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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단초등학교 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예산 총칙

추경7회예산구분 :

예산액 1504689000예산확정일자 2022-02-21

제1조 2021년도 선단초등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총액은 세입세출 각각 1,505,099,000원의 명세는 "세입세
출예산서"와 같다.

제2조 2021년 명시이월사업은 없으며, 공사로 인한 사고이월액은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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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홍 2022년 02월 17일 11시 20분 49초 1 경기도교육청 선단초등학교



세입 세출 예산 총괄

회계연도 : 2021
예산구분 : 추경7회
학 교 명 : 선단초등학교 (단위 : 천원)

예산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7회 1504689 1465318 39371 3

세입 세출

장 관 금회 누계 구성비(%) 정책사업 금회 누계 구성비(%)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042 228520 15 인적자원 운용 -1083 107290 7

이전수입
지방교육자치단체이전수
입

43291 1160723 77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39998 449249 30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3553 76132 5 기본적 교육활동 -69 197450 13

자체수입 행정활동수입 693 12451 1 선택적 교육활동 -571 242030 16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18 26863 2 교육활동 지원 -2483 93671 6

학교 일반운영 8023 239591 16

학교시설 확충 -4444 150556 10

학교 재무활동 0 24852 2



2021학년도 세입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7회 (단위 : 천원)

과   목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출기초(원) 비고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비목

1.이전수입 1389243 1346994 42249

1.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28520 229562 -1042

1.비법정이전수입 75770 76812 -1042

1.기초지방자치단체전입금 75770 76812 -1042

1.급식비보조금(기초) 75770 76812 -1042 (시)학교급식지원금 : -1,042,000원*1회= -1042000

2.지방교육자치단체이전수입 1160723 1117432 43291

1.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수입 1160723 1117432 43291

1.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160723 1117432 43291

1.학교운영비전입금 406311 405333 978
병설유치원기본운영비 : -3,985,000원 * 1교 

=
-3985000

초등학교기본운영비 : -38,862,000원 * 1교 

=
-38862000

초등학교총액교부사업비 : 978,000원 * 1교 

=
978000

초등학교기본운영비 : 38,862,000원 * 1교 = 38862000

병설유치원기본운영비 : 3,985,000원 * 1교 

=
3985000

2.목적사업비전입금 604109 557863 46246
(성립전)급식교육공무직원인건비 : 

16,462,000원 * 1교 =
16462000

초등돌봄전담사인건비 및 운영비 : -

1,792,000원 * 1교 =
-1792000

학교운동부지도자(탁구전임코치) 인건비 : -

254,000원 * 1교 =
-254000

교육공무직원(행정실무사)인건비 : -

1,290,000원 * 1교 =
-1290000

(성립전)교육공무직원(행정실무사)인건비 : 

4,419,000원 * 1교 =
4419000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3월~12월) : -

983,000원 * 1교 =
-983000

초등 생존수영교육 운영비 : -6,800,000원 * 

1교 =
-6800000

공기정화장치 환기설비 확대 설치비 : -

2,763,000원 * 1교 =
-2763000

교육회복지지원금  : -150,000원 * 1교 = -150000

(성립전)교육회복지지원금  : 26,850,000원 

* 1교 =
26850000

(성립전)교육회복지원금 : 500,000원 * 1교 

=
500000

학교운동부지도자(탁구전임코치)인건비 : -

204,000원 * 1교 =
-204000

(성립전)학교운동부지도자(탁구전임코치)인

건비 : 4,786,000원 * 1교 =
4786000

유아학비 지원금 : 2,070,000원 * 1교 = 2070000

(성립전)특수교육대상학생 원거리 통학비 지

원금 : 2,595,000원 * 1교 =
2595000



2021학년도 세입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7회 (단위 : 천원)

과   목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출기초(원) 비고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비목

특수교육대상학생 원거리 통학비 지원금 : -

14,000원 * 1교 =
-14000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 : -288,000원 * 1교 

