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 경 예 산 총 칙

제1조(자금예산의 규모) 2013학년도 교비회계 수입.지출 추경예산 총액을7,350,189천원으로 한다.

제2조(예산명세서) 수입지출의 예산명세서는 자금예산서에 의한다.

제3조(예산편성 기본방침) 본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편성 기본방침으로 정한다.

1. 안정적인 내부 운영.

2. 학생 경비 증액

3. 운영비 절감으로 인한 비용 감소

제 4 조 (차입금) 일시 또는 장기차입금이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채허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제5조(회계규정준수) 이 밖의 사항은 본교 재무회계규정에 의한다.



1. 수입 (단위:원)

관 항 목

등록금수입 5,819,190,000 5,404,656,000 414,534,000

  등록금수입 5,176,810,000 4,588,656,000 588,154,000

    입학금 254,400,000 247,200,000 7,200,000 정원내외 신편입생(860명*0.9+50명)*300,000원

입학금 수입 7200000

    수업료 4,922,410,000 4,341,456,000 580,954,000
정원내외 신편입생 및 재학생((860명*0.8+50명)+(1231명

*0.8))*70000원*18학점*2학기

수업료 수입 580954000

  수강료수입 642,380,000 816,000,000 -173,620,000

    단기수강료 642,380,000 816,000,000 -173,620,000 BT교육센터 온라인 교육과정 100,000원 x 600명

평균교육과정비용/월8,000,000원*12개월

시간제 학생수 600명*70,000원*6학점*2학기+600명*70,000원*3

학점*2학기

시간제 수강료 수입 감소 -211,470,000

전입및기부수입 1,267,757,000 725,000,000 542,757,000

  전입금수입 102,000,000 180,000,000 -78,000,000

    경상비전입금 12,000,000 90,000,000 -78,000,000 법인전입금

    법정부담전입금 90,000,000 90,000,000

      사학연금부담금 84,472,000 59,400,000 25,072,000 사학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21,240,000 -21,240,000 건강보험부담금

      고용산재보험부담금 1,656,000 -1,656,000 고용산재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4,176,000 -4,176,000 국민연금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5,528,000 3,528,000 2,000,000 재해보상부담금

  기부금수입 15,700,000 15,000,000 700,000

    일반기부금 5,000,000 5,000,000

    지정기부금 10,700,000 10,000,000 700,000 장학 및 대학운영자금

  국고보조금수입 1,150,057,000 530,000,000 620,057,000

    교육과학기술부 1,098,619,000 1,098,619,000 국가장학금I유형(기타국고지원 예산 과목 변경)

국가장학금 대상자 (500명*국가장학금 평균액 500,000원*2개학

기)+국고보조금 평균액(보훈, 새터민대상자) 15,000,000원*2학기

교비회계 추가경정자금 예산서
기간 : 2013년 03월 1일 ~ 2014년 02월 28일

과      목
추경예산액 본예산액 증감액 산출근거



관 항 목

과      목
추경예산액 본예산액 증감액 산출근거

    기타국고지원 51,438,000 530,000,000 -478,562,000 예산과목 변경(교육과학기술부)/글로벌교육지원사업

교육부대수입 117,079,000 299,300,000 -182,221,000

  입시수수료수입 41,979,000 67,500,000 -25,521,000

    입학원서대 41,979,000 67,500,000 -25,521,000
정원내외 신편입생 및 시간제학생(1000명+50명+1200명)*30,000

