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학년도 2차 추경예산서

학교법인 대우학원

(법인일반업무회계)



제 1조 : 2019학년도 법인일반업무회계 자금예산총액은 128,908,936천원으로 한다.

제 2조 : 전입 및 기부금수입은 32,276,500천원, 교육외수입 3,381,120천원, 투자와기타자산수입 3,263,000천원

 고정부채입금 39,527,000천원이다. 

제 3조 :  학교의 경상비 및 법정부담금으로 11,878,381천원을 전출한다.

제 4조 : 보수 및 관리운영비 2,431,620천원, 교육외비용 931,825천원, 예비비 200,000천원, 투자와기타자산지출

3,285,000천원, 고정자산매입지출 52,695,118천원, 고정부채상환 1,319,000천원이다.

제 5조 : 2019학년도 2차 추경예산의 세부내용은 수입 및 지출 세부내역과 같다.

2019학년도 2차 추경예산서



2019학년도 2차 추경예산 자금예산 총괄표

( 단위 : 천원, % )

증감율(%) 증감율(%)

전입및기부금수입 32,276,500 14,525,500 81.83 17,751,000 보 수 932,700 (37,500) △ 3.87 970,200

교 육 외 수 입 3,381,120 196,000 6.15 3,185,120 관 리 운 영 비 1,498,920 58,000 4.03 1,440,920

투자와기타자산수입 3,263,000 3,263,000 교 육 외 비 용 931,825 (391,000) △ 29.56 1,322,825

고정자산매각수입 전 출 금 11,878,381 (90,820) △ 0.76 11,969,201

고 정 부 채 입 금 39,527,000 (560,000) △ 1.40 40,087,000 예 비 비 200,000 200,000

미사용전기이월자금 50,461,316 50,461,316 투자와기타자산지출 3,285,000 (19,800,000) △ 85.77 23,085,000

고정자산매입지출 52,695,118 (2,000,000) △ 3.66 54,695,118

고 정 부 채 상 환 1,319,000 (560,000) △ 29.80 1,879,000

미사용차기이월자금 56,167,992 36,982,820 192.77 19,185,172

합    계 128,908,936 14,161,500 12.34 114,747,436 합    계 128,908,936 14,161,500 12.34 114,747,436

지                 출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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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구   분

 2019 2차추경
(A)

차액(A-B)
 2019 1차추경

(B)
구   분

 2019 2차추경
(A)



[수입세부내역] (단위:천원)

관 항 목 2019 2차 추경 증(감) 2019 1차 추경 사업내역 (단위:원)

전입 및 기부수입 32,276,500 14,525,500 17,751,000

전입금수입 29,926,500 14,275,500 15,651,000

부속병원전입금 24,626,500 14,975,500 9,651,000 부속병원전입금 24,626,500,000

수익사업전입금 5,300,000 (700,000) 6,000,000 법인 수익사업회계 전입금 5,300,000,000

기부금수입 2,350,000 250,000 2,100,000

일반기부금 2,350,000 250,000 2,100,000 수익사업체 기부금 2,350,000,000

교육외수입 3,381,120 196,000 3,185,120

예금이자수입 1,330,000 196,000 1,134,000

예금이자수입 1,330,000 196,000 1,134,000 예금이자수입 1,330,000,000

기타교육외수입 1,000 1,000

잡수입 1,000 1,000 주상복합빌딩 관리비 정산차액 및 기타 잡수입 1,000,000

수익재산수입 2,050,120 2,050,120

임대료수입 1,755,360 1,755,360 원천빌딩 임대료 수입 540,000,000

원천동주상복합 원룸 임대료 수입 320,760,000

원천동주상복합빌딩 상가 임대료 471,600,000

군산빌딩 임대료 48,000,000

부산온천동상가 임대료 375,000,000

기타수익재산수입 294,760 294,760 원천동주상복합빌딩 관리비부과 수입 294,760,000

투자와 기타자산수입 3,263,000 3,263,000

기타자산수입 3,263,000 3,263,000

수익용예금인출 3,233,000 3,233,000 중증재활요양병원 신축을 위한 예금인출 3,233,000,000

임차보증금회수 30,000 30,000 중증재활요양병원 추진본부 사무실 임차보증금 회수 30,000,000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2019학년도 자금예산서
(2019. 3. 1.부터 2020. 2. 29.까지)