=
-288000

(성립전)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 : 3,102,000

원 * 1교 =
3102000

3.급식비지원금 98481 100702 -2221
초등 학교급식경비지원금 : -2,221,000원 * 

1교 =
-2221000

4.방과후학교활동비지원금 12652 10623 2029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금 : -471,000원 

* 1교 =
-471000

(성립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금 : 

2,500,000원 * 1교 =
2500000

5.돌봄활동운영비지원금 30504 32175 -1671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 -1,671,000원 * 1교 

=
-1671000

6.누리과정비지원금 8666 10736 -2070 유아학비 지원금 : -2,070,000원 * 1교 = -2070000

2.자체수입 88583 91443 -2860

1.학부모부담수입 76132 79685 -3553

1.수익자부담수입 76132 79685 -3553

1.급식비 28031 28112 -81

1.급식비 28031 28112 -81 (수)교직원급식비 : -53,000원*1회= -53000

(수)유치원급식비 : -28,000원*1회= -28000

2.방과후학교활동비 29691 31591 -1900

1.방과후학교활동비 29691 31591 -1900 (수)독서논술 강사비 : -185,000원*1회= -185000

(수)로봇강사비 : -118,000원*1회= -118000

(수)로봇재료비 : -45,000원*1회= -45000

(수)사고력수학 강사비 : -137,000원*1회= -137000

(수)사고력수학 교재비 : -40,000원*1회= -40000

(수)생명탐구 강사비 : -12,000원*1회= -12000

(수)생명탐구 재료비 : -90,000원*1회= -90000

(수)손글씨 강사비 : -93,000원*1회= -93000

(수)손글씨 재료비 : -15,000원*1회= -15000

(수)생활체육(축구)강사비 : -100,000원*1회

=
-100000

(수)아동요리 강사비 : -256,000원*1회= -256000

(수)아동요리 재료비 : -234,000원*1회= -234000

(수)영어 강사비 : -140,000원*1회= -140000



2021학년도 세입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7회 (단위 : 천원)

과   목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출기초(원) 비고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비목

(수)창작미술 강사비 : -200,000원*1회= -200000

(수)창작미술 재료비 : -22,000원*1회= -22000

(수)컴퓨터(기초,중급)강사비 : 

-187,000원*1회=
-187000

(수)컴퓨터(기초,중급)교재비 : -18,000*1회

=
-18000

(수)영어 재료비 : -26,000원*1회= -26000

(수)전기요금(수용비) : 22,000원*1회= 22000

(수)독서논술교재비 : -4,000원*1회= -4000

4.졸업앨범비 4284 4500 -216

1.졸업앨범비 4284 4500 -216 (수)졸업앨범비(초등) : -216,000원*1회= -216000

5.돌봄활동운영비 14126 15482 -1356

1.돌봄활동운영비 14126 15482 -1356
(수)돌봄교실 학생간식비 : -600,000원-

102,000원=
-702000

(수)돌봄교실 학생중식비(방학) : 

-424,000원-230,000=
-654000

2.행정활동수입 12451 11758 693

2.자산수입 177 500 -323

1.자산매각대 177 500 -323

1.자산매각대 177 500 -323 폐기매각대금 : -323,000원*1회= -323000

3.기타행정활동수입 12274 11258 1016

1.이자수입 5156 4172 984

1.이자수입 5156 4172 984 학교회계등 예금이자수입 : 172,000원*1회= 172000

퇴직연금예금이자수입 : 810,000원*1회= 810000

시보조금예금이자 : 2,000원*1회= 2000

2.기타행정활동수입 7118 7086 32

1.기타행정활동수입 7118 7086 32 폐식용류 매각대금 : 36,000원*1회= 36000

법인카드포인트 : 16,000원*1회= 16000

전년도 인건비 환수액 : -20,000원*1회= -20000

3.기타수입 26863 26881 -18

1.전년도이월금 26863 26881 -18

2.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 24834 24852 -18



2021학년도 세입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7회 (단위 : 천원)

과   목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출기초(원) 비고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비목

1.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 24834 24852 -18

1.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 24834 24852 -18 시보조예금이자 반환 : -18,000원*1회= -18000

세입합계 1504689 1465318 39371



2021학년도 세출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7회 (단위 : 천원)

