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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단초등학교 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예산 총칙

추경7회예산구분 :

예산액 1378849000예산확정일자 2021-02-24

제1조 2020년도 선단초등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총액은 세입세출 각각 1,378,849,000원으로 하며 세입세출
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서"와 같다.

제2조 2020년도 명시이월사없은 없습니다.

제3조 회계연도 중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학교발전기금 전입금  또는 선택적 교육수입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지정 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
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추후에 보고한다.

제4조  ① 다음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경기도공립학교회계규칙 제16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비
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교원연구비, 관리 및 직책수당, 겸직수당
  2. 학교회계 직원의 인건비
  3. 각종 공과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 반환을 위한 이용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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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세출 예산 총괄

회계연도 : 2020
예산구분 : 추경7회
학 교 명 : 선단초등학교 (단위 : 천원)

예산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7회 1378849 1380465 -1616 0

세입 세출

장 관 금회 누계 구성비(%) 정책사업 금회 누계 구성비(%)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600 122221 9 인적자원 운용 0 133738 10

이전수입
지방교육자치단체이전수
입

-51 1184603 86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51 431939 31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55 29524 2 기본적 교육활동 0 182616 13

자체수입 행정활동수입 90 15723 1 선택적 교육활동 -55 222774 16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0 26778 2 교육활동 지원 -1600 148647 11

학교 일반운영 90 259100 19

학교 재무활동 0 35 0



2020학년도 세입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7회 (단위 : 천원)

과   목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출기초(원) 비고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비목

1.이전수입 1306824 1308475 -1651

1.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22221 123821 -1600

2.교육경비보조금 68670 70270 -1600

1.기초지방자치단체전입금 68670 70270 -1600

1.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보조금(기초) 6400 8000 -1600
[시]화장실개선사업보조금 : 

-1,600,000원*1회=
-1600000

2.지방교육자치단체이전수입 1184603 1184654 -51

1.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수입 1184603 1184654 -51

1.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184603 1184654 -51

2.목적사업비전입금 585646 585697 -51 방역활동 인력지원비 : -51,000원 * 1교 = -51000

2.자체수입 45247 45212 35

1.학부모부담수입 29524 29579 -55

1.수익자부담수입 29524 29579 -55

5.돌봄활동운영비 8610 8665 -55

1.돌봄활동운영비 8610 8665 -55
[수]돌봄교실 학생중식비(방학) : -55,000원

*1회=
-55000

2.행정활동수입 15723 15633 90

3.기타행정활동수입 15723 15633 90

1.이자수입 4180 4090 90

1.이자수입 4180 4090 90 학교회계등 예금이자수입 : 90,000원*1회= 90000

3.기타수입 26778 26778 0

세입합계 1378849 1380465 -1616



2020학년도 세출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7회 (단위 : 천원)

사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정책 단위 세부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1.인적자원 운용 133738 133738 0

2.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431939 431990 -51

2.보건관리 44561 44612 -51

2.[국고]학교환경위생관리 34136 34187 -51

3.[초]방역관리 16299 16350 -51

1.기간제직원인건비 2545 2596 -51
[목]방역활동인력지원비 : 

-51,000원*1회=
-51000

3.기본적 교육활동 182616 182616 0

4.선택적 교육활동 222774 222829 -55

1.방과후학교 운영 125025 125080 -55

2.돌봄교실운영 115565 115620 -55

1.[초]돌봄교실운영 54332 54387 -55

3.교육운영비 20986 21041 -55 [수]학생중식비(방학) : -55,000원*1회= -55000

5.교육활동 지원 148647 150247 -1600

4.교육여건 개선 75870 77470 -1600

1.교육환경개선 75870 77470 -1600

3.[초]기타교육환경개선 31291 32891 -1600

1.시설비 22980 24580 -1600
[시]화장실환경개선사업 : -1,600,000원

*1회=
-1600000

6.학교 일반운영 259100 259010 90

2.시설 장비 유지 169283 169193 90

1.학교시설장비유지 169283 169193 90

2.[초]시설일반관리 70996 70906 90

1.일반수용비 70796 70706 90 시설소규모수선비 : 90,000원*1회= 90000

7.학교 재무활동 35 35 0

세출합계 1378849 1380465 -1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