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회계연도 예산서

- 법인일반업무회계 -

학 교 법 인  동 국 대 학 교



제1조  2021회계연도 법인일반회계 자금예산 수입과 지출 총액은 각각 17,799,435천원으로 한다.

(전년도 추가경정예산 대비 7,646,013천원 감액)

제2조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다,

1. 수입 : 불확실한 수입은 제거하고, 실수입으로 편성한다.

2. 지출

가. 인건비는 성과보수제 시행을 반영한다.

나. 소모성 경비 절감 및 불필요한 사업은 억제한다.

제3조  2022회계연도 차입금 한도액은 0원이며, 상환원리금은 0원이다.

제4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제13조 제1항에 의거하여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 상호 전용할 수 있다.

예  산  총  칙



(단위 : 천원)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5200 4100

전입 및 기부수입 12,862,100 72.26% 15,400,272 60.52% -2,538,172 보          수 2,312,940 12.99% 2,075,992 8.16% 236,948

5400 4200

교  육  외  수  입 2,096,335 11.78% 4,317,736 16.97% -2,221,401 관리·운영비 2,761,130 15.51% 2,670,343 10.49% 90,787

1200 4400

투자와기타자산수입 545,000 3.06% 893,350 3.51% -348,350 교육외 비용 40,000 0.22% 49,385 0.19% -9,385

1300 4500

고정자산매각수입 21,000 0.12% 2,315,859 9.10% -2,294,859 전    출    금 8,632,018 48.50% 10,800,002 42.44% -2,167,984

2200 4600

고정부채입금 150,000 0.84% 10,000 0.04% 140,000 예    비    비 200,000 1.12% 200,000 0.79% 0

미 사 용 전 기 1200

이  월   자  금 2,125,000 11.94% 2,508,231 9.86% -383,231 투자와기타자산지출 885,380 4.97% 6,543,362 25.72% -5,657,982

1300

고정자산매입지출 687,967 3.87% 976,364 3.84% -288,397

2200

고정부채상환 150,000 0.84% 5,000 0.02% 145,000

미 사 용 차 기

이  월   자  금 2,130,000 11.97% 2,125,000 8.35% 5,000

자 금 수 입 총 계 17,799,435 100.00% 25,445,448 100.00% -7,646,013 자 금 지 출 총 계 17,799,435 100.00% 25,445,448 100.00% -7,646,013

2021회계연도(B)
증감액
(A-B)

2022회계연도 법인일반업무회계 자금예산 총괄표

과목
2021회계연도(B)2022회계연도(A)

증감액
(A-B)

과목
2022회계연도(A)



     수     입     의      부



1. 수입 (단위: 천원, 원)

