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소 전화번호 054-820-7105

소재지 FAX 054-820-7108

①회원 ②임원 이사:    9 명 ③임원  이사:    9 명 ④상근 임원 : 유급   명

  총수    정수 감사:    2 명    현원  감사:    2 명   임직원        무급 1 명

 (정관)   정수 직원 : 유급 1 명

       무급 2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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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안동대학교발전기금 2019년도 사업계획 총괄표
(설립일 : 1996. 12. 04.)

1. 일반 현황

이사장 권태환 안동시 경동로 1375(송천동) 안동대학교

      명

⑤기본재산 3,465,754천 원  ⑥보통재산 1,011,5533천 원

2. 예산현황

                                                                                                (단위: 천원)

수          입 지           출

①회비

①경상비

인건비

②출연금

목적사업기부 운영비

재산증자기부 소   계

③수익사업전입금 ②퇴직적립금

④과실소득 합계 ③법인세 등

⑤수 입

④목적사업비

장학금

   1)예금이자(보통재산) 연구비

   2)법인세환급금 등 연구활동비

   3)기타수입(기부금 및 잡수입) 연구진흥기금

연구단체지원

발전사업지원

대학시설,기자재등 확충지원

지급준비금 소   계

이월잉여금 ⑤기본재산편입액

기타

⑥차기이월액

지급준비금

이월잉여금

기타

소   계

합    계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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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보통재산

전기

이월금

전기

이월금
                    1,011,553                       672,629                338,924

                          53.59                           46.06

-기본재산(정기예금) ≒       55,455,000

         1,500,000,000 (2.00%) 30,000,000

            250,000,000 (1.77%)   4,425,000

            100,000,000 (1.90%)   1,900,000

            100,000,000 (1.95%)   1,950,000

            100,000,000 (1.83%)   1,830,000

            300,000,000 (1.90%)   5,700,000

            150,000,000 (1.90%)   2,850,000

            250,000,000 (1.96%)   4,900,000

            100,000,000 (1.90%)   1,900,000

-보통재산(정기예금)

          566,114,022

≒      12,773,160

         12,398,280

            100,000,000 (1.95%)   1,950,000

            100,000,000 (1.77%)   1,770,000

             50,000,000 (1.96%)     980,000

             12,765,215 (1.80%)     229,770

            100,000,000 (2.10%)   2,100,000

            180,000,000 (1.98%)   3,564,000

             33,903,889 (1.96%)     664,510

             20,000,000 (1.90%)     380,000

             40,000,000 (1.90%)     760,000

         (보통예금)

            374,883,752 (0.10%)    374,880

                            3.61                             3.13

고유목적사업

전입금

고유목적사업

전입금
                                -

기타 수입                       807,818                       742,125                 65,693

                          42.80                           50.81

잡수입                       800,000                        733,613                 66,387
 *기부금수입: 750,000

 *기타수입: 50,000

                          42.38                           50.23

세금

환급금
                          7,818                           8,512 -                   694

                            0.41                             0.58

                    1,887,599                     1,460,447                427,152

2019년도 목적사업회계 예산서(수입지부)
수입지부                                                                                                                                                            (단위: 천원)

계  정  과  목 예산

(비율)

A

 전년도

결산

B

증감액

(비율)

C=A-B

산출근거

- 전년도 이월금

수입이자 수입이자                         68,228                         45,693                 22,535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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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세목

목적사업비                   670,000                   175,871          494,129

                          35.49                           13.90

연구비

(110)
연구비지원                    20,000                            -            20,000

                            1.06                               -

연구진흥기금

(130)

연구기금

지원
                   90,000                            -            90,000

                            4.77                               -

장학금

(140)
장학금                   310,000                   100,363          209,637

                          16.42                             7.93

발전사업지원

(160)

기금모금 및

대학발전사업

지원

                  150,000                     75,508            74,492

                            7.95                             5.97

대학시설,

기자재 등

확충지원

(170)

시설,기자재,

도서 등

확충지원

                  100,000                            -          100,000

                            5.30                               -

2019년도 목적사업회계 예산서(지출지부)
지출지부                                                                                                                                                            (단위: 천원)

계  정  과  목 예산

(비율)

A

전년도

결산

B

증감액

C=A-B
 산출근거

목적

사업비

(100)