원

  증명사용료수입 41,100,000 5,600,000 35,500,000

    증명료 900,000 600,000 300,000 증명서 발급 수수료

    대여료및사용료 40,200,000 5,000,000 35,200,000 대여 및 사용료 수입

  기타교육부대수입 34,000,000 226,200,000 -192,200,000

    실습수입 1,000,000 24,000,000 -23,000,000

    기타교육부대수입 33,000,000 202,200,000 -169,200,000 자겨증 교재판매비,자격증 수강료

교육외수입 84,069,000 14,003,000 70,066,000

  예금이자수입 9,516,000 14,000,000 -4,484,000

    예금이자 9,516,000 14,000,000 -4,484,000 예금이자

  기타교육외수입 74,553,000 3,000 74,550,000

    잡수입 74,552,000 2,000 74,550,000 연구용역료 추가 산정

    특별회계사업수입 1,000 1,000 1,000원 과목존치

투자와기타자산수입 10,000,000 10,000,000

  기타자산수입 10,000,000 10,000,000

    임차보증금회수 10,000,000 10,000,000

미사용전기이월자금 52,094,000 52,094,000

  기초유동자산 52,094,000 52,094,000

    유동자금 52,094,000 52,094,000 미사용전기이월자금

7,350,189,000 6,495,053,000 855,136,000합 계



2. 지출 (단위:원)

관 항 목

보수 2,174,053,000 2,236,103,000 -62,050,000

  교원보수 1,369,252,000 1,363,702,000 5,550,000

    교원급여 593,560,000 583,560,000 10,000,000 14명 교원 급여

    교원제수당 60,940,000 56,440,000 4,500,000 연구수당외

    교원법정부담금 48,150,000 43,500,000 4,650,000

      사학연금부담금 31,788,000 26,800,000 4,988,000

      건강보험부담금 15,918,000 15,000,000 918,000

      재해보상부담금 444,000 1,700,000 -1,256,000

    시간강의료 414,001,000 414,001,000 (114과목+24실습반)

    특별강의료 5,701,000 1,000 5,700,000 예산 증액

    교원퇴직금 3,900,000 1,200,000 2,700,000 조교 퇴직금

    조교인건비 243,000,000 265,000,000 -22,000,000

  직원보수 804,801,000 872,401,000 -67,600,000

    직원급여 680,500,000 729,000,000 -48,500,000

    직원제수당 5,000,000 11,000,000 -6,000,000

    직원법정부담금 82,300,000 83,000,000 -700,000

      사학연금 63,535,000 58,000,000 5,535,000 사학연금

      국민연금 1,399,000 5,000,000 -3,601,000 국민연금

      건강보험 16,084,000 14,500,000 1,584,000 건강보험

      고용보험부담금 1,282,000 5,500,000 -4,218,000 고용산재보험

      임시직인건비 27,601,000 38,001,000 -10,400,000 시간제 실습생 관련 아르바이트생

      노임 7,400,000 7,400,000 청소원

    직원퇴직금 2,000,000 4,000,000 -2,000,000 계약직원 퇴직금

관리운영비 781,283,000 1,066,865,000 -285,582,000

  시설관리비 108,923,000 119,862,000 -10,939,000

    건축물관리비 67,900,000 58,600,000 9,300,000 (서울)관리비/GHP오일교환

    장비관리비 8,822,000 22,306,000 -13,484,000 내선전화/전기안전,승강기 관리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수리비

      시설용역비 7,104,000 7,104,000 캡스 / 정화조

      보험료 800,000 800,000 건물화재보험료 800,000*1

추가경정자금 예산서
기간 : 2013년 03월 1일 ~ 2014년 02월 28일

과      목
추경예산액 본예산액 증감액 산출근거



관 항 목

과      목
추경예산액 본예산액 증감액 산출근거

      리스임차료 21,097,000 28,852,000 -7,755,000 복합기,칼라프린터,공기청정기,정수기 등 임차료

      기타시설관리비 3,200,000 2,200,000 1,000,000 물탱크청소,소방점검 등

  일반관리비 363,150,960 401,395,000 -38,244,040

    여비교통비 47,335,960 47,560,000 -224,040 각 팀별, 전공별 교직원 출장비/본부장등 해외출장

2012년 글로벌교육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해외출장

      차량유지비 1,000 1,000 1,000원 과목존치

      소모품비 14,610,000 16,636,000 -2,026,000 사무용품,청소용품,전산용품,전기전화용품,기타 소모품

2012년 글로벌교육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재료비

      인쇄출판비 26,111,000 23,888,000 2,223,000 명함,상장케이스,대학자체평가보고서 등

콘텐츠개발 관련 자료 인쇄 비

2012년 글로벌교육지원사업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브레인트레이너 자격지침서 개정판 출판