사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정책 단위 세부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1.인적자원 운용 107290 108373 -1083

2.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85048 86131 -1083

2.교직원복지 84678 85761 -1083

2.[초]기타교직원복지지원 84678 85761 -1083

1.교직원복지비 84678 85761 -1083
교육공무직 정액급식비 : 

-2,032,000원*1회=
-2032000

교육공무직 근속수당 : 1,499,000원*1회

=
1499000

교육공무직 정기상여금 : 

-450,000원*1회=
-450000

시설미화원작업복구입 : -100,000원*1회

=
-100000

2.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449249 409251 39998

1.급식 관리 331498 318380 13118

1.학교급식운영 331498 318380 13118

1.[초]조리사인건비 27788 19670 8118

1.무기계약직원인건비 24815 17469 7346 (성립전)(목)본봉 : 2,940,000원*1명 = 2940000

(목)본봉 : 300,000원*1회= 300000

(성립전)(목)위험수당 : 21,000원*1명 = 21000

(목)위험수당 : 1,000원*1회= 1000

(성립전)(목)연차수당 : 260,000원*1명 

=
260000

(목)연차수당 : -10,000원*1회= -10000

(성립전)(목)퇴직적립금 : 3,837,000원

*1명 =
3837000

(목)퇴직적립금 : -3,000원*1회= -3000

2.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2973 2201 772
(성립전)(목)건강보험 : 263,000원*1명 

=
263000

(성립전)(목)노인요양 : 30,000원*1명 = 30000

(성립전)(목)국민연금 : 319,000원*1명 

=
319000

(성립전)(목)고용보험 : 98,000원*1명 = 98000

(성립전)(목)산재보험 : 62,000원*1명 = 62000

2.[초]조리실무사인건비 78913 71256 7657

1.무기계약직원인건비 69118 62640 6478 (무상)조리실무사 본봉 : 11,000원*1회= 11000

(무상)위험수당 : -21,000원*1회= -21000



2021학년도 세출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7회 (단위 : 천원)

사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정책 단위 세부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무상)연차수당 : -427,000원*1회= -427000

(목)본봉 : -216,000원*1회= -216000

(성립전)(목)본봉 : 2,536,000원*1명 = 2536000

(성립전)(목)위험수당 : 30,000원*1명 = 30000

(목)위험수당 : -8,000원*1회= -8000

(성립전)(목)연차수당 : 1,835,000원*1

명 =
1835000

(목)연차수당 : 56,000원*1회= 56000

(목)퇴직적립금 : -120,000원*1회= -120000

(성립전)(목)퇴직적립금 : 3,000,000원

*1명 =
3000000

(무상)퇴직적립금 : -198,000원*1회= -198000

3.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9481 8302 1179 (무상)건강보험 : -51,000원*1회= -51000

(무상)산재보험 : -1,000원*1회= -1000

(성립전)(목)건강보험 : 323,000원*1명 

=
323000

(성립전)(목)노인요양 : 7,000원*1명 = 7000

(성립전)(목)국민연금 : 540,000원*1명 

=
540000

(성립전)(목)고용보험 : 226,000원*1명 

=
226000

(성립전)(목)산재보험 : 135,000원*1명 

=
135000

3.[초]급식재료구입비 179801 183977 -4176

1.급식용식재료비 179801 183977 -4176 (수)교직원식재료비 : -53,000원*1회= -53000

(무상)급식용식재료비 : 

-3,081,000원*1회=
-3081000

(시)급식용식재료비 : -1,042,000원*1회

=
-1042000

5.[초]급식운영비 33449 31902 1547

2.일반수용비 19098 17008 2090
(무상)음식물쓰레기처리용역비 : -

424,000원*1회=
-424000

(무상)급식소모품구입비 : 2,513,000원

*1회=
2513000

(무상)급식기구수선및부품교체비 : 

1,000원*1회=
1000

5.연료비 3607 4150 -543
(무상)취사용 도시가스료 : 

-543,000원*1회=
-543000

6.[초]기타학교급식운영 6074 6074 0

1.일반수용비 5777 5714 63
급식실 가스안전검사 수수료 : 

