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 경 예 산 총 칙

제1조(자금예산의 규모) 2014학년도 교비회계 수입.지출 추경예산 총액을8,814,106천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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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항 목

등록금수입 5,729,573,000  718,905,000    -            6,448,478,000  6,317,220,000 131,258,000

등록금수입 5,729,573,000  -              -            5,729,573,000  5,327,220,000 402,353,000

입학금 283,800,000    283,800,000    234,300,000 49,500,000

정원내외 신편입생(860명*0.85+50명)*300000원

추가입학금 발생금액 300,000*165

수업료 5,445,773,000  5,445,773,000  5,092,920,000 352,853,000

정원내외 신편입생 및 재학생((860명*0.85+50명)+(1450명*0.8))*70000원*18학점*2학기

계적학기 등록(240명*70,000*6학점)*2학기

겨울계절학기 수업료수입 76,755,000원 + 추가등록금액 276098000원

수강료수입 -              718,905,000    -            718,905,000    990,000,000 -271,095,000

단기수강료 718,905,000    718,905,000    990,000,000 -271,095,000

BT자격대비과정 120,000원 x 700명

BT보수교육과정 60,000원 x 250명

시간제 학생수 740명*70000원*6학점*2학기

전입및기부수입 -              1,851,847,000  152,000,000  1,699,847,000  1,357,000,000 342,847,000

전입금수입 -              252,000,000    152,000,000  100,000,000    95,000,000 5,000,000

법정부담전입금 -              100,000,000    -            100,000,000    95,000,000 5,000,000

  사학연금부담금 94,800,000     94,800,000     88,000,000     6,800,000 사학연금 전입금

  재해보상부담금 5,200,000      5,200,000      7,000,000      -1,800,000 재해보상 전입금

등록금회계전입금 152,000,000    152,000,000  -              감가상각비 전입금

기부금수입 -              3,240,000      -            3,240,000      12,000,000 -8,760,000

일반기부금 3,240,000      3,240,000      4,000,000 -760,000 학교 운영 기부금

지정기부금 -              8,000,000 -8,000,000 외부 장학 기부금

국고보조금수입 -              1,596,607,000  -            1,596,607,000  1,250,000,000 346,607,000

교육과학기술부 1,514,664,000  1,514,664,000  1,200,000,000 314,664,000 국가장학금 대상자 (1000명*국가장학금 평균금액 600000원*2학기)

국가장학금 추가 입금금액 314664000

기타국고지원 81,943,000     81,943,000     50,000,000 31,943,000 국고보조금 평균액(보훈, 새터민대상자)25000000원*2학기

추가 기타국고수입금액 31943000

교육부대수입 -              168,680,000    -            168,680,000    318,800,000 -150,120,000

입시수수료수입 -              82,380,000     -            82,380,000     97,500,000 -15,120,000

입학원서대 82,380,000     82,380,000     97,500,000 -15,120,000

증명사용료수입 -              1,100,000      -            1,100,000      2,100,000 -1,000,000

증명료 1,100,000      1,100,000      2,100,000 -1,000,000 증명서 발급 수수료 수입

기타교육부대수입 -              85,200,000     -            85,200,000     219,200,000 -134,000,000

기타교육부대수입 85,200,000     85,200,000     219,200,000 -134,000,000

50,000원(4종) x 1,000명

자격증과정 수강료 900,000원 x  100명

60,000원(4종)  -20,000,000

교육외수입 8,451,000      73,669,000     -            82,120,000     47,233,000 34,887,000

예금이자수입 8,441,000      2,628,000      -            11,069,000     10,030,000 1,039,000

예금이자 8,441,000      2,628,000      11,069,000     10,030,000 1,039,000

기타교육외수입 10,000         71,041,000     -            71,051,000     37,203,000 33,848,000

잡수입 10,000         71,041,000     71,051,000     37,202,000 33,849,000 기업체 연구 용역 및 한일학술문화,청소년교류 수입

특별회계사업수입 -              1,000 -1,000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내부거래 추경예산액

(단위 : 원)

교비회계 추가경정자금 예산서
기간 : 2014년 03월 01일 ~ 2015년 02월 28일

과목
본예산액 증감액 산출근거



관 항 목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내부거래 추경예산액

과목
본예산액 증감액 산출근거

미사용전기이월자금 41,803,000     373,178,000    -            414,981,000    195,370,000 219,611,000

기초유동자산 41,803,000     373,178,000    -            414,981,000    195,370,000 219,611,000

유동자금 41,803,000     373,178,000    414,981,000    195,370,000 219,611,000 전기 이월자금

2013년 결산 금액 조정

5,779,827,000 3,186,279,000 152,000,000 8,814,106,000 8,235,623,000 578,483,000합 계



2. 지출

관 항 목

보수   2,116,692,000     388,866,000             -   2,505,558,000 2,669,472,000 -163,914,000

교원보수   1,365,401,000     147,030,000             -   1,512,431,000 1,674,781,000 -162,350,000

