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자금예산의 규모) 2023학년도 법인회계 수입·지출 예산총액을 938,000천원으로 한다.

제2조(예산명세서) 수입지출의 예산명세서는 자금예산서에 의한다.

제3조(예산편성 기본방침) 예산은 대학의 교육, 연구분야의 지원 및 학교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에 우선을 두어 편성한다.

제4조(주요사업계획의 개요) 법인 예산의 주요사업은 장기차입금 상환을 위한 재원 확보이다.

제5조(차입금) 장기차입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교육부의 허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 장기차입금 한도액 : 0원

· 일시차입금 한도액 : 0원

제6조(회계규정준수) 이 밖의 사항은 재무회계 규정에 의한다.

예  산  총  칙



1. 수    입 (단위 : 원)

관 항 목

 5400 교육외수입 581,999,000 580,636,000 1,363,000  

 5410 예금이자수입 13,600,000 7,194,000 6,406,000

 5411 예금이자 13,600,000 7,194,000 6,406,000  

정기예금 13,425,000 / 보통예금 175,000

 5420 기타교육외수입 50,000 54,000 △4,000  

 5421 잡수입 50,000 54,000 △4,000  

잡수입

 5430 수익재산수입 568,349,000 573,388,000 △5,039,000  

 5431 임대료수입 563,630,000 566,927,000 △3,297,000

ApmPlace 3개호실 600,000 * 12

캐럴라인타워 4개층 46,700,000 * 12

 5432 배당금수입 2,719,000 3,263,000 △544,000

삼영전자 주식 배당금 (매년 4월)

 5439 기타수익재산수입 2,000,000 3,198,000 △1,198,000

ApmPlace 기타수익 500,000 * 4

 2200 고정부채입금 1,000 0 1,000  

 2220 기타고정부채 1,000 0 1,000

 2221 임대보증금수입 1,000 0 1,000

582,000,000 580,636,000 1,364,000  

356,000,000 468,834,000 △112,834,000 임대보증금 예치금

938,000,000 1,049,470,000 △111,470,000

합계

 미사용 전기이월자금

자금 수입 총계

법인회계 자금예산서
(기간 :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과                  목
2023 예산 2022 예산 증감(△)액 산출근거

2023 예산서_학교법인 한문화학원 법인회계(수입)



2. 지    출 (단위 : 원)

관 항 목

 4100 보수 129,800,000 122,860,000 6,940,000

 4120 직원보수 129,800,000 122,860,000 6,940,000

 4121 직원급여 110,400,000 108,750,000 1,650,000

직원급여 3명 9,200,000 * 12

 4123 직원각종수당 9,600,000 6,000,000 3,600,000

부가연봉 3명 600,000 * 12

명절휴가비 3명 900,000 * 2

하기휴가비 2명 600,000

 4124 직원법정부담금 9,800,000 8,110,000 1,690,000

사학연금 3,680,000 3,160,000 520,000

사학연금 1명 286,666 * 12

재해보상 1명 20,000 * 12

국민연금 0 0 -

건강보험 5,400,000 4,350,000 1,050,000

건강보험 3명 450,000 * 12

산재고용보험 720,000 600,000 120,000

산재고용보험 1명 60,000 * 12

퇴직수당 0 0 -

법인회계 자금예산서
(기간 :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과                  목
2023 예산 2022 예산 증감(△)액 산출근거

2023 예산서_학교법인 한문화학원 법인회계(지출)



2. 지    출 (단위 : 원)

관 항 목

과                  목
2023 예산 2022 예산 증감(△)액 산출근거

 4200 관리운영비 90,041,000 78,310,000 11,731,000

 4210 시설관리비 1,000 4,550,000 △4,549,000

 4211 건축물관리비 1,000 4,550,000           △4,549,000

 4220 일반관리비 54,040,000 50,660,000 3,380,000

 4221 여비교통비 2,400,000           2,100,000           300,000

여비교통비 200,000 * 12

 4223 소모품비 2,400,000           900,000             1,500,000

소모품비 200,000 * 12

 4227 통신비 240,000             100,000             140,000

우편요금 20,000 * 12

 4228 각종세금공과금 48,000,000 47,000,000 1,000,000

세금 46,000,000

   - 수익용 건물/토지 재산세 40,000,000

   - 수익용 건물 간주임대료 1,500,000

   - 수익용 건물 교통유발부담금 4,000,000

   - 수익용 주민세 250,000

   - 교육용 주민세 220,000

   - 기타

기타공과금 2,000,000

   - 대학법인협의회 연회비 1,800,000

   - 기타

2023 예산서_학교법인 한문화학원 법인회계(지출)