-49,000원*1회=
-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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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운영 소모품구입 : 156,000원*1회

=
156000

급식실 후드청소비 : -7,000원*1회= -7000

급식실 정수기수질검사비 : 

-7,000원*1회=
-7000

급식실 안전보건 및 위생용품 구입비 : 

-30,000원*1회=
-30000

2.교육운영비 297 360 -63 영양교육활동비 : -6,000원*1회= -6000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행사 : 

-57,000원*1회=
-57000

7.[유][유치원]급식재료구입비 5473 5501 -28

2.급식용식재료비 5473 5501 -28 (수)급식용식재료비 : -28,000원*1회= -28000

2.보건관리 58951 59055 -104

1.[국고]학생및교직원보건안전관리 13447 13447 0

2.[초]응급학생후송지원 0 100 -100

1.학생복지비 0 100 -100
응급학생수송및치료비 : -100,000원*1회

=
-100000

4.[초]보건실운영 4289 4189 100

1.일반수용비 2634 2489 145 침구세탁비 : -64,000원*1회= -64000

보건실운영비 : 209,000원*1히= 209000

3.비품구입비 955 1000 -45 보건실 비품구입비 : -45,000원*1회= -45000

2.[국고]학교환경위생관리 45504 45608 -104

1.[초]먹는물관리 3367 3472 -105

1.일반수용비 3367 3472 -105 복도정수기유지관리비 : -96,000원*1회= -96000

정수기수질검사비 : 2,000원*1회= 2000

물탱크 및 옥내급수관 수질검사비 : -

11,000원*1회=
-11000

3.[초]방역관리 28478 28478 0

1.기간제직원인건비 13826 13853 -27 학교방역활동 인건비 : -27,000원*1회= -27000

2.일반수용비 14384 14313 71 방역용품구입 : 71,000원*1회= 71000

3.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268 312 -44
학교방역활동 고용보험료 : 

-26,000원*1회=
-26000

학교방영활동 산재보험료 : 

-18,000원*1회=
-18000

4.[초]기타학교환경위생관리 11602 11601 1

1.일반수용비 11602 11601 1 공기청정기임대료 : 1,000원*1회=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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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육격차 해소 24690 24690 0

1.기타 교육격차해소 지원 24690 24690 0

1.[초]다문화가정지원 5600 5600 0

3.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86 90 -4
고용산재보험료(기관부담금) : -4,000원

*1회=
-4000

4.목적사업업무추진비 169 165 4
중도입국자녀 한국어교실 다과구입  : 

4,000원*1회=
4000

4.학생복지 34110 7126 26984

1.교육복지우선 29700 2500 27200

1.[초]교육복지사업운영비 29200 2500 26700

2.학생복지비 27520 820 26700
(목)교육회복지지원금 : -150,000원*1회

=
-150000

(성립전)(목)교육회복지지원금 : 111명

*50,000원+424명*50,000원+100,000원=
26850000

2.[유](유)교육복지사업운영비 500 0 500

1.학생복지비 500 0 500
(성립전)(목)교육회복지원금(유치원) : 

10명*50,000원=
500000

2.학생복지운영 4410 4626 -216

1.[초]졸업앨범제작 4410 4626 -216

2.교육운영비 4284 4500 -216 (수)졸업앨범비 : -216,000원*1회= -216000

3.기본적 교육활동 197450 197519 -69

1.교과 활동 186890 186959 -69

1.교과활동지원 105090 105170 -80

1.[초]학습준비물지원 13570 13620 -50

1.학습준비물 13570 13620 -50 1학년 학습준비물 : -10,000원*1회= -10000

5학년 학습준비물 : -23,000원*1회= -23000

6학년 학습준비물 : -17,000원*1회= -17000

2.[초]보결(대강)수업관리 870 900 -30

1.운영수당 870 900 -30 보결수업수당(초등) : -30,000원*1회= -30000

7.[초](목)혁신공감학교운영 9000 9000 0

3.교육운영비 8045 8045 0
(목)학년교육활동 운영비 : 14,000원*1

회=
14000

(목)교육과정워크숍 운영비 : -14,000원

*1회=
-14000

2.과학 교과활동 11337 10309 1028



2021학년도 세출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7회 (단위 : 천원)