교원급여     578,021,000               -     578,021,000 694,600,000 -116,579,000

교원제수당      66,800,000      66,800,000 61,000,000 5,800,000

교원법정부담금               -      66,268,000             -      66,268,000 53,960,000 12,308,000

  연금부담금      43,405,000      43,405,000 30,440,000     12,965,000 교원 사학연금

  건강보험부담금      20,041,000      20,041,000 21,600,000     -1,559,000 교원 의료보험

  재해보상부담금       2,726,000       2,726,000 1,920,000      806,000 교원 산재,재해

  국민연금부담금          63,000          63,000 63,000 국민연금부담금

  고용산재보험부담금          33,000          33,000 33,000 고용산재부담금

시간강의료     438,000,000      64,290,000     502,290,000 530,500,000 -28,210,000

강의운영료 및 튜터비

동양학 교육과정 강사비

특별강의료           1,000           1,000 1,000 0

교원퇴직금               -               - 10,400,000 -10,400,000 조교 퇴직금

조교인건비     282,580,000      16,471,000     299,051,000 324,320,000 -25,269,000 조교 인건비

직원보수     751,291,000     241,836,000             -     993,127,000 994,691,000 -1,564,000

직원급여     728,167,000     112,708,000     840,875,000 817,000,000 23,875,000 직원 급여

직원제수당      12,224,000       2,060,000      14,284,000 5,040,000 9,244,000 직원 수당

직원법정부담금               -      96,805,000             -      96,805,000 110,650,000 -13,845,000

  사학연금      51,395,000      51,395,000 77,140,000     -25,745,000 직원 사학연금

  건강보험      26,407,000      26,407,000 27,240,000     -833,000 직원 건강보험

  고용보험부담금       3,606,000       3,606,000 200,000        3,406,000 직원 고용보험

  국민연금      12,923,000      12,923,000 1,700,000      11,223,000 직원 국민연금

  직원재해보상부담금       2,474,000       2,474,000 4,370,000      -1,896,000 직원 재해

임시직인건비         100,000      30,263,000      30,363,000 51,001,000 -20,638,000 시간제 운영 아르바이트비

온라인 센터 개발건으로 인한 인건비5개월분

교재수정작업 아르바이트비  1일*1명

노임       7,300,000               -       7,300,000 7,500,000 -200,000 환경미화원

직원퇴직금       3,500,000       3,500,000 3,500,000 0 계약직 퇴직금

관리운영비     705,194,000     203,125,000             -     908,319,000 1,019,139,000 -110,820,000

시설관리비      96,406,000       2,508,000             -      98,914,000 106,194,000 -7,280,000

건축물관리비      62,500,000      62,500,000 61,500,000 1,000,000

서울학습관 관리비:4,450,000*12

GHP관리:200,000*12

GHP오일교환:1,650,000*2

기타관리:200,000*12

1.국내여비(1,000) → 기타건축물관리(1,000)

장비관리비      12,178,000      12,178,000 23,006,000 -10,828,000

내선관리:88,000*12

전기안전관리:165,000*12

승강기관리:110,000*12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내부거래 추경예산액

교비회계 추가경정자금 예산서

과목
본예산액 증감액 산출근거

기간 : 2014년 03월 01일 ~ 2015년 02월 28일

(단위 : 원)



관 항 목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내부거래 추경예산액

과목
본예산액 증감액 산출근거

승강기정기검사:150,000*1

기타장비관리:700,000*1

스튜디오 장비 고장을 대비한 예비비 : 4,000,000

장비 고장 발생이 없어 지출 없었음

전산교육장 장비수리비(50,000원*12개월)

서버 및 네트워크장비 수리비(300,000원*12개월)

업무용PC수리비용(200,000원*12개월)

백업용 매체 구매(600,000*12개월)

전산교육장 장비수리비 미사용

서버 및 네트워크장비 수리비 미사용

업무용 PC수리비 미사용

백업용 매체 구매 미용절감

시설용역비       7,104,000       7,104,000 7,104,000 0

캡스:314,000*12

오수처리관리:253,000*12

정화조청소:300,000*1

보험료       1,000,000       1,000,000 800,000 200,000

보험료:800,000*1

1.청소용품(200) → 건물보험료(200)

리스임차료       9,924,000       2,508,000      12,432,000 10,584,000 1,848,000

복합기:429,000*12

칼라프린터:165,000*12

공기청정기:108,000*12

정수기:125,000*12

프린터 임대료 55,000원 x 12개월

칼라프린터 55,000원*12개월/ 2층복합기 154,000원*12개월

기타시설관리비       3,700,000       3,700,000 3,200,000 500,000

물탱크청소:550,000*2

소방점검비:1,100,000*1

기타관리:1,000,000*1

1.인쇄비(500) → 기타시설관리(500)

일반관리비     325,159,000      71,465,000             -     396,624,000 410,769,000 -14,145,000