▪ 2014하반기~2015하반기

 :연구결과물 제출시(기선정)

*(학술연구 인문)

 2,500천원×3명=7,500천원

*(학술연구 자연, 6개월)

 2,000천원×1명=2,000천원

*(학술연구 자연)

 3,500천원×3명=10,500천원

▪ 에너지시스템기술연구소 연구기금

  (연구4차년도): 90,000천원

▪ 입학성적우수장학금(15,000)

▪ 특별장학금(48,000)

▪ 교직원장학금(12,500)

▪ 우수학군사관후보생장학금(4,500)

▪ 외국인유학생 TOPIK장학금(4,000)

▪ ANU Challege장학금(6,000)

▪ 학과별 목적지정 장학금(100,000)

▪ 대학발전 특별장학금(50,000)

▪ 학습역량.취창업 장학금(100,000)

▪ 학생 해외어학연수 장학금(20,000)

▪ 발전기금 모금사업(20,000)

▪ 재단 및 대학홍보사업 지원(30,000)

▪ 교육발전, 학생취업, 교직원복지 지원(50,000)

▪ 기타 대학발전사업 지원(50,000)

▪ 교육․연구기자재 확충 지원(20,000)

▪ 학술자료 및 도서구입 지원(10,000)

▪ 대학교육시설 지원(20,000)

▪ 기타 대학 교육시설 지원(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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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0                        475               1,775

                            0.12                             0.04

회의비                      1,250                         325               925

여비                      1,000                         150               850

사무관리비                   208,364                    69,865            138,499

                          11.04                             5.52

인건비                    35,804                    27,588               8,216

                            1.90                             2.18

                  170,000                    39,993            130,007

                            9.01                             3.16

일반수용비                     22,000                         598              21,402

여비                      3,000                      1,024               1,976

임대료                   108,000                     32,000              76,000

지급수수료                     10,000                      2,981               7,019

업무추진비                     20,000                         710              19,290

시설유지보수비                      7,000                      2,680               4,320

퇴직적립금 퇴직적립금 퇴직적립금                      2,560                      2,284               276

                            0.14                             0.18

예비비

(400)

예비비

(410)
예비비                            -                            -                   -

기본재산편입

(900)

기본재산증자

(910)
기본재산증자                   200,000                            -            200,000

                          10.60                               -

차기이월금

(500)

차기이월금

(510)
차기이월금                   796,478                 1,011,553 -        215,075

                          42.20                           79.93

선납법인세

(300)

선납법인세

(610)
선납법인세                    10,507                      7,818             2,689

                            0.56                             0.62

               1,887,599                1,265,582           622,017

이사회

운영비

(200)

이사회

운영비

(210) 5회x250=

5회x50x4명(외부 임원)

사무

관리비

(300)

2019년도 급여 미확정

일반관리비

(310)

기부자 답례 및 홍보물품 구입, 기타 제잡비 등

모금 및 업무개선, 발전기금협의회 세미나

아파트 임대료(전세금)

임원 등기수수료, 증자(정관변경) 공과금 등

임원 업무추진, 기타 재단행사 지원 등

아파트(시설) 유지보수

기본급+명절+급식+연차수당 등

법인세+지방소득세

(7,107+711=7,818)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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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73,088                3,688,163

                       615,754                  615,754

                    4,288,842               4,303,917

                     3,465,754                3,465,754  예치금 및 아파트(부동산)

                       200,000

                       623,088                  838,163

                       838,163                672,629

-                      215,075                165,534

                    4,288,842               4,303,917

                    4,288,842               4,303,917

추정대차대조표(목적사업)
당기 2019년 12월 31일

전기 2018년 12월 31일
                                                                                                 (단위: 천원)

과  목
당     기 전     기

   비 고
금     액 금     액

(자  산)

1. 현금과 예금

2. 전화가입권

3. 지급보증금

4. 건 물

5. 수익사업부

자산총계

(부  채)

1. 미 지급금

2. 선수금

부채총계

(자  본)

1. 기본재산

2. 증자준비금

3. 미처분금 이익잉여금

 가. 이월이익잉여금

 나. 당기순이익

자본총계

부채와 자본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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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아파트 17세대