사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정책 단위 세부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2.[초]행정실무사(과학)인건비 5392 4364 1028

1.무기계약직원인건비 4732 3704 1028 (목)연차수당 : 1,028,000원*1회= 1028000

(목)퇴직적립금 : -1,473,000원*1회= -1473000

(성립전)(목)퇴직적립금 : 1,473,000원

*1명 =
1473000

3.체육 교과활동 650 7450 -6800

2.[초]생존수영교육활동 0 6800 -6800

1.교육운영비 0 6000 -6000
(목)수영실기교육비 : -6,000,000원*1회

=
-6000000

2.학생복지비 0 800 -800 (목)저소득층지원비 : -800,000원*1회= -800000

6.특수교육교과활동 36427 31032 5395

1.[초]특수교육교과운영 4897 3100 1797

1.교육운영비 2316 3100 -784
교재교구및학습준비물구입 : 

-57,000원*1회=
-57000

특수학급 행사활동운영비 : 

-727,000원*1회=
-727000

2.학생복지비 2581 0 2581
(성립전)(목)원거리통학비 : 1,352,400

원+1,242,000원=
2595000

(목)원거리통학비 : -14,000원*1회= -14000

2.[초]특수교육지도사인건비 24314 21500 2814

1.무기계약직원인건비 21510 18693 2817 (목)본봉 : -14,000원*1회= -14000

(성립전)(목)본봉 : 100,000*1= 100000

(목)퇴직적립금 : -52,000원*1회= -52000

(성립전)(목)퇴직적립금 : 2,783,000*1= 2783000

2.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2804 2807 -3 (목)건강보험 : -76,000원*1회= -76000

(성립전)(목)건강보험 : 75,000*1= 75000

(목)노인요양 : -10,000원*1회= -10000

(성립전)(목)노인요양 : 9,000*1= 9000

(성립전)(목)국민연금 : 95,000*1= 95000

(목)국민연금 : -96,000원*1회= -96000

(성립전)(목)고용보험 : 30,000*1= 30000

(목)고용보험 : -30,000원*1회= -30000

(목)산재보험 : -10,000원*1회= -10000



2021학년도 세출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7회 (단위 : 천원)

사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정책 단위 세부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성립전)(목)산재보험 : 10,000*1= 10000

3.[초]특수학급운영지원 5847 5000 847

1.일반수용비 5847 5000 847 특수학급운영비 : 847,000원*1회= 847000

4.[초]현장체험학습 1369 1432 -63

1.교육운영비 1369 1432 -63
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 운영 : 

-63,000원*1회=
-63000

7.유치원 교과활동 16126 15738 388

1.[초]유치원교과운영 4143 3755 388

2.교육운영비 4143 3755 388 교육활동 운영비 : 388,000원*1회= 388000

2.창의적 체험활동 10560 10560 0

4.봉사활동 3460 3460 0

1.[초]환경미화활동 3460 3460 0

1.일반수용비 1042 1150 -108 기름걸레교체비 : -56,000원*1회= -56000

종량제봉투구입비 : -52,000원*1회= -52000

2.교육운영비 2418 2310 108 청소용품구입비 : 108,000원*1회= 108000

4.선택적 교육활동 242030 242601 -571

1.방과후학교 운영 164438 169337 -4899

1.방과후학교운영 42343 42214 129

1.[초]방과후학교운영 29691 31591 -1900

1.운영수당 19887 21315 -1428 (수)독서논술강사비 : -185,000원*1회= -185000

(수)로봇강사비 : -118,000원*1회= -118000

(수)사고력수학강사비 : -137,000원*1회

=
-137000

(수)생명탐구강사비 : -12,000원*1회= -12000

(수)손글씨강사비 : -93,000원*1회= -93000

(수)생활체육(축구)강사비 : -100,000원

*1회=
-100000

(수)아동요리강사비 : -256,000원*1회= -256000

(수)창작미술강사비 : -200,000원*1회= -200000

(수)컴퓨터(기초,중급)강사비 : -

187,000원*1회=
-187000

(수)영어 강사비 : -140,000원*1회=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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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기요금 1443 1421 22 (수)전기요금(수용비) : 22,000원*1회= 22000