여비교통비      40,366,000      19,646,000      60,012,000 50,860,000 9,152,000

각 팀, 전공별 국내출장비

국외출장 항공료 및 여비

차량유지비           1,000           1,000 1,000 0

소모품비      12,865,000       1,007,000      13,872,000 15,916,000 -2,044,000

각 팀, 전공별 소모품비

청소용품, 전산용품,전기.전화용품

공테잎, 베터리, 강사 접대용 차 등 강의 촬영시 필요한 소모품
1,000,000인쇄출판비       4,485,000      18,018,000      22,503,000 34,900,000 -12,397,000

명함인쇄,봉투제작,상장케이스 등

대학요람 pdf파일 제작비용 1485000

브레인트레이너 자격지침서 4종 출판비

BT실기과정 교재발간

난방비      20,000,000      20,000,000 24,000,000 -4,000,000

가스요금:2,000,000*12



관 항 목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내부거래 추경예산액

과목
본예산액 증감액 산출근거

(1.난방비(4,000) → 전자통신비(4,000))

전기수도료      38,000,000      38,000,000 36,000,000 2,000,000

전기요금:3,000,000*12

1.기타소모품(1,000) → 전기료(1,000)

1.회의비(1,000) → 전기료(1,000)

통신비     122,136,000       3,974,000     126,110,000 133,790,000 -7,680,000

각 팀 및 협약기관, 학생증 등 우편물 발송

전화요금

위성방송비:22,000*12

그룹웨어:407,000*12

SMS문자:696,000*12

상면 임대비용 2full랙(1,720,000원X12개월)

IDC 회선 사용(300M)(1,100,000원X12개월)

CDN(효성) 스트리밍 서비스(2,000,000원X12개월)

DB실시간 백업서비스(250,000원X12개월)

서울 학내 인터넷회선비용(5M월)(300,000원X12개월)

방화벽(UTM310+UTM60+웹방화벽)(2,000,000원X12개월)

보안관제(방화벽,웹방화벽)(200,000원X12개월)

제세공과금      16,350,000          96,000      16,446,000 13,300,000 3,146,000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민간자격증 면허세 납부 8종*12000

환경개선부담금:150,000*2

원대협회비:7,000,000*1

교육전산망 연회비

도메인 구매 유지비

지급수수료      70,957,000      28,723,000      99,680,000 102,002,000 -2,322,000

제증명수수료:60,000*2

카드결제수수료 1.878%

더존사용료:4,340,000*1

본인확인:55,000*12

원격지원프로그램 구매 1320000원+웹DB유지비용 2000000원

클립아트 연회비 : 3,600,000원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수수료 : 3,000,000원

바이러스백신(바이로봇:업무용PC, 서버)

CMS 수수료

뇌교육과정 용역비,수수료 40명/월 x 40,000원 x 12개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월220,000원 x 12개월

수수료 7,000원 x 400명

중문홈페이지 중국어 감수 수수료

운영비     283,629,000     129,152,000             -     412,781,000 502,176,000 -89,395,000

복리후생비      18,978,000       2,962,000      21,940,000 20,860,000 1,080,000

명절선물비,팀별 식대,체육대회, 직원 경조사비

교육훈련비       4,300,000         900,000       5,200,000 6,920,000 -1,720,000 각 팀별 교육 연수비

성희롱:950,000+소방:50,000

일반용역비     189,521,000      64,631,000     254,152,000 379,772,000 -125,620,000

국내ISMS, ISO27001 인증심사

WAS(제우스) 유지보수(400,000원X12개월)

서버물리적유지보수(16대)(1,000,000원X12개월)



관 항 목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내부거래 추경예산액

과목
본예산액 증감액 산출근거

DB성능튜닝 및 컬설팅(1,000,000원X년2회)

WAS 업그레이드 구매 2cpu 6coreX2식

황금날개 물류비

콘텐츠개발 강사비(전체개발 교과) : 46과목 * 2학기 * 1,500,000원

콘텐츠개발 강사비(부분수정 교과) : 20과목 * 2학기 * 461,540원

천안 촬영 교통비 : 20과목 * 2학기 * 8회 * 35,000원

BT자격대비과정 재개발 : 소요예산 1,000만원

뇌주간 특집 무료 강좌 개설 : 소요예산 300만원

BT보수교육과정 개설 : 소요예산 300만원

BT실기교육과정 개발 : 소요예산 400만원

과정개발비 1,500,000원 x 5과목

기업체 연구용역 경비

업무추진비       4,044,000       2,250,000       6,294,000 9,100,000 -2,806,000

각 팀별 및 MOU체결 협의비

홍보비      13,944,000       2,618,000      16,562,000 25,001,000 -8,439,000

학교 홍보비

회의비         200,000         200,000 1,900,000 -1,700,000

회의시 물품 구입비

행사비      31,089,000      38,012,000      69,101,000 18,201,000 50,900,000

교직원체육대회:1,000,000*2

졸업식 및 입학식 비용 7000000원

동양학 학술세미나 행사비용

교수워크숍 등 대비

총장님 특강 등 대학행사비

대학행사 추가(4,560)