학술세미나,오프수업 등의 강의자료 준비

콘텐츠개발 관련 자료 제본비

      난방비 24,000,000 30,000,000 -6,000,000 도시가스비

      전기수도료 36,500,000 36,000,000 500,000 전기요금

      통신비 129,201,000 159,980,000 -30,779,000 우편발송비/택배비/전화요금,위성방송,SMS문자,그룹웨어등

KT-IDC회선 사용료,방화벽 임대 및 보안관제

동영상 CDN스트리밍 서비스,KT 상면 임대비용

웹방화벽 임대 및 관제비용등

      제세공과금 12,587,000 7,300,000 5,287,000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납부,원대협회비

      지급수수료 72,805,000 80,030,000 -7,225,000 PG사 결제시스템 사용 수수료, 더존 사용료 등

  운영비 309,209,040 545,608,000 -236,398,960

    복리후생비 32,136,300 13,620,000 18,516,300 명절선물, 각 부서 식대, 경조사비외

      교육훈련비 1,761,000 4,290,000 -2,529,000 각팀 연수비,성희롱예방교육

      일반용역비 213,605,000 431,080,000 -217,475,000 LMS-학사행정 프로그램 유지보수 비용

국제정보보호인증,웹서버 WAS 웹엔진 유지보수

모바일 LMS/LCMS 시스템구축,텍배비

콘텐츠개발 강사비,CP교과 임대료

청각장애학생 대비 자막 서비스

      업무추진비 4,636,000 9,640,000 -5,004,000 mou체결 협의비 ,대외경조비

      홍보비 4,869,000 37,001,000 -32,132,000 입학홍보물 인쇄

      회의비 2,283,700 6,020,000 -3,736,300 팀별 회의비



관 항 목

과      목
추경예산액 본예산액 증감액 산출근거

2012년 글로벌교육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회의비

      행사비 15,898,000 24,000,000 -8,102,000 교직원 체육대회,입학식,졸업식,학술세미나 등

      기타운영비 34,020,040 19,957,000 14,063,040 전임교원 채용관련 공고비  등

공기청향제,소독비 등

연구학생경비 3,876,468,000 2,866,720,000 1,009,748,000

  연구비 84,000,000 -84,000,000

    연구비 84,000,000 -84,000,000

  학생경비 3,637,717,000 2,591,420,000 1,046,297,000

    교외장학금 1,119,674,000 530,000,000 589,674,000
국가장학금 대상자 (500명*국가장학금 평균액 500,000원*2개학