3.교육운영비 8361 8855 -494 (수)로봇재료비 : -45,000원*1회= -45000

(수)사고력수학교재비 : -40,000원*1회= -40000

(수)생명탐구재료비 : -90,000원*1회= -90000

(수)손글씨재료비 : -15,000원*1회= -15000

(수)아동요리재료비 : -234,000원*1회= -234000

(수)창작미술재료비 : -22,000원*1회= -22000

(수)컴퓨터(기초,중급)교재비 : 

-18,000원*1회=
-18000

(수)영어 재료비 : -26,000원*1회= -26000

(수)독서논술교재비 : -4,000원*1회= -4000

2.[초](목)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금12652 10623 2029

1.운영수당 8974 7723 1251
(목)자유수강권 강사료 : 

-249,000원*1회=
-249000

(성립전)(목)자유수강권 강사료 : 

25,000원*20명*3월=
1500000

2.교육운영비 3678 2900 778
(성립전)(목)자유수강권 교재비 및 재료

비 : 20,000원*25명*2월=
1000000

(목)자유수강권 교재비 및 재료비 : -

222,000원*1회=
-222000

2.돌봄교실운영 95413 100232 -4819

1.[초]돌봄교실운영 34995 38022 -3027

3.교육운영비 18750 21777 -3027
(수)학생간식비 : -600,000원-102,000원

=
-702000

(수)학생중식비(방학) : -424,000원-

230,000원=
-654000

(목)저소득층 급식비지원 : -795,000원-

54,000=
-849000

(목)저소득층 간식비지원 : -798,000원-

24,000원=
-822000

2.[초]돌봄전담인력운영 60418 62210 -1792

1.무기계약직원인건비 40650 42441 -1791 (목)본봉 : -1,049,000원*1회= -1049000

(목)연차수당 : -742,000원*1회= -742000

2.일반수용비 4085 0 4085
(목)긴급돌봄방역물품구입 : 4,085,000

원*1회=
4085000

3.운영수당 10295 14380 -4085
(목)긴급돌봄운영비 : -4,085,000원*1회

=
-4085000

4.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5388 5389 -1 (목)산재보험 : -1,000원*1회= -1000

3.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26682 26891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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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구분 : 추경7회 (단위 : 천원)

사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정책 단위 세부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1.[초]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1872 1280 592

1.운영수당 1872 1280 592 교사방학중수당 : 179,000원+413,000원= 592000

3.[유]방과후과정운영 3344 3757 -413

1.기간제직원인건비 1689 1819 -130
(목)방학 대체인력 인건비 : 22,000원*1

회=
22000

방학 대체인력 인건비 : -152,000원*1회

=
-152000

3.교육운영비 1092 1353 -261 방학 중식 및 간식비 : -261,000원*1회= -261000

4.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113 135 -22
(목)방학 대체인력 4대보험료 : 

-22,000원*1회=
-22000

4.[유]유치원방과후전담인건비 18195 18583 -388

1.무기계약직원인건비 16352 16740 -388 (목)본봉 : -307,000원*1회= -307000

(기)방과후전담사 인건비 부족분 : -

388,000원*1회=
-388000

(목)퇴직적립금 : 307,000원*1회= 307000

3.교기육성 49008 44680 4328

1.교기운영 49008 44680 4328

1.[초]지도자(코치)인건비 31558 27230 4328

1.무기계약직원인건비 28440 24451 3989 (목)본봉 : -1,494,000원*1회= -1494000

(성립전)(목)본봉 : 2,040,000*2= 4080000

(목)연차수당 : 0-458,000원*1회= -458000

(성립전)(목)퇴직금 : 94,000*1= 94000

(목)퇴직금 : 1,767,000원*1회= 1767000

2.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3118 2779 339 (성립전)(목)건강보험 : 92,000*2= 184000