관 항 목

(5200) 전입 및 기부수입 12,862,100 15,400,272 -2,538,172 ◆ 전입 및 기부수입 12,862,100,000원

(5210) 전입금수입 12,762,100 13,950,000 -1,187,900 [전입금 수입] 12,762,100,000원

(5214) 부속병원전입금 8,484,100 10,140,000 -1,655,900 ▷ 부속병원 전입금 8,484,100,000원

ㅇ 부속병원 전입금 8,484,100,000원

(5217) 수익사업전입금 4,278,000 3,810,000 468,000 ▷ 수익사업 전입금 4,278,000,000원

ㅇ DUICA 전입금 1,278,000,000원

ㅇ 일산장례식장 전입금 3,000,000,000원

(5220) 기부금수입 100,000 1,450,272 -1,350,272 [기부금 수입] 100,000,000원

(5222) 지정기부금 100,000 1,450,272 -1,350,272 ▷ 지정기부금 100,000,000원

ㅇ 법인 지정기부금 100,000,000원

(5400) 교육외수입 2,096,335 4,317,736 -2,221,401 ◆ 교육외수입 2,096,335,000원

(5410) 예금이자수입 55,925 49,383 6,542 [예금이자 수입] 55,925,000원

(5411) 예금이자 55,925 49,383 6,542 ▷ 예금이자 55,925,000원

ㅇ 각종예금 이자 36,545,000원

ㅇ 각종예금 이자(기금발생) 19,380,000원

(5420) 기타교육외수입 0 2,479,857 -2,479,857 [기타교육외수입] 0원

(5421) 잡수입 0 2,479,857 -2,479,857 ▷ 잡수입 0원

ㅇ 기타 잡수입 0원

(5430) 수익재산수입 2,040,410 1,788,496 251,914 [수익재산수입] 2,040,410,000원

(5431) 임대료수입 1,738,410 1,686,239 52,171 ▷ 임대료 수입 1,738,410,000원

ㅇ 양재동 오피스텔 임대료 29,970,000원

ㅇ 논현동 빌딩 임대료 1,001,325,000원

ㅇ 의정부 빌딩 임대료 193,296,000원

ㅇ 고양시 식사동 토지 임대료 500,000,000원

ㅇ 각종 임야 임대료 13,819,000원

(5432) 배당금수입 302,000 102,257 199,743 ▷ 배당금 수입 302,000,000원

ㅇ ㈜정진코퍼레이션 배당금 300,000,000원

2022회계연도 법인일반업무회계 자금예산(안)

2022회계연도(A) 2021회계연도(B) 증감액(A-B) 산출근거
계정과목



관 항 목
2022회계연도(A) 2021회계연도(B) 증감액(A-B) 산출근거

계정과목

ㅇ 미래엔 국정교과서 배당금 2,000,000원

(1200) 투자와기타자산수입 545,000 893,350 -348,350 ◆ 투자와기타자산수입 545,000,000원

(1240) 기타자산수입 545,000 893,350 -348,350 [기타자산수입] 545,000,000원

(1242) 임차보증금 회수 45,000 0 45,000 ▷ 임차보증금 회수 45,000,000원

ㅇ 임차보증금 회수 45,000,000원

(1244) 수익용예금 인출 500,000 893,350 -393,350 ▷ 수익용예금인출 500,000,000원

ㅇ 수익용 기본재산 매입 500,000,000원

(1300) 고정자산매각수입 21,000 2,315,859 -2,294,859 ◆ 고정자산매각수입 21,000,000원

(1310) 유형고정자산매각수입 21,000 2,315,859 -2,294,859 [유형고정자산매각수입] 21,000,000원

(1311) 토지 매각대 21,000 2,315,859 -2,294,859 ▷ 토지 매각대 21,000,000원

ㅇ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매각 21,000,000원

(2200) 고정부채입금 150,000 10,000 140,000 ◆ 고정부채입금 150,000,000원

(2220) 기타고정부채 150,000 10,000 140,000 [기타고정부채] 150,000,000원

(2221) 임대보증금수입 150,000 10,000 140,000 ▷ 임대보증금 수입 150,000,000원

ㅇ 임대보증금 수입 150,000,000원

수입 합계 15,674,435 22,937,217 -7,262,782

미사용 전기이월자금 2,125,000 2,508,231 -383,231 ◆ 미사용전기이월자금 2,125,000,000원

자금수입 총계 17,799,435 25,445,448 -7,646,013



     지     출     의      부



2. 지출 (단위: 천원, 원)

