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명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단위 : 원)  

당월

결산

<수입>

 Ⅰ. 수익 89,702,950

  1 . 일반후원금 74,952,950

   가. 일반후원금 74,952,950

    (1) 정기후원금(개인) 66,953,000

    (2) 정기후원금(단체) 3,620,000

    (3) 비정기후원금(개인) 4,379,950

  2 . 행사수입 14,750,000

   가. 행사수입 14,750,000

    (1) 행사참가수입 12,940,000  *등대학교(542만원), 영유아특별강좌(747만원)

    (2) 소책자신청비 1,795,000  *학원비(145만원), 영어(34만5천원)

    (3) 문패신청비 15,000

 Ⅱ. 사업외수익 612,000

    (1) 강의장이용수입 500,000  *이든교회 11월 사용료

    (2) 도서판매수입 32,000  *단행본

    (3) 자료집판매수입 80,000

 Ⅲ. 전기(월)이월 32,769,080

    (1) 현금 1,492,710

    (2) 예금 31,276,370

  합      계 123,084,030

< 지출 >

 Ⅳ. 비용 82,794,119

  1 . 사무운영비 65,781,649

   가. 인건비 56,390,349

    (1) 급여 48,044,676  *상근자 급여(27명)

    (2) 4대보험료 4,055,995

    (3) 퇴직급여 4,289,678

   나. 사무관리비 9,391,300

    (1) 복리후생비 512,880

    (2) 사무용품비 18,000

    (3) 수도광열비 304,960  *전기세

    (4) 건물관리비 1,617,000  *건물관리비 및 캡스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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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운반비 9,500

    (6) 회의비 45,000

    (7) 통신비 615,230  *전화비 및 인터넷, 웹하드 사용료

    (8) 여비교통비 28,280  *교통카드 충전 및 택시비

    (9) 수선비 107,000  *사무실 형광등 구입

    (10) 도서인쇄비 220,800  *복사기 사용료 및 신문 구독료

    (11) 건물임차료 4,950,000

    (12) 지급수수료 888,650

    (13) 교육훈련비 74,000  *나눔+팀 외부교육지원비

  2 . 사업운영비 17,012,470

   가. 사업인건비 3,126,200

    (1) 강사비(사업비) 2,150,000  *등대지기학교, 영유아특별강좌, 토론회 등

    (2) 잡급(사업비) 976,200  *녹취 알바비 및 등대졸업여행 아이돌보미 알바비

   나. 사업행사비 13,877,720

    (1) 회의비(사업비) 296,500

    (2) 행사재료비(사업비) 176,670

    (3) 행사진행비(사업비) 9,136,680  *등대졸업여행장소사용(656만원), 졸업여행경비 등

    (4) 사무용품비(사업비) 126,230

    (5) 접대비(사업비) 74,000

    (6) 현수막제작비(사업비) 263,000  *영유아특별강좌, 고교체제토론

    (7) 운반비(사업비) 862,090  *영유아특별강좌 전단지 및 신청서 발송(약66만원)

    (8) 자료구입비 267,120  *수학자료 및 외국교과서 구입

    (9) 설문진행비 -1,211,500
 *고교체제, 영유아사교육포럼 설문진행비

  의원실에서 50%입금

    (10) 현장강의진행비(사업비) 727,070  *등대지기학교, 영유아특별강좌, 토론회 등

    (11) 도서인쇄비(사업비) 373,960  *토론회 및 영유아포럼 자료 제본

    (12) 여비교통비(사업비) 2,785,900  *등대 졸업여행 전세버스(약269만원)

   다. 홍보사업비 8,550

    (1) 홍보물제작비 8,550  *명함제작

 Ⅴ. 사업외비용 47,600

    (1) 잡지출 47,600

 Ⅵ. 기타 579,047

    (1) 비품의 취득 445,260  *겨울철 난방기 구입

    (2) 예수금의 결제 133,787

  합      계 83,420,766

< 수지차액 > 39,663,264

< 차월(기)이월 >

    (1) 현금 1,302,650

    (2) 예금 38,360,614

    합      계 39,663,2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