(목)건강보험 : -119,000원*1회= -119000

(목)노인요양 : -23,000원*1회= -23000

(성립전)(목)노인요양 : 11,000*2= 22000

(목)국민연금 : -2,000원*1회= -2000

(성립전)(목)국민연금 : 100,000*2= 200000

(성립전)(목)고용보험 : 78,000*2= 156000

(목)고용보험 : -105,000원*1회= -105000

(성립전)(목)산재보험 : 25,000*2=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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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구분 : 추경7회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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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정책 단위 세부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목)산재보험 : -24,000원*1회= -24000

5.교육활동 지원 93671 96154 -2483

1.교무업무 운영 11238 9996 1242

1.교무학사운영 11238 9996 1242

1.[초]교무학사운영 2180 2200 -20

1.일반수용비 2180 2200 -20 교무실 사무용품구입 : -10,000원*1회= -10000

이지에듀가입비 : -10,000원*1회= -10000

2.[초]입학식,졸업식행사 2669 2200 469

1.교육운영비 2669 2200 469 입학식 행사 운영 : 7,000원*67명= 469000

4.[초]행정실무사(교무)인건비 4989 4196 793

1.무기계약직원인건비 4473 3680 793
(성립전)(목)연차수당 : 1,473,000원*1

명 =
1473000

(목)연차수당 : -680,000원*1회= -680000

2.생활지도운영 13378 13935 -557

1.학생생활상담지도 855 1000 -145

1.[초]위클래스(센터)운영 855 1000 -145

1.교육운영비 855 1000 -145
학생생활상담지도 운영비 : 

-145,000원*1회=
-145000

2.학교폭력예방 11543 11935 -392

1.[초]학교폭력예방지원 6188 6200 -12

1.일반수용비 188 200 -12 안전지킴이운영물품 : -12,000원*1회= -12000

2.[초]학교폭력관련연수지원 0 380 -380

1.운영수당 0 380 -380
학교폭력예방교육강사비 : 

-380,000원*1회=
-380000

3.학생안전교육 980 1000 -20

1.[초]재난대응훈련 980 1000 -20

1.교육운영비 980 1000 -20 재난대응훈련용품구입 : -20,000원*1회= -20000

3.학습지원실 운영 16018 16423 -405

1.방송실운영 1180 1400 -220

2.[초]방송시설유지관리 480 700 -220

1.교육운영비 480 700 -220 방송장비수리 : -220,000원*1회=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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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예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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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화실운영 14838 15023 -185

1.[초]정보화업무지원 10981 11166 -185

1.교육운영비 4415 4600 -185 정보화기기수리비 : -185,000원*1회= -185000

4.교육여건 개선 53037 55800 -2763

1.교육환경개선 53037 55800 -2763

1.[초]교실환경개선 50037 52800 -2763

1.시설비 50037 52800 -2763
공기정화장치 환기설비 설치비 : -

2,763,000*1회=
-2763000

6.학교 일반운영 239591 231568 8023

1.학교기관 운영 47715 47486 229

1.부서기본운영 30610 31289 -679

1.[초]교장실운영 13098 13098 0

2.일반업무추진비 9300 9300 0 교직원협의회비 : 700,000원*1회= 700000

부서별협의회비 : -1,070,000원*1회= -1070000

경조사비 : -150,000원*1회= -150000

내빈접대및물품구입 : 520,000원*1회= 520000

2.[초]교육행정실운영 11309 11553 -244

1.일반수용비 5426 5204 222 사무및위생용품구입 : 566,000원*1회= 566000

정수기(행정실)임대비 : -48,000원*1회= -48000

복사및인쇄용지구입 : -70,000원*1회= -70000

업무용각종수수료 : -70,000원*1회= -70000

간행물구독료 : -156,000원*1회= -156000

2.기타공공요금 234 300 -66 재정보증보험료 : -66,000원*1회= -66000

3.여비 4585 4985 -400 관외출장여비[초] : -500,000원*1회= -500000

관내출장여비[초] : 100,000원*1회= 100000

3.[초]교무실운영 6203 6638 -435

1.일반수용비 6203 6478 -275 정수기(교무실)임대비 : -33,000원*1회= -33000

프린터및복사기임대료 : -242,000원*1회

=
-242000

2.교직원복지비 0 160 -160 특근매식비 : -160,000원*1회=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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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병설유치원기본운영 8527 8527 0