입학식 대관비, 행사관련 부대비용, 상패,상장,기념품 제작비 8947000

멘탈헬스 CEO 행사비 계상

한일학술문화 및 청소년교류 관련 행사비

기타운영비      21,553,000      17,779,000      39,332,000 40,422,000 -1,090,000

채용공고비 800,000원 *2주

외부심사료 200,000원 *2명

심사위원 및 전형관계자 식대 100,000원 *3회

서류 반환 송달료 5,000원 *60건

공기청향제:60,000*12

택배:100,000*12

건물소독:100,000*5

기업체 연구용역 경비

야간 및 주말 촬영 시 진행 식대 등 12개월 * 50,000원

직원모임 및 격려

성명사주학 진행자비 200,000원, 다과 200,000원 외

연구학생경비   2,373,605,000   2,024,455,000             -   4,398,060,000 3,931,209,000 466,851,000

연구비               -               -             -               - 84,000,000 -84,000,000

연구비               -               - 84,000,000 -84,000,000

학생경비   2,373,605,000   1,783,026,000             -   4,156,631,000 3,611,900,000 544,731,000

교외장학금   1,595,127,000   1,595,127,000 1,253,000,000 342,127,000

국가장학금 대상자

교내장학금   2,343,828,000     185,969,000   2,529,797,000 2,329,280,000 200,517,000



관 항 목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내부거래 추경예산액

과목
본예산액 증감액 산출근거

계절학기(240명*1인 126,000)*2학기

정원내외 신편입생 및 재학생((860명*0.85+50명)*400,000원*2학기)+(1450
명*0.8*600,000원*2학기)+시간제 신입생 1000명*21000원*6학점*2학기교내장학금 추가금액 232822000 + 겨울계절학기 교내장학금 33,726,000

학생지원비      29,777,000       1,930,000      31,707,000 29,620,000 2,087,000

각 전공별 학생 모임시 지원 경비

학생해외연수(일본) 지원으로 인한 200만원 경비발생만큼 조정함

입시관리비 -              241,429,000    -            241,429,000    235,309,000 6,120,000

입시경비 241,429,000        241,429,000 235,309,000 6,120,000

입시홍보 관련 지출비용 발생

리플렛, 우편물 발송비용

교육외비용 100,000        -              -            100,000        100,000

기타교육외비용 100,000        -              -            100,000        100,000

잡손실 100,000        100,000        100,000

전출금 152,000,000    -              152,000,000  -              0

전출금 152,000,000    -              152,000,000  -              0

비등록금회계전출금 152,000,000    152,000,000  -              0 감가상각분 비등록금회계 전출금

예비비 21,216,000     18,210,000     -            39,426,000     80,232,000 -40,806,000

예비비 21,216,000     18,210,000     -            39,426,000     80,232,000 -40,806,000

예비비 21,216,000     18,210,000     39,426,000     80,232,000 -40,806,000

투자와기타자산지출 -              152,000,000    -            152,000,000    152,000,000

임의기금적립 -              152,000,000    -            152,000,000    152,000,000

임의건축기금적립 152,000,000    152,000,000    152,000,000 임의 건축기금 적립(감가상각비)

고정자산매입지출 342,026,000    352,521,000    -            694,547,000    440,201,000 254,346,000

유형고정자산매입지출     342,026,000     352,521,000             -     694,547,000 440,201,000 254,346,000

구축물매입비               - 46,200,000 -46,200,000 정화조공사 취소(-46,200)

기계기구매입비      35,000,000     271,321,000     306,321,000 179,001,000 127,320,000

천안 스튜디오 카메라 교체

DB접근제어 시스템

서브 가상화 시스템 구축

성분분석 기기매입 비용

평생교육원 서버 구입

집기비품매입비     296,026,000       7,280,000     303,306,000 212,000,000 91,306,000 컴퓨터외 비품 구매

모사답안검증시스템 구입 및 설치

학교홈페이지구축비

시험평가솔루션구입및설치

도서구입비      11,000,000      11,000,000 3,000,000 8,000,000

전자책 추가구매 비용 3000000원

해외학술지 구독비용 8000000 추가금액 발생

건설가계정      73,920,000      73,920,000 73,920,000

비학위과정 LMS구축

미사용차기이월자금      68,994,000      47,102,000             -     116,096,000 95,370,000 20,726,000

기말유동자산      68,994,000      47,102,000             -     116,096,000 95,370,000 20,726,000

유동자금      68,994,000      47,102,000     116,096,000 95,370,000 20,726,000 차기이월자금

5,779,827,000 3,186,279,000 152,000,000 8,814,106,000 8,235,623,000 578,483,000합 계



1. 수입

관 항 목

등록금수입 5,729,573,000 5,327,220,000 402,353,000
등록금수입 5,729,573,000 5,327,220,000 402,353,000

입학금 283,800,000 234,300,000 49,500,000
정원내외 신편입생(860명*0.85+50명)*300000원
추가입학금 발생금액 300,000*165