관 항 목

(4100) 보수 2,312,940 2,075,992 236,948 ◆ 보수 2,312,940,000원

(4120) 직원보수 2,312,940 2,075,992 236,948 [직원보수] 2,312,940,000원

(4121) 직원급여 1,789,898 1,629,003 160,895 ▷ 직원급여 1,789,898,000원

ㅇ 직원 본봉 1,476,255,000원

ㅇ 직원 직급수당 313,643,000원

(4123) 직원각종수당 281,513 244,146 37,367 ▷ 직원각종수당 281,513,000원

ㅇ 직원 직책수당 78,456,000원

ㅇ 직원 장기근속수당 20,640,000원

ㅇ 직원 급량보조비 27,600,000원

ㅇ 직원 자녀교육수당 5,200,000원

ㅇ 직원 기타수당 149,617,000원

(4124) 직원법정부담금 214,529 195,170 19,359 ▷ 직원법정부담금 214,529,000원

ㅇ 직원 사학연금 법정부담금 80,111,000원

ㅇ 직원 건강보험 법정부담금 81,220,000원

ㅇ 직원 국민연금 법정부담금 8,092,000원

ㅇ 직원 산재·고용보험 법정부담금 4,106,000원

ㅇ 직원 퇴직수당  법정부담금 41,000,000원

(4127) 직원퇴직금 27,000 7,673 19,327 ▷ 직원퇴직금 27,000,000원

ㅇ 직원퇴직금 27,000,000원

(4200) 관리·운영비 2,761,130 2,670,343 90,787 ◆ 관리·운영비 2,761,130,000원

(4210) 시설관리비 410,620 458,317 -47,697 [시설관리비] 410,620,000원

(4211) 건축물관리비 206,000 286,000 -80,000 ▷ 건축물관리비 206,000,000원

ㅇ 수익용 건물 보수공사 206,000,000원

(4212) 장비관리비 1,000 758 242 ▷ 장비관리비 1,000,000원

ㅇ 장비관리비 1,000,000원

(4216) 보험료 9,060 7,170 1,890 ▷ 보험료 9,060,000원

ㅇ 보험료 9,060,000원

2022회계연도 법인일반업무회계 자금예산(안)