비     고

추정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목적)
(단위: 천원)

계정과목 적요 금액

건물                                          -

예치금                                  823,088

소  계                                 823,088

기본 재산

정기예금                                2,850,000

안동시 남선면 이천리

829-103 외
                                 615,754

소  계                               3,465,754

증자준비금 신규출연금                                 200,000

미처분 이익잉여금 명세서(목적)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천원)

과       목 금      액

Ⅰ. 전기말 미처분 이익잉여금

Ⅱ.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처분액

Ⅲ. 이월 이익잉여금                                 838,163

Ⅳ. 당기 순이익 -                               215,075

Ⅴ. 당기말 미처분 이익잉여금                                 62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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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800,000                337,579

                         68,228                 50,815

                          7,818                 39,025 법인세환급금 포함

                      876,046                 427,419

                       310,000                100,363

                         20,000                        -

                                -                        -

                         90,000                        -

                                -                        -

                       150,000                 75,508

                       100,000                        -

                      670,000                 175,871

                          2,250                     475

                         38,364                 29,872 퇴직충당금 포함

                       170,000                 39,993

                         10,507                   7,818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221,121                   78,158

                      891,121                 254,029

                       200,000

                      200,000                           -

-                     215,075                 173,390

추정손익계산서(목적사업)
당기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전기 2018년 1월 1일 ~ 2018년 10월 31일
(단위: 천원) 

과   목
당   기 전   기

금   액 금   액

( 수 입)

1. 기부금 수입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 이자수입

4. 기타수입

 총 수입액

(지  출)

1. 장학금

2. 연구비

3. 연구활동비

4. 연구진흥기금

5. 연구단체지원

6. 발전사업지원

7. 대학시설,기자재 등 확충지원

목적사업비 계

8. 이사회운영비

9. 인건비

10. 수용비

11. 선납법인세(기타)

경상비 계

총지출액

12. 기본재산증자

 기본재산증자계

 경상 이익

 당기 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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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비   고

             68,228

           800,000

              7,818

           876,046

금 액   비 고

           310,000

             20,000

             90,000

           150,000

           100,000

           670,000

금 액   비 고

              2,250

             38,364

           170,000

             10,507

           221,121

추정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목적사업)
                                                                                                                                                                         (단위 : 천

수입 명세서

계정 과목 적        요

이자수입 예금이자수입

기부금 수입 기부금 수입

선납법인세 환급금 선납법인세 환급금

계

                                                        

목적사업비 명세서

계정 과목 적 요

장학금

▪ 입학성적우수장학금(15,000)

▪ 특별장학금(42,000)

▪ 교직원장학금(12,500)

▪ 우수학군사관후보생장학금(4,500)

▪ 외국인유학생 TOPIK장학금(4,000)

▪ ANU Challenge장학금(6,000)

▪ 과별 목적지정 장학금(100,000)

▪ 대학발전 특별장학금(50,000)

▪ 학습역량.취창업 장학금(50,000)

▪ 학생 해외어학연수 장학금(20,000)

연구비

▪ 2014하반기~2015하반기: 연구결과물 제출시(기선정)

  *(학술연구 인문)

   2,500천원×3명=7,500천원

  *(학술연구 자연, 6개월)

   2,000천원×1명=2,000천원

  *(학술연구 자연)

   3,500천원×3명=10,500천원

연구진흥기금
▪ 에너지시스템기술연구소 연구기금

  (연구5차년도): 90,000천원

발전사업지원

▪ 발전기금 모금사업(20,000)

▪ 대학홍보사업 지원(30,000)

▪ 교육발전, 학생취업, 교직원복지 지원(50,000)

▪ 기타 대학발전사업 지원(50,000)

대학시설,기자재 등 확충지원비

▪ 교육․연구기자재 확충 지원(20,000)

▪ 학술자료 및 도서구입 지원(10,000)

▪ 영어마을 등 교육시설지원(20,000)

▪ 기타 대학 교육시설 지원(50,000)

    계

                                                       

경상비 명세서

계정과목 적 요

이사회운영비 이사회 회의비 및 여비

인건비
사무원 보수 및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 및 각종 사용자 부담금 등)

일반관리비 수용비, 여비, 각종 수수료, 시설유지보수비 등

기타 선납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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