수업료 5,445,773,000 5,092,920,000 352,853,000
정원내외 신편입생 및 재학생((860명*0.85+50명)+(1450명*0.8))*70000원*18학점*2학기

계적학기 등록(240명*70,000*6학점)*2학기
겨울계절학기 수업료수입 76,755,000원 + 추가등록금액 276098000원

교육외수입 8,451,000 7,000,000 1,451,000
예금이자수입 8,441,000 7,000,000 1,441,000

예금이자 8,441,000 7,000,000 1,441,000 예금이자 수입
기타교육외수입 10,000 10,000

미사용전기이월자금 41,803,000 100,000,000 -58,197,000
기초유동자산 41,803,000 100,000,000 -58,197,000

유동자금 41,803,000 100,000,000 -58,197,000 등록금/비등록금회계 분리 조정

5,779,827,000 5,434,220,000 345,607,000합 계

등록금회계 추가경정자금 예산서
기간 : 2014년 03월 01일 ~ 2015년 02월 28일

(단위 : 원)

과목
추경예산액 본예산액 증감액 산출근거



2. 지출

관 항 목

보수 2,116,692,000 2,161,820,000 -45,128,000
교원보수 1,365,401,000 1,465,280,000 -99,879,000

교원급여 578,021,000 586,980,000 -8,959,000
교원제수당 66,800,000 61,000,000 5,800,000
시간강의료 438,000,000 523,000,000 -85,000,000

강의운영료 및 튜터비
동양학 교육과정 강사비

교원퇴직금 10,400,000 -10,400,000 조교퇴직금
조교인건비 282,580,000 283,900,000 -1,320,000

직원보수 751,291,000 696,540,000 54,751,000
직원급여 728,167,000 688,600,000 39,567,000
직원제수당 12,224,000 4,440,000 7,784,000
임시직인건비 100,000 100,000
노임 7,300,000 7,300,000 환경미화원
직원퇴직금 3,500,000 3,500,000 계약직 퇴직금

관리운영비 705,194,000 838,016,000 -132,822,000
시설관리비 96,406,000 105,534,000 -9,128,000

건축물관리비 62,500,000 61,500,000 1,000,000
서울학습관 관리비:4,450,000*12
GHP관리:200,000*12
GHP오일교환:1,650,000*2
기타관리:200,000*12
1.국내여비(1,000) → 기타건축물관리(1,000)

장비관리비 12,178,000 23,006,000 -10,828,000
내선관리:88,000*12
전기안전관리:165,000*12
승강기관리:110,000*12
승강기정기검사:150,000*1
기타장비관리:700,000*1
스튜디오 장비 고장을 대비한 예비비 : 4,000,000
장비 고장 발생이 없어 지출 없었음
전산교육장 장비수리비(50,000원*12개월)
서버 및 네트워크장비 수리비(300,000원*12개월)
업무용PC수리비용(200,000원*12개월)
백업용 매체 구매(600,000*12개월)
전산교육장 장비수리비 미사용
서버 및 네트워크장비 수리비 미사용
업무용 PC수리비 미사용

등록금회계 추가경정자금 예산서
기간 : 2014년 03월 01일 ~ 2015년 02월 28일

(단위 : 원)

과목
추경예산액 본예산액 증감액 산출근거



관 항 목

과목
추경예산액 본예산액 증감액 산출근거

백업용 매체 구매 미용절감
시설용역비 7,104,000 7,104,000

캡스:314,000*12
오수처리관리:253,000*12
정화조청소:300,000*1

보험료 1,000,000 800,000 200,000
보험료:800,000*1
1.청소용품(200) → 건물보험료(200)

리스임차료 9,924,000 9,924,000
복합기:429,000*12
칼라프린터:165,000*12
공기청정기:108,000*12
정수기:125,000*12

기타시설관리비 3,700,000 3,200,000 500,000
물탱크청소:550,000*2
소방점검비:1,100,000*1
기타관리:1,000,000*1
1.인쇄비(500) → 기타시설관리(500)

일반관리비 325,159,000 312,210,000 12,949,000
여비교통비 40,366,000 40,060,000 306,000

각 팀, 전공별 국내출장비
국외출장 항공료 및 여비

소모품비 12,865,000 15,496,000 -2,631,000
각 팀, 전공별 소모품비
청소용품, 전산용품,전기.전화용품
공테잎, 베터리, 강사 접대용 차 등 강의 촬영시 필요한 소모품

인쇄출판비 4,485,000 4,900,000 -415,000
명함인쇄,봉투제작,상장케이스 등
대학요람 pdf파일 제작비용 1485000

난방비 20,000,000 24,000,000 -4,000,000
가스요금:2,000,000*12
(1.난방비(4,000) → 전자통신비(4,000))

전기수도료 38,000,000 36,000,000 2,000,000
전기요금:3,000,000*12
1.기타소모품(1,000) → 전기료(1,000)
1.회의비(1,000) → 전기료(1,000)

