000

18,326,000
대학원-교내 기금재원 장학금

학부

107,790,000

31,700,000

76,090,000
더불어장학금
학습지원 장학금
사회봉사 장학금
기타 교내장학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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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추가경정예산

본예산

증감액

4324 논문심사료

59,070,000

58,240,000

4325 학생지원비

217,561,363

189,362,761

7,500,000

7,500,000

210,061,363

181,862,761

학과운영비
특별프로그램지원비

산출근거
830,000 대학원 재학생, 수료생 연구계획서/논문 지도비 및 심사비
28,198,602
0 학과운영비
28,198,602
입학식 및 신입생주간
협동조합경영학과 특별활동지원 및 지도비
인도창 과정 지원비(해외교육비, 출장 등)
필리핀 프로그램 지원비(해외교육비, 출장 등)
중국창 과정 지원비(해외교육비, 출장 등)
노동아카데미과정 학생 지원금
교환 외국인유학생 지원금
사회적기업 현장연수
기타 학생지원경비 등

4329 기타학생경비

25,620,000

25,620,000

0
새내기배움터
기타 기타학생경비 등

4330 입시관리비
4331 입 시 수 당

230,328,000

260,333,000

-30,005,000

52,012,000

65,372,000

-13,360,000
학부 입시수당
대학원 입시수당

4332 입 시 경 비

178,316,000

194,961,000

-16,6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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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추가경정예산

본예산

증감액

산출근거
학부 입시 인쇄물제작 및 발송료
입시관련 제경비
학부 입학전형관리프로그램 개발
학부 대학입학 정보박람회
대학원 입시 인쇄물제작 및 발송
대학원 입시 온,오프라인 홍보

4400 교육외비용

110,057,680

102,857,680

4410 지 급 이 자

100,057,680

102,857,680

10,000,000

0

4420 기타교육외비용

7,200,000
-2,800,000 사학진흥재단 장기차입금이자 상환
10,000,000
외부 장학금 반환 등 잡손실

1200 투자와기타자산지출

929,304,766

167,280,000

1240 기타자산지출

100,000,000

0

1260 임의기금적립

829,304,766

167,280,000

762,024,766
100,000,000 민주자료관 수장고 공간 임대차
662,024,766
연구기금 적립
건축기금 적립
학부 장학기금적립
기타기금 적립

1300 고정자산매입지출
1312 건물매입비

593,211,515

200,000,000

393,211,515

490,000,000

0

490,000,000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1314 기계기구매입비

18,540,265

0

18,54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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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추가경정예산

본예산

증감액

산출근거
일반 행정용 기자재 구매

1317 도서구입비

2,671,250

0

2,671,250
도서 구입

1319 건설가계정

82,000,000

200,000,000

2200 고정부채상환

508,124,000

508,124,000

0

2210 장기차입금상환

508,124,000

508,124,000

0 사학진흥기금 분할상환

차기이월자금

109,117,907

11,249,492

97,868,415

11,037,085,929

8,501,720,533

2,535,365,396

계

-118,000,000 행복기숙사-감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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