기)+국고보조금 평균액(보훈, 새터민대상자)15000000*2개학기

한유유 200,000+박부경 500,000

    교내장학금 2,495,627,000 2,024,160,000 471,467,000

정원내외 신편입생 및 재학생(860명*0.8+50명)*400,000원*2학

기+1231명*0.8*600,000원*2학기+시간제 신입생 600명*35,000

원*6학점*2학기

    학생지원비 22,416,000 37,260,000 -14,844,000 각 전공별 학생 모임 등 지원비

  입시관리비 238,751,000 191,300,000 47,451,000

    입시수당 1,500,000 -1,500,000

    입시경비 238,751,000 189,800,000 48,951,000 단체 입학홍보에 관한 학교방문 및 기관방문

교육외비용 86,000 86,000

  기타교육외비용 86,000 86,000

    잡손실 86,000 86,000 2012년 글로벌교육지원사업 잡손실

예비비 100,503,000 117,570,000 -17,067,000

  예비비 100,503,000 117,570,000 -17,067,000

    예비비 100,503,000 117,570,000 -17,067,000

고정자산매입지출 222,426,000 155,701,000 66,725,000

  유형고정자산매입지출 222,426,000 86,101,000 136,325,000

    건물매입비 100,000,000 100,000,000 건물 내부 구조변경분 증액

    구축물매입비 6,600,000 38,500,000 -31,900,000 정화조공사비 /교문공사

    기계기구매입비 50,658,000 35,601,000 15,057,000 주파수대 변경으로 인한 무선마이크 구입,IOBM서버 구입비

서울스튜디오 증축에 따른 촬영장비, 편집장비 및 조명 구입

    집기비품매입비 27,000,000 9,000,000 18,000,000 컴퓨터,사무용가구 등



관 항 목

과      목
추경예산액 본예산액 증감액 산출근거

    도서구입비 5,168,000 3,000,000 2,168,000 전자책 추가구매,뇌교육 관련 도서

뇌교육전공 도서구입

    건설가계정 33,000,000 33,000,000 홈페이지 구축

  무형고정자산취득비 69,600,000 -69,600,000

    무형고정자산취득비 69,600,000 -69,600,000

미사용차기이월자금 195,370,000 52,094,000 143,276,000

  기말유동자산 195,370,000 52,094,000 143,276,000

    유동자금 195,370,000 52,094,000 143,276,000 미사용차기이월자금

7,350,189,000 6,495,053,000 855,136,000합 계



1. 수입 (단위:원)

관 항 목

등록금수입 5,819,190,000 5,404,656,000 414,534,000

  등록금수입 5,176,810,000 4,588,656,000 588,154,000

    입학금 254,400,000 247,200,000 7,200,000 정원내외 신편입생(860명*0.9+50명)*300,000원

입학금 수입 7200000

    수업료 4,922,410,000 4,341,456,000 580,954,000
정원내외 신편입생 및 재학생((860명*0.8+50명)+(1231명

*0.8))*70000원*18학점*2학기

수업료 수입 580954000

  수강료수입 642,380,000 816,000,000 -173,620,000

    단기수강료 642,380,000 816,000,000 -173,620,000 BT교육센터 온라인 교육과정 100,000원 x 600명

평균교육과정비용/월8,000,000원*12개월

시간제 학생수 600명*70,000원*6학점*2학기+600명*70,000원*3

학점*2학기

시간제 수강료 수입 감소 -211,470,000

전입및기부수입 1,252,057,000 710,000,000 542,057,000

  전입금수입 102,000,000 180,000,000 -78,000,000

    경상비전입금 12,000,000 90,000,000 -78,000,000 법인전입금

    법정부담전입금 90,000,000 90,000,000

      사학연금부담금 84,472,000 84,000,000 472,000 사학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고용산재보험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5,528,000 6,000,000 -472,000 재해보상부담금

  국고보조금수입 1,150,057,000 530,000,000 620,057,000

    교육과학기술부 1,098,619,000 1,098,619,000 국가장학금I유형(기타국고지원 예산 과목 변경)

국가장학금 대상자 (500명*국가장학금 평균액 500,000원*2개학

기)+국고보조금 평균액(보훈, 새터민대상자) 15,000,000원*2학기

    기타국고지원 51,438,000 530,000,000 -478,562,000 예산과목 변경(교육과학기술부)/글로벌교육지원사업

교육부대수입 117,079,000 299,300,000 -182,221,000

등록금회계 추가경정자금 예산서
기간 : 2013년 03월 1일 ~ 2014년 02월 28일

과      목
추경예산액 본예산액 증감액 산출근거



관 항 목

과      목
추경예산액 본예산액 증감액 산출근거

  입시수수료수입 41,979,000 67,500,000 -25,521,000

    입학원서대 41,979,000 67,500,000 -25,521,000
정원내외 신편입생 및 시간제학생(1000명+50명+1200명)*30,000