계정과목
2022회계연도(A) 2021회계연도(B) 증감액(A-B) 산출근거



관 항 목

계정과목
2022회계연도(A) 2021회계연도(B) 증감액(A-B) 산출근거

(4217) 리스·임차료 181,560 154,389 27,171 ▷ 리스·임차료 181,560,000원

ㅇ 리스·임차료 181,560,000원

(4219) 기타시설관리비 13,000 10,000 3,000 ▷ 기타시설관리비 13,000,000원

ㅇ 기타시설관리비 13,000,000원

(4220) 일반 관리비 954,520 907,425 47,095 [일반관리비] 954,520,000원

(4221) 여비 교통비 79,400 70,758 8,642 ▷ 여비교통비 79,400,000원

ㅇ 국내출장여비 59,400,000원

ㅇ 국외출장여비 20,000,000원

(4222) 차량유지비 83,400 61,619 21,781 ▷ 차량유지비 83,400,000원

ㅇ 차량유지비 83,400,000원

(4223) 소모품비 22,800 36,683 -13,883 ▷ 소모품비 22,800,000원

ㅇ 사무용품 및 기타소모품 22,800,000원

(4224) 인쇄·출판비 15,950 14,519 1,431 ▷ 인쇄·출판비 15,950,000원

ㅇ 인쇄출판비 15,950,000원

(4226) 전기·수도료 5,640 5,604 36 ▷ 전기수도료 5,640,000원

ㅇ 전기수도료 5,640,000원

(4227) 통신비 7,150 6,124 1,026 ▷ 통신비 7,150,000원

ㅇ 우편요금 등 7,150,000원

(4228) 각종세금·공과금 723,220 695,070 28,150 ▷ 각종세금·공과금 723,220,000원

ㅇ 장애인 고용부담금 300,000,000원

ㅇ 수익용 토지 재산세(토지분/주택분) 납부 200,000,000원

ㅇ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 180,000,000원

ㅇ 수익용 건물 재산세(건축물/주택분) 납부 31,000,000원

ㅇ 기타 세금·공과금 12,220,000원

(4229) 지급수수료 16,960 17,048 -88 ▷ 지급수수료 16,960,000원

ㅇ 지급수수료 16,960,000원

(4230) 운영비 1,395,990 1,304,601 91,389 [운영비] 1,395,990,000원

(4231) 복리후생비 56,300 47,790 8,510 ▷ 복리후생비 56,300,000원

ㅇ 복리후생비 56,300,000원

(4232) 교육·훈련비 72,100 34,900 37,200 ▷ 교육·훈련비 72,100,000원



관 항 목

계정과목
2022회계연도(A) 2021회계연도(B) 증감액(A-B) 산출근거

ㅇ 교육·훈련비 72,100,000원

(4233) 일반용역비 453,200 453,214 -14 ▷ 일반용역비 453,200,000원

ㅇ 업무 관련 용역비 453,200,000원

(4234) 기관장 업무추진비 18,000 11,236 6,764 ▷ 기관장 업무추진비 18,000,000원

ㅇ 이사장 업무추진비 18,000,000원

(4235) 상임이사 업무추진비 14,400 5,226 9,174 ▷ 상임이사 업무추진비 14,400,000원

ㅇ 상임이사 업무추진비 14,400,000원

(4236) 기타 업무추진비 47,000 19,116 27,884 ▷ 기타 업무추진비 47,000,000원

ㅇ 기타 업무추진비 47,000,000원

(4237) 홍보비 164,000 118,542 45,458 ▷ 홍보비 164,000,000원

ㅇ 홍보비 164,000,000원

(4238) 회의비 149,190 135,969 13,221 ▷ 회의비 149,190,000원

ㅇ 이사회 회의비 56,000,000원

ㅇ 위원회(교육/의료) 회의비 28,000,000원

ㅇ 징계 및 재심위원회 회의비 12,000,000원

ㅇ 기타 회의비 53,190,000원

(4239) 행사비 273,500 193,448 80,052 ▷ 행사비 273,500,000원

ㅇ 행사비 273,500,000원

(4240) 포교비 102,700 225,219 -122,519 ▷ 포교비 102,700,000원

ㅇ 포교비(수계법회 등) 102,700,000원

(4241) 기타운영비 45,600 59,941 -14,341 ▷ 기타운영비 45,600,000원

ㅇ 기타운영비 45,600,000원

(4400) 교육외비용 40,000 49,385 -9,385 ◆ 교육외비용 40,000,000원

(4420) 기타교육외비용 40,000 49,385 -9,385 [기타교육외비용] 40,000,000원

(4421) 잡손실 40,000 49,385 -9,385 ▷ 잡손실 40,000,000원

ㅇ 잡손실 40,000,000원

(4500) 전출금 8,632,018 10,800,002 -2,167,984 ◆ 전출금 8,632,018,000원

(4510) 전출금 8,632,018 10,800,002 -2,167,984 [전출금] 8,632,018,000원

(4511) 경상비전출금 86,665 1,508,837 -1,422,172 ▷ 경상비전출금 86,665,000원

ㅇ 서울캠퍼스 84,110,000원



관 항 목

계정과목
2022회계연도(A) 2021회계연도(B) 증감액(A-B) 산출근거

ㅇ 산하학교(동대부금산중학교) 2,555,000원

(4512) 법정부담전출금 8,545,353 9,291,165 -745,812 ▷ 법정부담전출금 8,545,353,000원

ㅇ 서울캠퍼스 법정부담금 5,228,000,000원

ㅇ 경주캠퍼스 법정부담금 2,641,990,000원

ㅇ 산하학교 법정부담금 675,363,000원

동대부고 법정부담금 110,000,000원

동대부여고 법정부담금 106,000,000원

동대부금산고 법정부담금 18,929,000원

동대부영석고 법정부담금 146,517,000원

동대부중 법정부담금 64,400,000원

동대부여중 법정부담금 58,444,000원

동대부금산중 법정부담금 22,794,000원

동대부홍제중 법정부담금 24,279,000원

은석초등학교 법정부담금 124,000,000원

(4600) 예비비 200,000 200,000 0 ◆ 예비비 200,000,000원

(4610) 예비비 200,000 200,000 0 [예비비] 200,000,000원

(4611) 예비비 200,000 200,000 0 ▷ 예비비 200,000,000원

