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 산 총 칙

제 조 자금예산의 규모 학년도 법인회계 수입 지출 예산총액을 천원으로 한다1 ( ) 2010 4,953,352 .․
제 조 예산명세서 수입지출의 예산명세서는 자금예산서에 의한다2 ( ) .

제 조 예산편성 기본방침 예산은 대학의 교육 연구분야의 지원 및 학교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에 우선을 두3 ( ) ,

어 편성한다 .

제 조 주요사업계획의 개요 법인 예산의 주요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4 ( ) .

대학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지원1.

수익성 제고를 위한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체2.

제 조 차입금 일시 또는 장기차입금이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과 교육과학기술부의 허가를 받는 것으로5 ( )

한다 .

제 조 회계규정준수 이 밖의 사항은 본교 재무회계규정에 의한다6 ( ) .



(전기 : 2009년 03월 01일부터 ~ 2010년 02월 28일까지)

회사명 : 학교법인 한문화학원 (당기 : 2010년 03월 01일부터 ~ 2011년 02월 28일까지)

회계단위 : 학교법인 한문화학원본사 외 1건 출력구분 : 1.수입

프로젝트 : 회계 외 4건 (단위:원)

관 항 목

 전입및기부수입 4,715,397,000 4,612,804,000 102,573,000

 기부금수입 4,715,397,000 4,612,804,000 102,573,000

 일반기부금 4,715,396,000 4,612,804,000 102,572,000

CMS 기부금 500,000 * 12 6,000,000

BRC 기부금 19,800,000 * 12 237,600,000

신축건물 모금수입 기부금 4,471,776,000

 지정기부금 1,000 1,000

 교육외수입 227,955,000 324,100,000 -96,145,000

 예금이자수입 216,845,000 312,000,000 -95,155,000

 예금이자 216,845,000 312,000,000 -95,155,000

기타기금적립금 4,641,000,000 * 0.045 208,845,000

보통예금이자 8,000,000

 기타교육외수입 200,000 100,000 100,000

 잡수입 200,000 100,000 100,000

잡수입 100,000

잡수입 100,000

 수익재산수입 10,910,000 12,000,000 -1,090,000

 임대료수입 10,910,000 12,000,000 -1,090,000

법인 대구 수익사업 임대료 909,091 * 12 10,909,092

 투자와기타자산수입 3,590,000,000 -3,590,000,000

 특정기금인출수입 3,590,000,000 -3,590,000,000

 기타기금인출 3,590,000,000 -3,590,000,000

 고정부채입금 10,000,000 30,000,000 -20,000,000

 기타고정부채 10,000,000 30,000,000 -20,000,000

 임대보증금수입 10,000,000 30,000,000 -20,000,000

법인 대구재산 주택분 보증금 10,000,000

4,953,352,000 8,556,904,000 -3,603,552,000자금수입총계

자금예산서

과       목
2010 회계연도 2009 회계연도 증감 산출근거



(전기 : 2009년 03월 01일부터 ~ 2010년 02월 28일까지)

회사명 : 학교법인 한문화학원 (당기 : 2010년 03월 01일부터 ~ 2011년 02월 28일까지)

회계단위 : 학교법인 한문화학원본사 외 1건 출력구분 : 2.지출

프로젝트 : 회계 외 4건 (단위:원)