2. 지    출 (단위 : 원)

관 항 목

과                  목
2023 예산 2022 예산 증감(△)액 산출근거

 4229 지급수수료 1,000,000 560,000 440,000

결산 금융거래조회 수수료 500,000

제증명발급수수료 120,000

공인인증서수수료 22,000

기타

 4230 운영비 36,000,000 23,100,000 12,900,000

 4231 복리후생비 10,000,000 11,800,000 △1,800,000

복리후생비 600,000 * 12 / 1,400,000 * 2

(경조비 포함)

 4232 교육훈련비 1,000,000 200,000 800,000

대학법인사무처(국)장 협회 참가비 300,000

대학법인 행정책임자 세미나 참가비 250,000

기타

 4233 일반용역비 23,000,000 11,100,000 11,900,000

수익용 기본재산 감정평가수수료 20,000,000

외부감사∙세무조정료 2,000,000

기타

 4234 기관장 업무추진비 1,000,000 0 1,000,000

기관장 업무추진비 1,000,000

(대외경조비 포함)

 4235 상임이사 업무추진비 0 0 -

 4236 기타 업무추진비 1,000,000 0 1,000,000

기타 업무추진비 1,000,000

(대외경조비 포함)

2023 예산서_학교법인 한문화학원 법인회계(지출)



2. 지    출 (단위 : 원)

관 항 목

과                  목
2023 예산 2022 예산 증감(△)액 산출근거

 4237 홍보비 0 0 -

 4241 기타운영비 0 0 -

 4400 교육외비용 6,158,000 11,300,000 △5,142,000

 4410 지급이자 6,000,000 11,300,000 △5,300,000

 4411 지급이자 6,000,000 11,300,000 △5,300,000

우리은행 장기차입금 이자 (CD금리 + 1.08%)

 4420 기타교육외비용 158,000 0 158,000

 4421 잡손실 158,000 0 158,000

잡손실

 4500 전출금 0 169,000,000 △169,000,000

 4510 전출금 0 169,000,000 △169,000,000

 4511 경상비전출금 0 0 -

 4512 법정부담전출금 0 169,000,000 △169,000,000

 4600 예비비 6,000,000 0 6,000,000

 4610 예비비 6,000,000 0 6,000,000

 4611 예비비 6,000,000 0 6,000,000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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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    출 (단위 : 원)

관 항 목

과                  목
2023 예산 2022 예산 증감(△)액 산출근거

 2200 고정부채상환 100,001,000 312,000,000 △211,999,000

 2210 장기차입금상환 100,000,000 300,000,000 △200,000,000

 2211 장기차입금상환 100,000,000 300,000,000 △200,000,000

우리은행 장기차입금 상환 

 2220 기타고정부채상환 1,000 12,000,000 △11,999,000

 2221 임대보증금환급 1,000 12,000,000 △11,999,000

332,000,000 693,470,000 △361,470,000

606,000,000 356,000,000 250,000,000 수익용기본재산 임대보증금 예치금

938,000,000 1,049,470,000 △111,470,000

합계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자금 지출 총계

2023 예산서_학교법인 한문화학원 법인회계(지출)



구분 내용 금액 비고

해당사항 없음

합계 0

전기말추정미수금명세서
□ 회계구분 : 법인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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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예산서_학교법인 한문화학원 전기말추정미수금명세서



허가 전기말 지급 잔존상환 차기상환

근거 연월일 금액 잔액 이자율 기간 예정액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지원과-5994

(2010.10.15)

기채신고수리

㈜우리은행 2010.12.03 4,000,000 100,000

CD금리+1.30%

 

(변동금리)

2023.11.17 100,000
3년거치

10년상환

100,000 100,000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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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말추정차입금명세서
□ 회계구분 : 법인

(단위 : 천원)

차입처
차입내역

비고

2023 예산서_학교법인 한문화학원 전기말추정차입금명세서



□ 회계구분 : 법인

(단위 : 원)

금액
적립

재원
금액

사용

내역

1년

이내

3년

이내

5년

이내

10년

이내

10년

이상

계

( e )

해 당 사 항 없 음

0 0 0 0

적립금 사용계획

합계

적립금 운용계획서(명세서)

퇴직

연구

건축

장학

퇴직

특정

목적

적립금 운영계획

당해연도

적립액(b)

당해연도

사용액(c)

기말

추정

잔액

(d=a+b+c)

임의

원금

보존

적립

유형

적립

목적

특정

목적

연구

전기

이월

추정액

(a)

적립금

세부

용도

건축

장학

2023 예산서_학교법인 한문화학원 적립금 운용계획서(명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