원

  증명사용료수입 41,100,000 5,600,000 35,500,000

    증명료 900,000 600,000 300,000 증명서 발급 수수료

    대여료및사용료 40,200,000 5,000,000 35,200,000 대여 및 사용료 수입

  기타교육부대수입 34,000,000 226,200,000 -192,200,000

    실습수입 1,000,000 24,000,000 -23,000,000

    기타교육부대수입 33,000,000 202,200,000 -169,200,000 자겨증 교재판매비,자격증 수강료

교육외수입 84,053,000 14,003,000 70,050,000

  예금이자수입 9,500,000 14,000,000 -4,500,000

    예금이자 9,500,000 14,000,000 -4,500,000

  기타교육외수입 74,553,000 3,000 74,550,000

    잡수입 74,552,000 2,000 74,550,000 연구용역료 추가 산정

    특별회계사업수입 1,000 1,000 1,000원 과목존치

투자와기타자산수입 10,000,000 10,000,000

  기타자산수입 10,000,000 10,000,000

    임차보증금회수 10,000,000 10,000,000

미사용전기이월자금 49,630,000 49,630,000

  기초유동자산 49,630,000 49,630,000

    유동자금 49,630,000 49,630,000 미사용전기이월자금

7,332,009,000 6,477,589,000 854,420,000합 계



2. 지출 (단위:원)

관 항 목

보수 2,174,053,000 2,236,103,000 -62,050,000

  교원보수 1,369,252,000 1,363,702,000 5,550,000

    교원급여 593,560,000 583,560,000 10,000,000 14명 교원 급여

    교원제수당 60,940,000 56,440,000 4,500,000 연구수당외

    교원법정부담금 48,150,000 43,500,000 4,650,000

      사학연금부담금 31,788,000 26,800,000 4,988,000

      건강보험부담금 15,918,000 15,000,000 918,000

      재해보상부담금 444,000 1,700,000 -1,256,000

    시간강의료 414,001,000 414,001,000 (114과목+24실습반)

    특별강의료 5,701,000 1,000 5,700,000 예산 증액

    교원퇴직금 3,900,000 1,200,000 2,700,000 조교 퇴직금

    조교인건비 243,000,000 265,000,000 -22,000,000

  직원보수 804,801,000 872,401,000 -67,600,000

    직원급여 680,500,000 729,000,000 -48,500,000

    직원제수당 5,000,000 11,000,000 -6,000,000

    직원법정부담금 82,300,000 83,000,000 -700,000

      사학연금 63,535,000 58,000,000 5,535,000 사학연금

      국민연금 1,399,000 5,000,000 -3,601,000 국민연금

      건강보험 16,084,000 14,500,000 1,584,000 건강보험

      고용보험부담금 1,282,000 5,500,000 -4,218,000 고용산재보험

      임시직인건비 27,601,000 38,001,000 -10,400,000 시간제 실습생 관련 아르바이트생

      노임 7,400,000 7,400,000 청소원

    직원퇴직금 2,000,000 4,000,000 -2,000,000 계약직원 퇴직금

관리운영비 780,173,000 1,066,865,000 -286,692,000

  시설관리비 108,923,000 119,862,000 -10,939,000

    건축물관리비 67,900,000 58,600,000 9,300,000 (서울)관리비/GHP오일교환

    장비관리비 8,822,000 22,306,000 -13,484,000 내선전화/전기안전,승강기 관리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수리비