과   목



[수입세부내역] (단위:천원)

관 항 목 2019 2차 추경 증(감) 2019 1차 추경 사업내역 (단위:원)

산출금액 산 출 근 거과   목

고정부채입금 39,527,000 (560,000) 40,087,000

장기차입금 39,302,000 39,302,000

장기차입금차입 39,302,000 39,302,000 중증재활요양병원 신축을 위한 기채 39,302,000,000

기타고정부채 225,000 (560,000) 785,000

임대보증금수입 225,000 (560,000) 785,000 원천동주상복합빌딩 원룸 입퇴거에 따른 보증금 125,000,000

기타 수익사업장 대체계약에 따른 보증금 수입 100,000,000

미사용전기이월자금 50,461,316 50,461,316 미사용전기이월자금

기초유동자산 50,512,945 50,512,945

유동자금 50,318,039 50,318,039 유동자금(2018회계년도말 유동자금) 50,318,039,000

기타유동자산 194,906 194,906 선급금, 미수금, 매입부가세, 선급법인세 등 194,906,000

기초유동부채 51,629 51,629

예수금 24,696 24,696 예수금(원천세, 부가세 등) 24,696,000

선수금 12,056 12,056 기타선수금(관리비 선수금 등) 12,056,000

기타유동부채 14,877 14,877 미지급금 14,877,000

128,908,936 14,161,500 114,747,436자금수입총계



[지출세부내역] (단위:천원)

관 항 목 2019 2차 추경 증(감) 2019 1차 추경 사업내역 (단위:원)

932,700 (37,500) 970,200

직원보수 932,700 (37,500) 970,200

직원급여 790,000 (35,000) 825,000 임직원급여 790,000,000        

직원각종수당 48,300 (2,500) 50,800 장기근속수당 7,000,000          

직책수당 3,500,000          

차량보조수당 2,500,000          

급량비 13,300,000         

자기개발비 19,000,000         

연차수당(2018학년도 발생분) 3,000,000          

직원법정부담금 94,400 94,400 사학연금 기관부담금 44,000,000         

국민연금 기관부담금 8,000,000          

건강보험 기관부담금 30,400,000         

고용보험 기관부담금 7,000,000          

산재보험 기관부담금 5,000,000          

관리운영비 1,498,920 58,000 1,440,920

시설관리비 340,080 30,000 310,080

건축물관리비 72,000 30,000 42,000 주상복합빌딩 유지보수비 60,000,000

기타수익용건물 유지관리비 12,000,000

시설용역비 175,480 175,480 주상복합빌딩 관리 용역비 161,000,000

주상복합빌딩 승강기 유지보수료 2,400,000

주상복합빌딩 전기안전관리비 5,400,000

주상복합빌딩 물탱크청소용역비 1,200,000

2019학년도 자금예산서
(2019. 3. 1.부터 2020. 2. 29.까지)

보    수

산출금액 산 출 근 거과   목



[지출세부내역] (단위:천원)

관 항 목 2019 2차 추경 증(감) 2019 1차 추경 사업내역 (단위:원)

산출금액 산 출 근 거과   목

주상복합빌딩 정화조수거료 2,000,000

주상복합빌딩 소독비 900,000

기타검사수수료 300,000

군산빌딩 소방시설 안전관리비 1,080,000

중증재활요양병원 추진본부 사무실 청소용역비 1,200,000

보험료 10,500 10,500 수익용건물 재산종합보험료 8,500,000

신원보증보험 및 주상복합빌딩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2,000,000

리스.임차료 82,100 82,100 업무용차량 임차료 49,000,000

소하천점사용료 5,500,000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임차료 3,600,000