통신비 122,136,000 125,670,000 -3,534,000
각 팀 및 협약기관, 학생증 등 우편물 발송
전화요금
위성방송비:22,000*12
그룹웨어:407,000*12
SMS문자:696,000*12
상면 임대비용 2full랙(1,720,000원X12개월)



관 항 목

과목
추경예산액 본예산액 증감액 산출근거

IDC 회선 사용(300M)(1,100,000원X12개월)
CDN(효성) 스트리밍 서비스(2,000,000원X12개월)
DB실시간 백업서비스(250,000원X12개월)
서울 학내 인터넷회선비용(5M월)(300,000원X12개월)
방화벽(UTM310+UTM60+웹방화벽)(2,000,000원X12개월)
보안관제(방화벽,웹방화벽)(200,000원X12개월)

제세공과금 16,350,000 13,300,000 3,050,000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환경개선부담금:150,000*2
원대협회비:7,000,000*1
교육전산망 연회비
도메인 구매 유지비

지급수수료 70,957,000 52,784,000 18,173,000
제증명수수료:60,000*2
카드결제수수료 1.878%
더존사용료:4,340,000*1
본인확인:55,000*12
원격지원프로그램 구매 1320000원+웹DB유지비용 2000000원
클립아트 연회비 : 3,600,000원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수수료 : 3,000,000원
바이러스백신(바이로봇:업무용PC, 서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월220,000원 x 12개월

운영비 283,629,000 420,272,000 -136,643,000
복리후생비 18,978,000 19,160,000 -182,000

명절선물비,팀별 식대,체육대회, 직원 경조사비
교육훈련비 4,300,000 6,020,000 -1,720,000 각 팀별 교육 연수비

성희롱:950,000+소방:50,000
일반용역비 189,521,000 342,272,000 -152,751,000

국내ISMS, ISO27001 인증심사
WAS(제우스) 유지보수(400,000원X12개월)
서버물리적유지보수(16대)(1,000,000원X12개월)
DB성능튜닝 및 컬설팅(1,000,000원X년2회)
WAS 업그레이드 구매 2cpu 6coreX2식
콘텐츠개발 강사비(전체개발 교과) : 46과목 * 2학기 * 1,500,000원
콘텐츠개발 강사비(부분수정 교과) : 20과목 * 2학기 * 461,540원
천안 촬영 교통비 : 20과목 * 2학기 * 8회 * 35,000원

업무추진비 4,044,000 8,500,000 -4,456,000
각 팀별 및 MOU체결 협의비

홍보비 13,944,000 5,000,000 8,944,000
학교 홍보비

회의비 200,000 1,900,000 -1,700,000
회의시 물품 구입비

행사비 31,089,000 18,200,000 12,889,000
교직원체육대회:1,000,000*2



관 항 목

과목
추경예산액 본예산액 증감액 산출근거

졸업식 및 입학식 비용 7000000원
동양학 학술세미나 행사비용
교수워크숍 등 대비
총장님 특강 등 대학행사비
대학행사 추가(4,560)
입학식 대관비, 행사관련 부대비용, 상패,상장,기념품 제작비

기타운영비 21,553,000 19,220,000 2,333,000
채용공고비 800,000원 *2주
외부심사료 200,000원 *2명
심사위원 및 전형관계자 식대 100,000원 *3회
서류 반환 송달료 5,000원 *60건
공기청향제:60,000*12
택배:100,000*12
건물소독:100,000*5
야간 및 주말 촬영 시 진행 식대 등 12개월 * 50,000원
직원모임 및 격려

연구학생경비 2,373,605,000 2,101,900,000 271,705,000
학생경비 2,373,605,000 2,101,900,000 271,705,000

교내장학금 2,343,828,000 2,077,280,000 266,548,000
계절학기(240명*1인 126,000)*2학기
정원내외 신편입생 및 재학생((860명*0.85+50명)*400,000원*2학
교내장학금 추가금액 232822000 + 겨울계절학기 교내장학금

학생지원비 29,777,000 24,620,000 5,157,000
각 전공별 학생 모임시 지원 경비

교육외비용 100,000 100,000
기타교육외비용 100,000 100,000

잡손실 100,000 100,000
전출금 152,000,000 152,000,000

전출금 152,000,000 152,000,000
비등록금회계전출금 152,000,000 152,000,000 감가상각분 비등록금회계 전출금

예비비 21,216,000 21,216,000
예비비 21,216,000 21,216,000

예비비 21,216,000 21,216,000
고정자산매입지출 342,026,000 308,000,000 34,026,000

유형고정자산매입지출 342,026,000 308,000,000 34,026,000
기계기구매입비 35,000,000 179,000,000 -144,000,000

천안 스튜디오 카메라 교체
DB접근제어 시스템
서브 가상화 시스템 구축

집기비품매입비 296,026,000 126,000,000 170,026,000 컴퓨터외 비품 구매
모사답안검증시스템 구입 및 설치
학교홈페이지구축비
시험평가솔루션구입및설치