      시설용역비 7,104,000 7,104,000 캡스 314,000*12

정화조청소 300,000*1/253,000*12

      보험료 800,000 800,000 건물화재보험료 800,000*1

등록금회계 추가경정자금 예산서
기간 : 2013년 03월 1일 ~ 2014년 02월 28일

과      목
추경예산액 본예산액 증감액 산출근거



관 항 목

과      목
추경예산액 본예산액 증감액 산출근거

      리스임차료 21,097,000 28,852,000 -7,755,000 복합기,칼라프린터,공기청정기,정수기 등 임차료

      기타시설관리비 3,200,000 2,200,000 1,000,000 물탱크청소,소방점검 등

  일반관리비 362,040,960 401,395,000 -39,354,040

    여비교통비 47,335,960 47,560,000 -224,040 각 팀별, 전공별 교직원 출장비/본부장등 해외출장

2012년 글로벌교육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해외출장

      차량유지비 1,000 1,000 1,000원 과목존치

      소모품비 14,610,000 16,636,000 -2,026,000 사무용품,청소용품,전산용품,전기전화용품,기타 소모품

2012년 글로벌교육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재료비

      인쇄출판비 26,111,000 23,888,000 2,223,000 명함,상장케이스,대학자체평가보고서 등

콘텐츠개발 관련 자료 인쇄 비

2012년 글로벌교육지원사업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브레인트레이너 자격지침서 개정판 출판

학술세미나,오프수업 등의 강의자료 준비

콘텐츠개발 관련 자료 제본비

      난방비 24,000,000 30,000,000 -6,000,000 도시가스비

      전기수도료 36,500,000 36,000,000 500,000 전기요금

      통신비 129,201,000 159,980,000 -30,779,000 우편발송비/택배비/전화요금,위성방송,SMS문자,그룹웨어

KT-IDC회선 사용료,방화벽 임대 및 보안관제

동영상 CDN스트리밍 서비스,KT 상면 임대비용

웹방화벽 임대 및 관제비용등

      제세공과금 12,587,000 7,300,000 5,287,000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납부,원대협회비

      지급수수료 71,695,000 80,030,000 -8,335,000 PG사 결제시스템 사용 수수료, 더존 사용료 등

  운영비 309,209,040 545,608,000 -236,398,960

    복리후생비 32,136,300 13,620,000 18,516,300 명절선물, 각 부서 식대, 경조사비외

      교육훈련비 1,761,000 4,290,000 -2,529,000 각팀 연수비,성희롱예방교육

      일반용역비 213,605,000 431,080,000 -217,475,000 LMS-학사행정 프로그램 유지보수 비용

국제정보보호인증,웹서버 WAS 웹엔진 유지보수

모바일 LMS/LCMS 시스템구축,텍배비

콘텐츠개발 강사비,CP교과 임대료

청각장애학생 대비 자막 서비스

      업무추진비 4,636,000 9,640,000 -5,004,000 mou체결 협의비 ,대외경조비

      홍보비 4,869,000 37,001,000 -32,132,000 입학홍보물 인쇄

      회의비 2,283,700 6,020,000 -3,736,300 팀별 회의비

2012년 글로벌교육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회의비

      행사비 15,898,000 24,000,000 -8,102,000 교직원 체육대회,입학식,졸업식,학술세미나 등



관 항 목

과      목
추경예산액 본예산액 증감액 산출근거

      기타운영비 34,020,040 19,957,000 14,063,040 전임교원 채용관련 공고비  등

공기청향제,소독비 등

연구학생경비 3,874,768,000 2,851,720,000 1,023,048,000

  연구비 84,000,000 -84,000,000

    연구비 84,000,000 -84,000,000

  학생경비 3,636,017,000 2,576,420,000 1,059,597,000

    교외장학금 1,118,974,000 530,000,000 588,974,000
국가장학금 대상자 (500명*국가장학금 평균액 500,000원*2개학