중증재활요양병원 추진본부 임차관리비,복사기 임차료 등 24,000,000

일반관리비 525,640 14,000 511,640

여비교통비 39,200 39,200 해외우수대학 법인업무협력관련 방문 출장비 10,000,000

국내.외 업무출장비 20,000,000

직원시내업무교통비 3,600,000

중증재활요양병원 추진본부 일본 견학 비용 5,600,000

차량유지비 24,000 24,000 업무차량 유류대 24,000,000

소모품비 26,300 26,300 사무용품비 6,000,000          

간행물구독료 2,400,000          

기타소모품비 13,200,000         

주상복합빌딩 소모품비 3,000,000          

중증재활요양병원 추진본부 사무실 개설비용 1,700,000



[지출세부내역] (단위:천원)

관 항 목 2019 2차 추경 증(감) 2019 1차 추경 사업내역 (단위:원)

산출금액 산 출 근 거과   목

인쇄출판비 4,500 4,500 제본대 3,500,000

각종 서식 및 유인물 인쇄비 1,000,000

전기.수도료 118,680 118,680 주상복합빌딩 전기료 105,600,000

주상복합빌딩 수도료 12,000,000

중증재활요양병원 추진본부 전기료 1,080,000

통신비 9,460 9,460 정보통신사용료 4,000,000

우편료 2,400,000

주상복합빌딩 전화사용료 960,000

중증재활요양병원 추진본부 인터넷,전화사용료 2,100,000

각종 세금∙공과금 235,000 (20,000) 255,000 수익사업장 토지분 재산세 107,200,000

수익사업장 건물분 재산세 14,700,000

수익사업장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17,600,000

수익사업장 교통유발부담금(연 1회) 3,500,000

수익용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 부가세 2,000,000

고등기술연구조합 연회비 20,000,000

주민세 법인균등분 및 기타공과금 1,000,000

중부지방국세청 부과 증여세 69,000,000

지급수수료 68,500 34,000 34,500 송금수수료 및 제증명발급수수료 3,000,000

기타수수료 1,500,000

소송수수료 64,000,000

운영비 633,200 14,000 619,200

복리후생비 29,400 29,400 임.직원건강검진비 13,500,000

부서운영회의비 8,400,000



[지출세부내역] (단위:천원)

관 항 목 2019 2차 추경 증(감) 2019 1차 추경 사업내역 (단위:원)

산출금액 산 출 근 거과   목

특별근무급량비 1,200,000

용역기사 식대 지원 3,800,000

직원 생일 등 기타 복리후생비 1,000,000

중증재활요양병원 추진본부 복리후생비 1,500,000

교육훈련비 6,800 6,800 행정 및 재정관리자 교육비 800,000

임.직원워크샵(연 2회) 6,000,000

일반용역비 226,000 226,000 결산회계감사 및 세무조정 용역비 40,000,000

중부지방국세청 세무조사 조세심판청구 용역비 40,000,000

수익용기본재산 매각 관련 감정평가 용역비 36,000,000

학교 부지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100,000,000

기타 전문용역비 10,000,000

업무추진비 165,000 (10,000) 175,00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0,000,000

대내외 명절선물비 42,000,000

경조사/축조의금 15,000,000

중증재활요양병원 추진본부 업무추진비 8,000,000

홍보비 15,000 15,000 대우학원 대내외 홍보비 10,000,000

수익용기본재산 임대 및 매각 신문공고료 5,000,000

회의비 121,000 24,000 97,000 이사회 비용(연 7회) 96,000,000

교원징계위원회 비용 24,000,000

기타 회의비 1,000,000

행사비 70,000 70,000 임원 및 교무위원 등 초청 행사비 등 50,000,000

신임/퇴임인사 관련 행사 10,000,000

학교 지원 관련 대내외 귀빈 초청 행사 10,000,000



[지출세부내역] (단위:천원)

관 항 목 2019 2차 추경 증(감) 2019 1차 추경 사업내역 (단위:원)