관 항 목

 보수 116,057,000 121,250,000 -5,193,000

 교원보수 2,000,000 -2,000,000

 특별강의료 2,000,000 -2,000,000

 직원보수 116,057,000 119,250,000 -3,193,000

 직원급여 76,580,000 55,440,000 21,140,000

법인기존 직원 2명 기본급 (2,700,000 * 1.03) * 12 33,372,000

법인 신입직원 2명 기본급 (1,600,000 + 2,000,000) * 12  43,200,000

 직원제수당 30,000,000 9,600,000 20,400,000

법인 직원 4명 부가연봉 2,500,000 * 12 30,000,000

 직원법정부담금 9,477,000 9,210,000 267,000

법인직원 2명 사학연금 부담금 (3,808,000 * 0.063) * 12 2,878,848

법인 신입직원 2명 6개월간 사학연금 부담금 (4,600,000 * 0.063) * 6 1,738,800

법인직원 4명 건강보험 부담금 (8,500,000 * 0.02665) * 12 2,723,400

법인직원 4명 장기용양보험 부담금 2,800,000 * 0.0655 183,400

법인직원 고용산재 보험금 부담금 500,000

신입직원 2명 6개월간 국민연금 (4,600,000 * 0.045) * 6 1,242,000

법인직원 4명 직원재해 보상금 4,620,000 * 0.0454 209,748

 노임 45,000,000 -45,000,000

 관리운영비 35,407,000 519,100,000 -483,693,000

 시설관리비 856,000 209,237,000 -208,381,000

 건축물관리비 1,000 2,000 -1,000

 장비관리비 132,354,000 -132,354,000

 조경관리비 1,000 -1,000

 시설용역비 1,000 5,001,000 -5,000,000

 보험료 851,000 1,552,000 -701,000

건물보험료 800,000

CMS 보증보험료 50,000 50,000

 리스임차료 2,000 70,327,000 -70,325,000

 기타시설관리비 1,000 1,000

 일반관리비 16,819,000 29,356,000 -12,537,000

 여비교통비 3,781,000 3,237,000 544,000

결산관련 1회 출장비 60,000

국내 출장비 300,000 * 12 3,600,000

자금예산서

과       목
2010 회계연도 2009 회계연도 증감 산출근거



관 항 목

과       목
2010 회계연도 2009 회계연도 증감 산출근거

시내 출장비 5,000 * 12 60,000

시내 출장비 5,000 * 12 60,000

 차량유지비 1,801,000 1,000 1,800,000

학교법인 공무용 차량 유류비 150,000 * 12 1,800,000

 소모품비 724,000 4,214,000 -3,490,000

기타 소모품 구입비 60,000 * 12 720,000

 인쇄출판비 1,000 14,000,000 -13,999,000

 난방비 1,000 1,000

 전기수도료 1,000 1,000

 통신비 1,040,000 481,000 559,000

우편 발송비 70,000 * 12 840,000

이지체크 단말기 비용 16,330 * 12 195,960

 제세공과금 4,280,000 3,961,000 319,000

법인 수익용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2,400,000

대구지역 건물, 토지 재산세 및 주민세 1,000,000

대구 수익사업 재산 환경개선 부담금 50,000 * 2 80,000

공유수면 하천 사용료 등 기타 공과금 500,000 600,000

대전충남충북지역 대학법인사무처(국)장 협의회 연회비 200,000 200,000

 지급수수료 5,190,000 3,461,000 1,729,000

건물대장 및 관리대장 20,000 * 12 240,000

법인 인감 및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10,000 * 12 120,000

KCMS, 금융결제원 월 이용료 121,000 * 12 + CMS이용수수료 6,500 * 12 1,530,000

각종 송금 수수료 및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 (55,000 * 12) + (4,400 * 3)  673,200

은행잔액 증명서 및 기타 제증명 수수료 10,000 * 12 120,000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및 기타 각종 수수료 2,500,000

 운영비 17,732,000 280,507,000 -262,775,000

 복리후생비 3,100,000 3,100,000

교직원 작업 및 야근시 식대 210,000 * 12 2,520,000

경조비 500,000

 교육훈련비 2,000,000 2,000 1,998,000

재정관리자 하계, 동계 세미나 350,000 * 2 700,000

대전충남충북지역 대학법인사무처(국)장 협회 상, 하반기 참가비 100,000 * 2 200,000

신입직원 2명 업무 연수비 350,000 * 2 700,000

기존직원 업무관련 연수비 200,000 * 2 400,000

 일반용역비 7,482,000 273,802,000 -266,320,000

결산검토 관련 회계 자문료 3,300,000 3,300,000

세무확인 관련 회계 자문료 2,200,000 2,200,000

공익법인 세무확인 수수료 165,000 * 12 1,980,000

 업무추진비 4,400,000 3,601,000 799,000



관 항 목

과       목
2010 회계연도 2009 회계연도 증감 산출근거

업무추진비 260,000 * 12 3,120,000

경조화환 100,000 * 12 1,200,000

 홍보비 1,000 -1,000

 회의비 600,000 1,000 599,000

법인사무국 회의비 50,000 * 12 600,000

 행사비 1,000,000 -1,000,000

 기타운영비 150,000 2,100,000 -1,950,000

회계 감사시 다과구입비 50,000

다과류 100,000

 교육외비용 52,000 100,775,000 -100,723,000

 지급이자 1,000 100,725,000 -100,724,000

 지급이자 1,000 100,725,000 -100,724,000

 기타교육외비용 51,000 50,000 1,000

 잡손실 51,000 50,000 1,000

잡손실 50,000

 전출금 253,801,000 4,088,674,000 -3,834,873,000

 전출금 253,801,000 4,088,674,000 -3,834,873,000

 경상비전출금 1,000 3,088,674,000 -3,088,673,000

 법정부담전출금 253,800,000 1,000,000,000 -746,200,000

법정 부담금 전출금(대학원대학) 100,000,000

법정부담금(사이버대학) 153,800,000

 예비비 48,030,000 3,626,298,000 -3,578,268,000

 예비비 48,030,000 3,626,298,000 -3,578,268,000

 예비비 48,030,000 3,626,298,000 -3,578,268,000

예비비 48,030,000

과목존치 1,000

 투자와기타자산지출 1,000 1,000

 특정기금적립 1,000 1,000

 기타기금적립 1,000 1,000

 고정자산매입지출 4,500,004,000 100,807,000 4,399,197,000

 유형고정자산매입지출 4,500,003,000 806,000 4,499,197,000

 토지매입비 1,000 1,000

 건물매입비 4,500,000,000 1,000 4,499,999,000

사이버대 서울 교육관 건물 매입비 4,500,000,000

 구축물매입비 1,000 1,000

 집기비품매입비 2,000 -2,000

 도서구입비 800,000 -800,000

 건설가계정 1,000 1,000

 무형고정자산취득비 1,000 100,001,000 -100,000,000

 무형고정자산취득비 1,000 100,001,000 -100,000,000



관 항 목

과       목
2010 회계연도 2009 회계연도 증감 산출근거

4,953,352,000 8,556,904,000 -3,603,552,000자금지출총계



별지 제 의 호서식[ 1 1 ]
전기말추정미수금명세서

회계구분 법인:□

단위 천원( : )
구 분 내 용 금 액 비 고

해 당 사 항 없 음

합 계
법인 학교 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 조정 추가 삭제 이 가능함( ) ( · )※

일25254-00211
개정96.1.24

210mm×297mm
인쇄용지 급( (2 ) 60g/ )㎡



별지 제 의 호서식[ 1 2 ]
전기말추정차입금명세서

회계구분 법인:□

단위 천원( : )
허가
근거 차입처

차입내역 전기말
잔 액

지 급
이자율

잔존상환
기 간

차기상환
예정액 비 고

연월일 금 액

해 당 사 항 없 음

합 계 1,950,000 1,950,000 0
법인 학교 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 조정 추가 삭제 이 가능함( ) ( · )※

일25254-00311
개정96.1.24

210mm×297mm
인쇄용지 급( (2 ) 60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