기)+국고보조금 평균액(보훈, 새터민대상자)15000000*2개학기

    교내장학금 2,495,627,000 2,024,160,000 471,467,000

정원내외 신편입생 및 재학생(860명*0.8+50명)*400,000원*2학

기+1231명*0.8*600,000원*2학기+시간제 신입생 600명*35,000

원*6학점*2학기

    학생지원비 21,416,000 22,260,000 -844,000 각 전공별 학생 모임 등 지원비

  입시관리비 238,751,000 191,300,000 47,451,000

    입시수당 1,500,000 -1,500,000

    입시경비 238,751,000 189,800,000 48,951,000 단체 입학홍보에 관한 학교방문 및 기관방문

교육외비용 86,000 86,000

  기타교육외비용 86,000 86,000

    잡손실 86,000 86,000 2012년 글로벌교육지원사업 잡손실

예비비 100,503,000 117,570,000 -17,067,000

  예비비 100,503,000 117,570,000 -17,067,000

    예비비 100,503,000 117,570,000 -17,067,000

고정자산매입지출 222,426,000 155,701,000 66,725,000

  유형고정자산매입지출 222,426,000 86,101,000 136,325,000

    건물매입비 100,000,000 100,000,000 건물 내부 구조변경분 증액

    구축물매입비 6,600,000 38,500,000 -31,900,000 정화조공사비 /교문공사

    기계기구매입비 50,658,000 35,601,000 15,057,000 주파수대 변경으로 인한 무선마이크 구입,IOBM서버 구입비

서울스튜디오 증축에 따른 촬영장비, 편집장비 및 조명 구입

    집기비품매입비 27,000,000 9,000,000 18,000,000 컴퓨터,사무용가구 등

    도서구입비 5,168,000 3,000,000 2,168,000 전자책 추가구매,뇌교육 관련 도서

뇌교육전공 도서구입

    건설가계정 33,000,000 33,000,000 홈페이지 구축

  무형고정자산취득비 69,600,000 -69,600,000

    무형고정자산취득비 69,600,000 -69,600,000

미사용차기이월자금 180,000,000 49,630,000 130,370,000



관 항 목

과      목
추경예산액 본예산액 증감액 산출근거

  기말유동자산 180,000,000 49,630,000 130,370,000

    유동자금 180,000,000 49,630,000 130,370,000 미사용차기이월자금

7,332,009,000 6,477,589,000 854,420,000합 계



1. 수입 (단위:원)

관 항 목

전입및기부수입 15,700,000 15,000,000 700,000

  기부금수입 15,700,000 15,000,000 700,000

    일반기부금 5,000,000 5,000,000

    지정기부금 10,700,000 10,000,000 700,000 대학운영지정기부금/장학금 지급 기부금

교육외수입 16,000 16,000

  예금이자수입 16,000 16,000

    예금이자 16,000 16,000

미사용전기이월자금 2,464,000 2,464,000

  기초유동자산 2,464,000 2,464,000

    유동자금 2,464,000 2,464,000 미사용전기이월자금

18,180,000 17,464,000 716,000합 계

기금회계 추가경정자금 예산서
기간 : 2013년 03월 1일 ~ 2014년 02월 28일

과      목
추경예산액 본예산액 증감액 산출근거



2. 지출 (단위:원)

관 항 목

관리운영비 1,110,000 1,110,000

  일반관리비 1,110,000 1,110,000

    지급수수료 1,110,000 1,110,000 CMS 수수료

연구학생경비 1,700,000 15,000,000 -13,300,000

  학생경비 1,700,000 15,000,000 -13,300,000

    교외장학금 700,000 700,000 장학금 지급 기부금

    학생지원비 1,000,000 15,000,000 -14,000,000 축구부외 지원

미사용차기이월자금 15,370,000 2,464,000 12,906,000

  기말유동자산 15,370,000 2,464,000 12,906,000

    유동자금 15,370,000 2,464,000 12,906,000 미사용차기이월자금

18,180,000 17,464,000 716,000합 계

기금회계 추가경정자금 예산서
기간 : 2013년 03월 1일 ~ 2014년 02월 28일

과      목
추경예산액 본예산액 증감액 산출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