1.[초]유치원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1667 1697 -30

3.기타공공요금 14 44 -30 전화요금 : -30,000원*1회= -30000

3.[초]유치원운영 4851 4821 30

1.일반수용비 3943 3938 5 사무 및 위생용품구입 : 5,000원*1회= 5000

2.여비 455 430 25 관내외출장비 : 25,000원*1회= 25000

3.행정지원인력운용 8578 7670 908

1.[초]행정실무사(행정)인건비 8578 7670 908

1.무기계약직원인건비 7938 7030 908
교육공무직시간외수당 : -400,000원*1회

=
-400000

(목)연차수당 : -165,000원*1회= -165000

(성립전)(목)연차수당 : 1,473,000원*1

명 =
1473000

2.시설 장비 유지 189461 180382 9079

1.학교시설장비유지 189461 180382 9079

1.[초]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44953 48187 -3234

1.전기요금 35039 36072 -1033 전기요금 : -1,033,000원*1회= -1033000

2.상하수도료 3500 5568 -2068 상하수도요금 : -1,820,000원*1회= -1820000

소화전사용 상수도요금 : 

-248,000원*1회=
-248000

3.기타공공요금 6414 6547 -133 인터넷통신요금 : -46,000원*1회= -46000

승강기배상책임보험 : -50,000원*1회= -50000

가스배상책임보험 : -7,000원*1회= -7000

케이블방송수신료 : -30,000원*1회= -30000

2.[초]시설일반관리 74262 61917 12345

1.일반수용비 74262 61917 12345
시설소규모수선비 : 2,552,000원

+9,592,000원=
12144000

시설관리소모품구입비 : 380,000원*1회= 380000

전기수전설비정기검사 : -100,000원*1회

=
-100000

승강기정기검사수수료 : -79,000원*1회= -79000

3.[초]시설미화관리 1727 1700 27

1.일반수용비 1727 1700 27 화장실 소모품 구입 : 27,000원*1회= 2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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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초]특수운영직군(시설미화원)인건비23288 23288 0

1.무기계약직원인건비 20991 20991 0 본봉 : 108,000원*1회= 108000

연차수당 : -63,000원*1회= -63000

퇴직적립금(DC) : -45,000원*1회= -45000

6.[초]특수운영직군(시설당직원)인건비22997 23056 -59

1.무기계약직원인건비 21178 21237 -59 퇴직적립금(DC) : -59,000원*1회= -59000

3.학교운영 협력 2415 3700 -1285

1.학교운영위원회운영 458 1200 -742

1.[초]학교운영위원회운영 458 1200 -742

1.여비 110 200 -90 학교운영위원회여비 : -90,000원*1회= -90000

2.일반업무추진비 348 1000 -652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비 : 

-652,000원*1회=
-652000

2.학부모협력 1957 2000 -43

1.[초]학부모교육및활동지원 1957 2000 -43

1.일반수용비 1487 1500 -13 학부모회활동운영비 : -13,000원*1회= -13000

2.운영수당 470 500 -30 학부모회교육강사비 : -30,000원*1회= -30000

3.관계기관협력 0 500 -500

1.[초]지역관계기관협력 0 500 -500

1.일반업무추진비 0 500 -500 지역유관기관간담회 : -500,000원*1회= -500000

7.학교시설 확충 150556 155000 -4444

1.시설확충 및 개선 150556 155000 -4444

1.시설확충및개선 150556 155000 -4444

1.[초]노후시설개선 150556 155000 -4444

1.시설비 150556 155000 -4444
(기)외벽보수 공사비 : 

-4,444,000원*1회=
-4444000

8.학교 재무활동 24852 24852 0

세출합계 1504689 1465318 393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