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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총 칙 
 

 

제 1조(자금예산 규모) 

① 2022학년도 법인수익사업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자금 총액은 각각 2,579,367천원으로 한다. 

② 세입ㆍ세출의 상세한 내용은 자금예산서와 같다. 

③ 예산의 단위는 천원으로 하고 산출근거의 단위는 원으로 한다. 

 

제 2조(예산편성 기본방침)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다. 

① 기본재산의 효율적 운영에 의한 수입 증가 도모 

②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다각적 노력 추진 

 

제 3조(주요 사업 계획) 잉여 부동산 2필지를 매각하여 수익성 있는 금융자산으로 전환 

 

제 4조(장기차입금 한도) 장기차입금의 한도는 0원으로 한다. 

 

제 5조(일시차입금 한도) 일시차입금의 한도는 0원으로 한다. 

 

 

 

 

 



<법인수익사업회계 > (단위 : 천원)

코드 과목명 당기(A) 전기(B) 증감액(A-B) 코드 과목명 당기(A) 전기(B) 증감액(A-B)

1200 운영활동에 의한 현금유입 61,682       21,790       39,892       1200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49,880       31,790       18,090       

1300 투자활동에 의한 현금유입 -              -              -               210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              -               

1400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유입 -              -              -               2200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유출 -              -              -               

1500 전기이월자금 2,517,685  2,472,212  45,473       2300 예비비 10,000       20,000       10,000△      

2400 차기이월자금 2,519,487  2,442,212  77,275       

-               

2,579,367  2,494,002  85,365       2,579,367  2,494,002  85,365       자금지출총계

자금예산 총괄표

수     입 지     출

자금수입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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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세입 ]

관ㆍ항ㆍ목 당기 전기 증    감 산 출 근 거 (단위: 원)

61,682 43,593 18,089운영활동에 의한 현금유입  

55,650 40,081 15,569   수익용 기본재산수입  

55,650 40,081 15,569      신탁예금이자수입  

신탁예금이자수입 55,650,000

  수익증권 55,500,000  

  보통예금 150,000  

6,032 3,512 2,520   잡수익  

6,032 3,512 2,520      잡수익  

선납세금 6,012,000

  선납법인세 6,012,000  

기타잡수익 20,000

  기타잡수익 20,000  

2,517,685 2,534,506 △16,821전기이월자금  

2,517,685 2,534,506 △16,821   전기이월자금  

2,517,685 2,534,506 △16,821      전기이월자금  

전기이월자금 2,517,685,000

  전기이월자금 2,517,685,000  

2,579,367 2,578,099 1,268자금수입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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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세출 ]

관ㆍ항ㆍ목 당기 전기 증    감 산 출 근 거 (단위: 원)

49,880 50,414 △534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880 4,801 △1,921   판매비와관리비  

1,450 1,391 59      세금과공과  

세금과공과 1,450,000

  재산세·종합부동산세 1,450,000  

1,430 3,410 △1,980      기타판매와관리비  

세무·법무·감정용역 1,430,000

  회계자문및감사수수료 1,430,000  

47,000 45,613 1,387   운영외비용  

47,000 45,000 2,000      법인일반회계전출금  

법인운영비전출금 47,000,000

  운영비전출금 47,000,000  

613 △613      잡손실  

10,000 10,000예비비  

10,000 10,000   예비비  

10,000 10,000      예비비  

예비비 10,000,000

  예비비 10,000,000  

2,519,487 2,517,685 1,802차기이월자금  

2,519,487 2,517,685 1,802   차기이월자금  

2,519,487 2,517,685 1,802      차기이월자금  

차기이월자금 2,519,487,000

  차기이월자금 2,519,487,000  

2,579,367 2,578,099 1,268자금지출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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