(1200) 투자와기타자산지출 885,380 6,543,362 -5,657,982 ◆ 투자와기타자산지출 885,380,000원

(1240) 기타자산지출 66,000 2,350,127 -2,284,127 [기타자산지출] 66,000,000원

(1242) 임차보증금지출 45,000 0 45,000 ▷ 임차보증금지출 45,000,000원

ㅇ 임차보증금지출 45,000,000원

(1244) 수익용예금예치 21,000 2,350,127 -2,329,127 ▷ 수익용예금예치 21,000,000원

ㅇ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매각 21,000,000원

(1260) 임의기금적립 819,380 4,193,235 -3,373,855 [임의기금적립] 819,380,000원

(1263) 임의건축기금적립 317,080 108,953 208,127 ▷ 임의건축기금적립 317,080,000원

ㅇ 배당금 적립 300,000,000원

ㅇ 기금이자수입 적립 17,080,000원

(1266) 임의특정목적기금적립 502,300 4,084,282 -3,581,982 ▷ 임의특정목적기금적립 502,300,000원

ㅇ 기부금 수입액 적립 등 500,000,000원

ㅇ 기금이자수입 적립 2,300,000원



관 항 목

계정과목
2022회계연도(A) 2021회계연도(B) 증감액(A-B) 산출근거

(1300) 고정자산매입지출 687,967 976,364 -288,397 ◆ 고정자산매입지출 687,967,000원

(1310) 유형고정자산매입지출 687,967 976,364 -288,397 [유형고정자산매입지출] 687,967,000원

(1311) 토지매입비 650,000 893,350 -243,350 ▷ 토지매입비 650,000,000원

ㅇ 수익용 기본재산 매입 500,000,000원

ㅇ 산하학교(동대부금산중학교) 대부 국유지 매입 150,000,000원

(1315) 집기비품매입비 37,967 83,014 -45,047 ▷ 집기비품매입비 37,967,000원

ㅇ 집기비품매입비 37,967,000원

(2200) 고정부채상환 150,000 5,000 145,000 ◆ 고정부채상환 150,000,000원

(2220) 기타고정부채상환 150,000 5,000 145,000 [기타고정부채상환] 150,000,000원

(2221) 임대보증금환급 150,000 5,000 145,000 ▷ 임대보증금환급 150,000,000원

ㅇ 임대보증금환급 150,000,000원

지출 합계 15,669,435 23,320,448 -7,651,013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2,130,000 2,125,000 5,000 ◆ 미사용차기이월자금 2,130,000,000원

자금지출 총계 17,799,435 25,445,448 -7,646,013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6. 4. 20.>

(단위 : 천원)

구  분 내  용 비  고

                                   ( 해  당  사  항  없  음 )

합    계

전기말추정미수금명세서

금  액

-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6. 4. 20.>

(단위: 천원)

연월일 금  액

       ( 해  당  사  항  없  음 )

합    계

전기말추정차입금명세서

허가근거 차입처
차입내역

전기말잔액 지급이자율 잔존상환기간 차기상환예정액 비    고



[별지 제1호의 6서식]

(단위: 천원)

구분 직급 인원 수(A) 인건비 총액(B) 1인당 평균액(B/A) 비고

26 1,789,898             68,842                 

직책수당 78,456                 

자녀교육수당 5,200                   

장기근속수당 20,640                 

급량보조비 27,600                 

기타 149,617               

214,529               

27,000                 

26 2,312,940             88,959                 합계

인건비명세서

항목

직원

기본급

고정수당

법정부담금

퇴직금



금액 적립재원 금액 사용내역

-                -               -               

-                -               -               

-                -               -               

-                -               -               

-                -               -               

-                -               -               

1,711,093   수익용 건물 317,080   배당금 및 이자수입 -  2,028,173   428,173    1,600,000  2,028,173   

-                -               -               

-               -               

4,272,652   법인 고유목적사업 502,300   기부금 및 이자수입 -  4,774,952   4,774,952  4,774,952   

5,983,745   819,380   -  6,803,125   -  -  -  5,203,125  1,600,000  6,803,125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지 제1호의7서식] <신설 2021. 1. 6.>

적립금 운용계획서(명세서)
(단위: 천원)

적립
유형

적립목적

전기
이월

추정액
(a)

적립금
세부용도

적립금 운영계획
기말
추정
잔액

(d=a+b-c)

적립금 사용계획

합    계

특정목적

10년
이상

계(e)

원금
보존

연구

건축

장학

퇴직

특정목적

당해연도
적립액(b)

당해연도
사용액(c) 1년

이내
3년
이내

5년
이내

10년
이내

임의

연구

건축

장학

퇴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