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명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단위 : 원)  

당월

결산

<수입>

 Ⅰ. 수익 81,670,500

  1 . 일반후원금 73,821,500

   가. 일반후원금 73,821,500

    (1) 정기후원금(개인) 66,138,000  *경상후원(2,954명) 안상진후원(24명)

    (2) 정기후원금(단체) 3,660,000  *23곳

    (3) 비정기후원금(개인) 4,023,500

  2 . 행사수입 7,849,000

   가. 행사수입 7,849,000

    (1) 행사참가수입 7,305,000  *등대지기신청(약300만원), 영유아특별강좌(약430만원)

    (2) 소책자신청비 514,000  *아깝다 학원비, 아깝다 영어 헛고생 소책자 2종

    (3) 문패신청비 30,000

 Ⅱ. 사업외수익 702,200

    (1) 강의장이용수입 500,000  *이든교회

    (2) 도서판매수입 124,200

    (3) 자료집판매수입 78,000

 Ⅲ. 기타 96,077

    (1) 예수금의 발생 96,077

 Ⅳ. 전기(월)이월 29,797,213

    (1) 현금 1,638,390

    (2) 예금 28,158,823

  합      계 112,265,990

< 지출 >

 Ⅴ. 비용 79,396,910

  1 . 사무운영비 69,665,526

   가. 인건비 58,435,926

    (1) 급여 50,121,908  *상근자 26명

    (2) 4대보험료 4,025,500

    (3) 퇴직급여 4,288,518

   나. 사무관리비 11,229,600

    (1) 복리후생비 748,170

    (2) 경조사비 300,000  *최재영샘 결혼식

    (3) 사무용품비 466,270  *사무실 토너 및 복사용지 구입

    (4) 수도광열비 285,070  *전기세

    (5) 건물관리비 1,617,000  *건물관리비 및 캡스 월정료

    (6) 운반비 176,500  *CJ택배서비스

    (7) 통신비 1,757,125  *SMS 추가구입(110만원), 그 외 통신비

    (8) 여비교통비 41,500  *교통카드 충전 및 외근시 이동 택시비

    (9) 도서인쇄비 229,600  *복사기 대여 및 신문구독

    (10) 건물임차료 4,950,000  *건물임대료

    (11) 지급수수료 872,265

    (12) 교육훈련비 -400,000  *외부교육(김재홍) 취소로 환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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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영상장비부품비 186,100  *6mm테잎 및 케이블 구입

  2 . 사업운영비 9,731,384

   가. 사업인건비 3,285,900

    (1) 강사비(사업비) 3,082,400
 *영유아사교육포럼, 대입간소화 토론회,

  고교체제토론회,  등대지기, 수학포럼

    (2) 잡급(사업비) 203,500  *자료검색 알바 및 수학포럼 녹취 알바비

   나. 사업행사비 5,704,384

    (1) 회의비(사업비) 126,500  *상담넷, 이사회, 100인강사 클럽 식대 및 간식

    (2) 행사재료비(사업비) 18,000

    (3) 행사진행비(사업비) 407,010  *대입간소화 캠페인

    (4) 사무용품비(사업비) 94,910  *대입간소화 캠페인 문구구입

    (5) 접대비(사업비) 6,000

    (6) 현수막제작비(사업비) 308,600
 *고교체제토론회, 수학사교육포럼

  영유아사교육포럼, 고교체제 기자회견

    (7) 운반비(사업비) 1,284,284
 *100인강사 외부강의 홍보물 발송비(약95만원)

  기관후원요청자료 발송(약9만원)

    (8) 설문진행비 848,000
 *고교체제설문 코딩비(약125만원)

  교사토론 설문 코딩비(약 40만원 입금됨)

    (9) 현장강의진행비(사업비) 937,570  *등대지기 및 토론회 저녁 및 간식

    (10) 도서인쇄비(사업비) 953,510  *토론회 자료 제본비

    (11) 여비교통비(사업비) 720,000  *대입전형간소화 캠페인 용달대여(44만원), 이동 택시비

   다. 홍보사업비 741,100

    (1) 홍보물제작비 741,100
 *등대엽서필름비(약7만원), 캠페인전단지(약23만원)

  대입간소화 캠페인 피켓 및 어깨띠 제작(약40만원)

 Ⅵ. 사업외비용 100,000

    (1) 잡지출 100,000  *타기관 후원금(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합      계 79,496,910

< 수지차액 > 32,769,080

< 차월(기)이월 >

    (1) 현금 1,492,710

    (2) 예금 31,276,370

    합      계 32,769,0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