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명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단위 : 원)  

당월

결산

<수입>

 Ⅰ. 수익 91,235,915

  1 . 일반후원금 77,117,415

   가. 일반후원금 77,117,415

    (1) 정기후원금(개인) 71,118,000 *경상후원(3,096명), 안상진후원(23명)

    (2) 정기후원금(단체) 2,290,000 *기관 20곳

    (3) 비정기후원금(개인) 3,409,415 *외부강의 및 일시후원금

    (4) 비정기후원금(단체) 300,000 *아이쿱푸른바다 수익금 후원

  2 . 행사수입 14,118,500

   가. 행사수입 14,118,500

    (1) 행사참가수입 11,070,000  *영유아강좌(약570만원), 진로학교(약530만원)

    (2) 소책자신청비 3,048,500 *학원비(약38만원), 영어(약32만원), 진로(약230만원)

 Ⅱ. 사업외수익 761,000

    (1) 인세수입 580,200 *행복한 진로학교 단행본 9쇄

    (2) 홍보물판매수입 170,000 *가방판매

    (3) 잡수입 10,800 *해피빈 모금

 Ⅲ. 기타 1,290,061

    (1) 미지급금의 발생 625,700 *소득세 미환급액(세무서)

    (2) 예수금의 발생 664,361

 Ⅳ. 전기(월)이월 8,047,465

    (1) 현금 1,119,600

    (2) 예금 6,927,865

  합      계 101,334,441

< 지출 >

 Ⅴ. 비용 84,358,553

  1 . 사무운영비 76,604,173

   가. 인건비 64,735,865 *상근자 27명

    (1) 급여 55,690,509

    (2) 4대보험료 3,721,465

    (3) 퇴직급여 5,323,891

   나. 사무관리비 11,868,308

    (1) 복리후생비 365,200

    (2) 사무용품비 214,770

    (3) 수도광열비 317,440 *3, 4, 5층 전기세

    (4) 건물관리비 1,6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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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운반비 682,120

    (6) 통신비 1,863,764 *문자구매(110만원), 전화요금(약10만원) 등

    (7) 여비교통비 317,666

    (8) 도서인쇄비 283,588

    (9) 건물임차료 4,950,000

    (10) 지급수수료 942,910

    (11) 교육훈련비 54,400

    (12) 영상장비부품비 259,450 *영상 테잎 및 맥 부속품 구입

  2 . 사업운영비 7,754,380

   가. 사업인건비 2,929,200

    (1) 강사비(사업비) 2,577,200 *강좌 및 토론회 

    (2) 잡급(사업비) 352,000 *녹취 알바 및 번역료

   나. 사업행사비 4,794,080

    (1) 회의비(사업비) 780,940

    (2) 행사진행비(사업비) 800,420 *세월호 관련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등

    (3) 접대비(사업비) 1,400

    (4) 현수막제작비(사업비) 211,200

    (5) 운반비(사업비) 867,600 *진로소책자 추가 발송(약58만원)

    (6) 자료구입비 12,600

    (7) 현장강의진행비(사업비) 429,370 *강좌 및 토론회 간식 및 식사

    (8) 도서인쇄비(사업비) 1,445,000 *토론회, 교육감평가 등 자료 제본

    (9) 여비교통비(사업비) 245,550 *지역모임 지원 교통비 및 행사 이동 교통비

   다. 홍보사업비 31,100

    (1) 홍보물제작비 31,100 *간사 명함 및 분당 등대 홍보지

 Ⅵ. 사업외비용 6,000

    (1) 잡지출 6,000

 Ⅶ. 기타 29,400

    (1) 비품의 취득 29,400 *선풍기

  합      계 84,393,953

< 수지차액 > 16,940,488

< 차월(기)이월 >

    (1) 현금 753,500

    (2) 예금 16,186,988

    합      계 16,940,4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