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 교 기 업 자 금 예 산 서



 1. 수 입(합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6본예산 2015추경예산 증감액

매출액 340,500              567,500              Δ227,000 프로그램제작수익

  영어라디오 late morning pops계약금 120,000,000원

  태극천자문 수익 1,500,000원

  해외 라이드필름 납품 수익 13,000,000원

  국내 라이드필름 납품 수익 86,000,000원

  CG외주제작 수익 120,000,000원

계 340,500,000원

영업외수입 130,731              152,568              Δ21,837 국고보조금 100,000,000원

교비회계대응자금전입금 30,000,000원

예금이자수익

  동서필름 예금이자  103,000,000원*0.1% =103,000 231,000원

  애니모션 예금이자  500,000,000원*0.1% =500,000 500,000원

계 130,731,000원

전기이월자금 356,904              393,553              Δ36,649 전기이월자금(자산-부채) 356,904,000원

기말유동자산

  제예금 256,570,500원

  미수금 113,671,460원

  예금이자 법인세 80,040원

계 370,322,000원

기말유동부채

  부가세예수금 13,418,000원

계 13,418,000원

자금수입총계 828,135             1,113,621           285,486-             

   학교기업 자금예산서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산          출          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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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 출(합산) (단위 : 천원)

매출원가 398,098              433,416              △35,318 프로그램제작비

  외주가공비 180,000,000원

  제작인건비  64,800,000원

계 244,800,000원

직원급여 116,400,000원

직원상여금 10,800,000원

직원국민연금 법정부담금 5,118,000원

직원건강보험 법정부담금 3,846,000원

직원고용보험 법정부담금 1,758,000원

직원산재보험 법정부담금 730,000원

직원퇴직급여 10,020,000원

여비교통비(프로그램제작관련) 4,626,000원

합계 398,098,000원

판매비와일반관리비 81,910                86,964                △5,054 행정직원급여 42,600,000원

행정직원상여금 4,100,000원

행정직원국민연금 1,990,000원

행정직원건강보험 1,540,000원

행정직원고용보험 742,000원

행정직원산재보험 400,000원

행정직원퇴직급여(2명) 3,770,000원

촐괄책임자 제수당(1명)    3,600,000원

복리후생비 7,200,000원

여비교통비(기타업무관련) 2,880,000원

구  분 2016본예산 2015추경예산 증감액 산          출          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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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6본예산 2015추경예산 증감액 산          출          근              거

차량관리비 1,552,000원

업무추진비   5,540,000원

회의비   1,960,000원

소모품비 1,000,000원

지급수수료 1,500,000원

보험료(법인차량) 436,000원

지급임차료   1,100,000원

계 81,910,000원

영업외지출 29,000                40,321                △11,321 현장실습 우수학생지원비   10,000,000원*2회 = 20,000,000원

현장실습 재료구입비  9,000,000원

계 29,000,000원

예비비 2,400                  12,000                △9,600 예비비 2,400,000원

자산지출 9,000                  8,500                  500 기자재구매 9,000,000원

계 9,000,000원

차기이월자금 307,727              532,420              △224,693 차기이월자금(자산-부채) 307,727,000원

기말유동자산

  제예금 265,624,000원

  미수금 50,000,000원

  예금이자 법인세 103,000원

계 315,727,000원

기말유동부채

  부가세예수금 8,000,000원

계 8,000,000원

자 금 지 출 총 계 828,135             1,113,621           △28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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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 입(동서필름) (단위 : 천원)

매출액 121,500              102,500              19,000 프로그램제작수익

  영어라디오 late morning pops계약금 120,000,000원

  태극천자문 수익 1,500,000원

계 121,500,000원

영업외수입 231                    22,103                Δ21,872 예금이자수익  231,000,000원*0.1% = 231,000원

계 231,000원

전기이월자금 148,635              141,474              7,161 전기이월자금(자산-부채) 148,635,000원

기말유동자산

  제예금 154,430,000원

  예금이자 법인세 23,000원

계 154,453,000원

기말유동부채

  부가세예수금 5,818,000원

계 5,818,000원

자금수입총계 270,366             266,077             4,289                 

   학교기업 자금예산서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구  분 2016본예산 2015추경예산 증감액 산          출          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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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 출(동서필름) (단위 : 천원)

매출원가 70,580                72,893                △2,313 프로그램제작비

  제작인건비  월 2,600,000원*12월 = 28,800,000원

계 28,800,000원

직원급여(1명)     월 2,500,000원*12월 = 30,000,000원

직원상여금(1명)    월 2,300,000원*2월 = 4,600,000원

직원국민연금 법정부담금(1명)   월 120,000원*12월 = 1,630,000원

직원건강보험 법정부담금(1명)   월 100,000원*12월 = 1,120,000원

직원고용보험 법정부담금(1명)   월 40,000원*12월 = 480,000원

직원산재보험 법정부담금(1명)   월 29,250원*12월 = 250,000원

직원퇴직급여(1명) 2,820,000원

여비교통비(프로그램제작관련) 880,000원

합계 70,580,000원

판매비와일반관리비 32,972                38,548                △5,576 행정직원급여(1명)      월 1,550,000원*12월 = 18,600,000원