관 항 목

과목
추경예산액 본예산액 증감액 산출근거

도서구입비 11,000,000 3,000,000 8,000,000
전자책 추가구매 비용 3000000원
해외학술지 구독비용 8000000 추가금액 발생

미사용차기이월자금 68,994,000 3,268,000 65,726,000
기말유동자산 68,994,000 3,268,000 65,726,000

유동자금 68,994,000 3,268,000 65,726,000 차기이월자금

5,779,827,000 5,434,220,000 345,607,000합 계



1. 수입

관 항 목

등록금수입 718,905,000 990,000,000 -271,095,000
수강료수입 718,905,000 990,000,000 -271,095,000

단기수강료 718,905,000 990,000,000 -271,095,000
BT자격대비과정 120,000원 x 700명
BT보수교육과정 60,000원 x 250명
시간제 학생수 1000명*70000원*6학점*2학기

전입및기부수입 1,851,847,000 1,357,000,000 494,847,000
전입금수입 252,000,000 95,000,000 157,000,000

법정부담전입금 100,000,000 95,000,000 5,000,000
  사학연금부담금 94,800,000       88,000,000       6,800,000        사학연금 전입금
  재해보상부담금 5,200,000        7,000,000        (1,800,000)       재해보상 전입금
등록금회계전입금 152,000,000 152,000,000 감가상각비 전입금

기부금수입 3,240,000 12,000,000 -8,760,000
일반기부금 3,240,000 4,000,000 -760,000 학교 운영 기부금
지정기부금 8,000,000 -8,000,000 외부 장학 기부금

국고보조금수입 1,596,607,000 1,250,000,000 346,607,000
교육과학기술부 1,514,664,000 1,200,000,000 314,664,000 국가장학금 대상자 (1000명*국가장학금 평균금액 600000원*2학기)

국가장학금 추가 입금금액 314664000
기타국고지원 81,943,000 50,000,000 31,943,000 국고보조금 평균액(보훈, 새터민대상자)25000000원*2학기

추가 기타국고수입금액 31943000
교육부대수입 168,680,000 318,800,000 -150,120,000

입시수수료수입 82,380,000 97,500,000 -15,120,000
입학원서대 82,380,000 97,500,000 -15,120,000

증명사용료수입 1,100,000 2,100,000 -1,000,000
증명료 1,100,000 2,100,000 -1,000,000 증명서 발급 수수료 수입

기타교육부대수입 85,200,000 219,200,000 -134,000,000
기타교육부대수입 85,200,000 219,200,000 -134,000,000

50,000원(4종) x 1,000명
자격증과정 수강료 900,000원 x  100명
60,000원(4종)  -20,000,000

교육외수입 73,669,000 40,233,000 33,436,000
예금이자수입 2,628,000 3,030,000 -402,000

예금이자 2,628,000 3,030,000 -402,000
기타교육외수입 71,041,000 37,203,000 33,838,000

잡수입 71,041,000 37,202,000 33,839,000
기업체 연구 용역 및 한일학술문화,청소년교류 수입

특별회계사업수입 1,000 -1000
미사용전기이월자금 373,178,000 95,370,000 277,808,000

비등록금회계 추가경정자금 예산서
기간 : 2014년 03월 01일 ~ 2015년 02월 28일

(단위 : 원)

과목
추경예산액 본예산액 증감액 산출근거



관 항 목

과목
추경예산액 본예산액 증감액 산출근거

기초유동자산 373,178,000 95,370,000 277,808,000
유동자금 373,178,000 95,370,000 277,808,000 전기 이월자금

2013년 결산 금액 조정

3,186,279,000 2,801,403,000 384,876,000합 계



2. 지출

관 항 목

보수 388,866,000 507,652,000 -118,786,000
교원보수 147,030,000 209,501,000 -62,471,000

교원급여 107,620,000 -107,620,000
교원법정부담금 66,268,000 53,960,000 12,308,000
  연금부담금 43,405,000       30,440,000       12,965,000 교원 사학연금
  건강보험부담금 20,041,000       21,600,000       -1,559,000 교원 의료보험
  재해보상부담금 2,726,000        1,920,000        806,000 교원 산재,재해
  국민연금부담금 63,000           -                63,000 국민연금부담금
  고용산재보험부담금 33,000           -                33,000 고용산재부담금
시간강의료 64,290,000 7,500,000 56,790,000 시간제 실습 강의료

동양학 교육과정 강사비
특별강의료 1,000 1,000
조교인건비 16,471,000 40,420,000 -23,949,000

직원보수 241,836,000 298,151,000 -56,315,000
직원급여 112,708,000 128,400,000 -15,692,000
직원제수당 2,060,000 600,000 1,460,000
직원법정부담금 96,805,000 110,650,000 -13,845,000
  사학연금 51,395,000       77,140,000       -25,745,000 직원 사학연금
  건강보험 26,407,000       27,240,000       -833,000 직원 건강보험
  고용보험부담금 3,606,000        200,000          3,406,000 직원 고용보험
  국민연금 12,923,000       1,700,000        11,223,000 직원 국민연금
  직원재해보상부담금 2,474,000        4,370,000        -1,896,000 직원 재해
임시직인건비 30,263,000 51,001,000 -20,738,000