산출금액 산 출 근 거과   목

교육외 비용 931,825 (391,000) 1,322,825

지급이자 930,825 (391,000) 1,321,825

지급이자 930,825 (391,000) 1,321,825 캠퍼스빌 건축비 이자상환 20,825,000

광교 9-2 토지매입비 이자상환 180,000,000

중증재활요양병원 건축비 이자상환 730,000,000

기타교육외비용 1,000 1,000

잡손실 1,000 1,000 수익사업장 관리비 정산차액 등 1,000,000

전출금 11,878,381 (90,820) 11,969,201

전출금 11,878,381 (90,820) 11,969,201

경상비전출금 3,210,500 (421,700) 3,632,200 아주대학교 운영비 지원 3,160,500,000      

아주자동차대학 운영비 지원 50,000,000         

법정부담금전출금 8,667,881 330,880 8,337,001 아주대학교 법정부담금 전출금 8,400,881,000      

아주자동차대학 법정부담금 전출금 267,000,000        

200,000 200,000

예비비 200,000 200,000

예비비 200,000 200,000 예비비 200,000,000

투자와기타자산지출 3,285,000 (19,800,000) 23,085,000

투자자산지출 3,200,000 200,000 3,000,000

투자유가증권매입대 200,000 200,000 수익사업체 ㈜대아 주식 매입 200,000,000

출자금지출 3,000,000 3,000,000 중증재활요양병원 출자금 3,000,000,000

투자유가증권매입대 예산 전용 (200,000,000)

중증재활요양병원 출자금 200,000,000

예비비



[지출세부내역] (단위:천원)

관 항 목 2019 2차 추경 증(감) 2019 1차 추경 사업내역 (단위:원)

산출금액 산 출 근 거과   목

설치학교 (20,000,000) 20,000,000

부속병원 (20,000,000) 20,000,000 아주대학교의료원 본관 증축 및 주차장 신축 공사비 지원

임의기금적립 85,000 85,000

임의퇴직기금적립 85,000 85,000 임직원 퇴직기금 적립 75,000,000

퇴직기금계좌 이자발생분 적립 10,000,000

고정자산매입지출 52,695,118 (2,000,000) 54,695,118

유형고정자산매입지출 52,690,118 (2,000,000) 54,690,118

건설가계정 52,633,118 (2,000,000) 54,633,118 중증재활요양병원 설계감리비 및 공사비 50,661,837,000

중증재활요양병원 취득세 1,971,281,000

집기비품매입비 56,000 56,000 사무실 집기/비품 구입대 10,000,000

중증재활요양병원 추진본부 집기/비품 구입대 46,000,000

도서구입비 1,000 1,000 도서구입대 1,000,000

무형고정자산매입지출 5,000 5,000

무형고정자산취득비 5,000 5,000 중증재활요양병원 명칭 등 상표권 등록비용 5,000,000

고정부채상환 1,319,000 (560,000) 1,879,000

장기차입금상환 1,094,000 1,094,000

장기차입금상환 1,094,000 1,094,000 캠퍼스빌 건축비 원금상환 94,000,000

광교 9-2 토지매입비 원금상환 1,000,000,000

기타고정부채상환 225,000 (560,000) 785,000

임대보증금환급 225,000 (560,000) 785,000 원천동주상복합빌딩 원룸 입퇴거에 따른 보증금 125,000,000        

기타 수익사업장 대체계약에 따른 보증금 수입 100,000,000        

미사용차기이월자금 56,167,992 36,982,820 19,185,172 미사용차기이월자금

기말유동자산 56,227,992 36,982,820 19,245,172

유동자금 55,953,172 36,952,636 19,000,536 유동자금(2019회계년도말 유동자금) 55,953,172,000



[지출세부내역] (단위:천원)

관 항 목 2019 2차 추경 증(감) 2019 1차 추경 사업내역 (단위:원)

산출금액 산 출 근 거과   목

기타유동자산 274,820 30,184 244,636 선급금, 미수금, 매입부가세 등 70,000,000

선급법인세 (예금이자의 15.4%) 204,820,000

기말유동부채 60,000 60,000

예수금 20,000 20,000 예수금(원천세, 부가세 등) 20,000,000

선수금 20,000 20,000 기타선수금(관리비 선수금 등) 20,000,000

기타유동부채 20,000 20,000 미지급금 20,000,000

128,908,936 14,161,500 114,747,436자금지출총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