행정직원상여금(1명)   월 1,550,000원*2월 = 3,100,000원

행정직원국민연금 법정부담금(1명)   월 70,000원*12월 = 910,000원

행정직원건강보험 법정부담금(1명)   월 65,000원*12월 = 700,000원

행정직원고용보험 법정부담금(1명)   월 27,200원*12월 = 364,000원

행정직원산재보험 법정부담금(1명)   월 19,250원*12월 = 200,000원

행정직원퇴직급여(1명) 1,770,000원

구  분 2016본예산 2015추경예산 증감액 산          출          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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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6본예산 2015추경예산 증감액 산          출          근              거

복리후생비 1,200,000원

여비교통비(기타업무관련) 880,000원

차량관리비 1,552,000원

업무추진비    월 500,000원*12월 = 2,400,000원

회의비    월 50,000원*12월 = 360,000원

보험료(법인차량) 436,000원

지급수수료(학교기업협회비) 500,000원

계 32,972,000원

예비비 1,200                  500                    700 예비비 1,200,000원

자산지출 2,000                  5,500                  △3,500 기자재구매 2,000,000원

차기이월자금 163,614              148,636              14,978 차기이월자금(자산-부채) 163,614,000원

기말유동자산

  제예금 166,581,000원

  예금이자 법인세 231,000원*14%= 33,000원

계 166,614,000원

기말유동부채

  부가세예수금 3,000,000원

계 3,000,000원

자 금 지 출 총 계 270,366             266,077             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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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 입(애니모션) (단위 : 천원)

구  분 2016본예산 2015추경예산 증감액

매출액 219,000              465,000              Δ246,000 프로그램제작수익

  해외 라이드필름 납품 수익 13,000,000원

  국내 라이드필름 납품 수익 86,000,000원

  CG외주제작 수익 120,000,000원

계 219,000,000원

영업외수입 130,500              130,465              35 국고보조금 100,000,000원

교비회계대응자금전입금 30,000,000원

예금이자수익  500,000,000원*0.1% = 500,000원

계 130,500,000원

전기이월자금 208,269              252,079              Δ43,810 전기이월자금(자산-부채) 208,269,000원

기말유동자산

  제예금 102,140,500원

  미수금 113,671,460원

  예금이자 법인세 57,040원

계 215,869,000원

기말유동부채

  부가세예수금 7,600,000원

계 7,600,000원

자금수입총계 557,769             847,544             289,775-             

   학교기업 자금예산서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산          출          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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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 출(애니모션) (단위 : 천원)

구  분 2016본예산 2015추경예산 증감액

매출원가 327,518              360,523              △33,005 프로그램제작비

  외주가공비 180,000,000원

  제작인건비    월 6,000,000원*12월 = 36,000,000원

계 216,000,000원

직원급여(2명) 86,400,000원

직원상여금(2명)   6,200,000원

직원국민연금 법정부담금(2명)   3,488,000원

직원건강보험 법정부담금(2명)  2,726,000원

직원고용보험 법정부담금(2명) 1,278,000원

직원산재보험 법정부담금(2명)   480,000원

직원퇴직급여(2명) 7,200,000원

여비교통비(프로그램제작관련) 3,746,000원

합계 327,518,000원

판매비와일반관리비 48,938                48,415                523 행정직원급여(1명)  24,000,000원

행정직원상여금(1명)    1,000,000원

행정직원국민연금 법정부담금(1명)   1,080,000원

행정직원건강보험 법정부담금(1명)   840,000원

행정직원고용보험 법정부담금(1명)   378,000원

행정직원산재보험 법정부담금(1명)  200,000원

행정직원퇴직급여(1명) 2,000,000원

촐괄책임자 제수당(1명)    3,600,000원

복리후생비 6,000,000원

산          출          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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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6본예산 2015추경예산 증감액 산          출          근              거

여비교통비(기타업무관련) 2,000,000원

업무추진비 3,140,000원

회의비 1,600,000원

소모품비 1,000,000원

지급수수료(학교기업협회비) 1,000,000원

지급임차료 1,100,000원

계 48,938,000원

영업외지출 29,000                39,821                △10,821 현장실습 우수학생지원비   10,000,000원*2회 = 20,000,000원

현장실습 재료구입비  9,000,000원

계 29,000,000원

예비비 1,200                  10,000                △8,800 예비비 1,200,000원

자산지출 7,000                  5,000                  2,000 기자재구매 7,000,000원

차기이월자금 144,113              383,785              △239,672 차기이월자금(자산-부채) 144,113,000원

기말유동자산

  제예금 99,043,000원

  미수금 50,000,000원

  예금이자 법인세 500,000원*14%= 70,000원

계 149,113,000원

기말유동부채

  부가세예수금 5,000,000원

계 5,000,000원

자 금 지 출 총 계 557,769             847,544             △289,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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