시간제 운영 아르바이트비
온라인 센터 개발
교재수정작업 아르바이트비

노임 7,500,000 -7,500,000 환경미화원 등록금회계로
관리운영비 203,125,000 181,123,000 22,002,000

시설관리비 2,508,000 660,000 1,848,000
리스임차료 2,508,000 660,000 1,848,000

프린터 임대료 55,000원 x 12개월
칼라프린터 55,000원*12개월/ 2층복합기 154,000원*12개월

일반관리비 71,465,000 98,559,000 -27,094,000
여비교통비 19,646,000 10,800,000 8,846,000

한일학술문화 및 청소년교류 관련 출장비
차량유지비 1,000 1,000
소모품비 1,007,000 420,000 587,000

비등록금회계 추가경정자금 예산서
기간 : 2014년 03월 01일 ~ 2015년 02월 28일

(단위 : 원)

과목
추경예산액 본예산액 증감액 산출근거



관 항 목

과목
추경예산액 본예산액 증감액 산출근거

사무용품
잉크 및 기타 용품
화상캠,헤드셋 구입비

인쇄출판비 18,018,000 30,000,000 -11,982,000
실습강사 명함 제작(116)
브레인트레이너 자격지침서 4종 출판비
BT실기과정 교재발간
브레인트레이너 자격시험지침서 4종 출판

통신비 3,974,000 8,120,000 -4,146,000
우편및택배요금
BT교육센터 안내전화 50,000원 x 12개월

제세공과금 96,000 96,000
민간자격증 면허세 납부 8종*12000

지급수수료 28,723,000 49,218,000 -20,495,000
카드결제수수료.878%
CMS 수수료
뇌교육과정 용역비,수수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운영비 129,152,000 81,904,000 47,248,000
복리후생비 2,962,000 1,700,000 1,262,000

당직식대, 팀별식대
직원경조비

교육훈련비 900,000 900,000 직원 교육 훈련비
일반용역비 64,631,000 37,500,000 27,131,000

황금날개 물류비
BT자격대비과정 재개발
사회복지현장실습 부분수정 콘텐츠개발비

업무추진비 2,250,000 600,000 1,650,000
대외경조비외

홍보비 2,618,000 20,001,000 -17,383,000
리플렛 제작 및 배너 제작 외

행사비 38,012,000 1,000 38,011,000
멘탈헬스 CEO 행사비 계상
한일학술문화 및 청소년교류 관련 행사비

기타운영비 17,779,000 21,202,000 -3,423,000
시간제 실습 평가 및 보고회
직원모임
청각장애우 교육보조인력배치
성명사주학 학술대회

연구학생경비 2,024,455,000 1,829,309,000 195,146,000
연구비 84,000,000 -84,000,000

연구비 84,000,000 -84,000,000



관 항 목

과목
추경예산액 본예산액 증감액 산출근거

학생경비 1,783,026,000 1,510,000,000 273,026,000
교외장학금 1,595,127,000 1,253,000,000 342,127,000

국가장학금,보훈장학금
교내장학금 185,969,000 252,000,000 -66,031,000

시간제 학생
학생지원비 1,930,000 5,000,000 -3,070,000

학생활동지원
입시관리비 241,429,000 235,309,000 6,120,000

입시경비 241,429,000 235,309,000 6,120,000
입시홍보 관련 지출비용 발생
리플렛, 우편물 발송비용

예비비 18,210,000 59,016,000 -40,806,000
예비비 18,210,000 59,016,000 -40,806,000

예비비 18,210,000 59,016,000 -40,806,000
투자와기타자산지출 152,000,000 152,000,000

임의기금적립 152,000,000 152,000,000
건축기금적립 152,000,000 152,000,000 임의 건축기금 적립(감가상각비)

고정자산매입지출 352,521,000 132,201,000 220,320,000
유형고정자산매입지출 352,521,000 132,201,000 220,320,000

구축물매입비 46,200,000 -46,200,000
정화조공사 취소

기계기구매입 271,321,000 1,000 271,320,000
서브 가상화 시스템 구축
성분분석 기기매입 비용
서버구입

집기비품매입비 7,280,000 86,000,000 -78,720,000
컴퓨터 및 사무용가구 구입
홈페이지재구축,등록금회계 이전

건설가계정 73,920,000 73,920,000
건설가계정 73,920,000 73,920,000 비학위과정 LMS구축

미사용차기이월자금 47,102,000 92,102,000 -45,000,000
기말유동자산 47,102,000 92,102,000 -45,000,000

유동자금 47,102,000 92,102,000 -45,000,000 차기이월자금

3,186,279,000 2,801,403,000 384,876,000합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