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명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단위 : 원)  

당월

결산

<수입>

 Ⅰ. 수익 109,379,500

  1 . 일반후원금 78,998,000

   가. 일반후원금 78,998,000

    (1) 정기후원금(개인) 71,308,000  경상후원(3,098명)

    (2) 정기후원금(단체) 4,220,000  18기관

    (3) 비정기후원금(개인) 3,470,000  외부강의 강사료 후원 및 인터뷰

  2 . 목적후원금 17,970,500

   가. 목적후원금 17,970,500

    (1) 특별후원금 17,970,500  진로소책자 후원

  3 . 행사수입 12,411,000

   가. 행사수입 12,411,000

    (1) 행사참가수입 7,040,000  수학특강(약213만원), 꿈이있는공부(약490만원)

    (2) 소책자신청비 5,371,000  학원비소책자(약280만원), 영어소책자(약250만원)

 Ⅱ. 사업외수익 2,746,500

    (1) 인세수입 1,912,000  영어헛고생 단행본 출판

    (2) 도서판매수입 200,000

    (3) 자료집판매수입 138,000

    (4) 잡수입 496,500  외부교육 지원비 환급

 Ⅲ. 기타 539,771

    (1) 예수금의 발생 539,771

 Ⅳ. 전기(월)이월 58,446,145

    (1) 현금 969,620

    (2) 예금 57,476,525

  합      계 171,111,916

< 지출 >

 Ⅴ. 비용 92,583,730

  1 . 사무운영비 79,595,355

   가. 인건비 63,719,288  상근자 27명

    (1) 급여 54,374,596

    (2) 4대보험료 3,994,860

    (3) 퇴직급여 5,349,832

   나. 사무관리비 15,876,067

    (1) 복리후생비 751,982

    (2) 경조사비 300,000  결혼

    (3) 사무용품비 89,700

    (4) 수도광열비 696,570  전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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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운반비 2,230

    (7) 회의비 100,200

    (8) 통신비 2,766,430  sms추가구매(220만원), 기타 통신비

    (9) 도서인쇄비 302,200

    (10) 건물임차료 4,950,000  월 임대료

    (11) 지급수수료 3,911,755  

    (12) 교육훈련비 40,000

    (13) 영상장비부품비 348,000  데크 수리 및 테잎 구매

계정과목 비 고 

수지결산서
2014 년 02 월



  2 . 사업운영비 12,988,375

   가. 사업인건비 668,300

    (1) 강사비(사업비) 300,000  고교토론회 발제비

    (2) 잡급(사업비) 368,300  웹 주소 검색 알바비 및 활동비 지원

   나. 사업행사비 5,839,975

    (1) 회의비(사업비) 281,140

    (2) 행사진행비(사업비) 1,346,760  총회, 수학사교육포럼 등

    (3) 자료집제작비(사업비) 2,057,000  총회자료집

    (4) 사무용품비(사업비) 35,000

    (5) 접대비(사업비) 106,900

    (6) 현수막제작비(사업비) 181,400

    (7) 운반비(사업비) 244,470

    (8) 자료구입비 617,500

    (9) 현장강의진행비(사업비) 444,400  행사준비물 및 간식

    (10) 도서인쇄비(사업비) 443,340  고교체제토론회 자료 제본, 수학교과서 자료 복사 및 스캔

    (11) 여비교통비(사업비) 82,065

   다. 홍보사업비 6,480,100

    (1) 홍보물제작비 2,893,000  진로소책자 발송 봉투 제작

    (2) 소책자제작비 3,587,100  영어헛고생 소책자 추가 제작

 Ⅵ. 사업외비용 216,000

    (1) 잡지출 216,000  경찰서 조사 경유증, 신입면접 교통비지원 등

  합      계 92,799,730

< 수지차액 > 78,312,186

< 차월(기)이월 >

    (1) 현금 1,415,160

    (2) 예금 76,897,026

    합      계 78,312,1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