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위 : 천원)

관 항 목 예산액 관 항 목 예산액

303,306,242   303,306,24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135,496,058   인적경비 157,536,101   

국가지원금 135,496,058    인건비 138,085,719    

인건비 105,921,556 공무원인건비 121,138,075 

경상적경비 10,849,033 대학회계직원 등 인건비 16,078,108 

시설확충비 18,725,469 일용임금 869,536 

그 밖의 국가지원금 - 복리후생비 3,704,037 

지방자치단체지원금 -                  퇴직급여 1,726,268 

지방자치단체지원금 - 복리후생비 등 1,977,769 

자체수입금 167,810,184   실비변상 인적경비 2,920,426 

교육활동 수입 133,546,500    직무수행경비 2,152,161 

입학금 1,330,000 그 밖의 실비변상 인적 경비 768,265 

수업료 130,361,000 강의료 10,365,265 

계절학기수강료 1,431,000 강의료 10,365,265 

최고경영자과정수강료 424,500 법정고용부담금 2,460,654 

6,055,609       부담금 2,460,654 

수강료 6,055,609 58,907,420 

입학금 - 장학금 22,901,940 

전형료 2,953,600       장학금 22,901,940 

전형료 2,953,600 32,114,285     

논문심사료 255,000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30,314,285 

논문심사료 255,000 연구지원대응사업비 1,800,000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12,532,175     학생활동지원비 3,891,195       

사용료 4,362,850 학생활동지원비 3,891,195 

수수료 13,000 54,483,940 

기숙사 사용료 8,156,325 학교운영비 54,483,940 

불용용품 매각수입 30,000          일반수용비 6,620,650 

불용용품 매각수입 30,000 공공요금 및 제세 13,654,292 

2017회계연도 대학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총괄) 내역

총계총계

[세출예산][세입예산]

교육.연구.학생지도 및 장학비

운영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등

평생교육기관 등의 수업료



관 항 목 예산액 관 항 목 예산액

이월금 7,000,000       차량/선박/비행기 유지비 123,210 

세계잉여금 7,000,000 지급보험료 310,563 

이월사업비 - 지급임차료 3,091,220 

다른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240,000       수선유지비 2,337,779 

산학협력단회계 전입금 3,240,000 급량비 1,808,590 

발전기금회계 전입금 - 교육훈련/세미나/워크숍비 1,647,634 

소비자생활협동조합회계 전입금 - 재료비 3,555,701 

이자수입 650,000         용역비 12,802,154 

이자수입 650,000 과 운영비 118,920 

580,000         여비교통비 1,391,231 

무형자산 수입 - 업무추진비 1,231,202 

도서매각 대금 580,000 연구개발비 634,850 

967,300         지급이자 480,000 

생산품 매각수입 137,000 보전금 194,000 

변상금 1,000 그 밖의 운영비 4,481,944 

위약금 15,000 자산적경비      31,610,375

그밖의 지원금 - 토지매입비                   -

잡수입 814,300 토지매입비 - 

건설비      19,767,169

건설비 19,767,169 

자산취득비      11,843,206

유형자산 취득비 9,999,396 

무형자산 취득비 1,843,810 

예비비 및 그 밖의 비용          768,406

예비비 및 그 밖의 비용          768,406

예비비 239,656 

반환금 528,750 

무형자산 및 도서 매각대금 등 수입

그 밖의 수입

경    북    대    학    교    총    장

 2017회계연도 대학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내역을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