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명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당월

결산

<수입>

 Ⅰ. 수익 84,213,997

  1 . 일반후원금 61,074,550

   가. 일반후원금 61,074,550

    (1) 정기후원금(개인) 58,047,000  경상후원(2,576명), 김승현후원(11명)

    (2) 정기후원금(단체) 1,240,000  13곳

    (3) 비정기후원금(개인) 1,757,550
 구정서, 김철홍, 김현숙, 서희승, 송인수, 안순아, 윤정인

 장효진, 전승민, 조경오, 차은주, 현수경, 무명

    (4) 비정기후원금(단체) 30,000  생명의 빛 광성교회

  2 . 행사수입 23,139,447

   가. 행사수입 23,139,447

    (1) 행사참가수입 20,814,447  행복한공부(약1,720만원),  진로학교(약360만원)

    (2) 소책자신청비 2,280,000  아깝다 학원비(약130만원), 영어 헛고생(약97만원)

    (3) 문패신청비 45,000

 Ⅱ. 사업외수익 88,911

    (1) 이자수익 10,911

    (2) 도서판매수입 51,000

    (3) 잡수입 27,000

 Ⅲ. 기타 285,150

    (1) 예수금의 발생 285,150

 Ⅳ. 전기(월)이월 7,117,879

    (1) 현금 963,870

    (2) 예금 6,154,009

  합      계 91,705,937

< 지출 >

 Ⅴ. 비용 66,530,493

  1 . 사무운영비 59,508,051

   가. 인건비 42,256,124  상근자 급여

    (1) 급여 39,927,854

    (2) 4대보험료 2,328,270

   나. 사무관리비 17,251,927

    (1) 복리후생비 2,286,910  야근식대, 상근자 MT, 정수기 사용료

    (2) 경조사비 210,000  최영우이사 부친상, 태원우변호사 개원

    (3) 사무용품비 927,510  복사용지, 프린트구입, 복사기 렌탈 보증금(약43만원)

    (4) 수도광열비 551,292  전기세

    (5) 건물관리비 1,234,500  건물관리비, 캡스키 추가발급비 및 월정료

    (6) 운반비 16,100

    (7) 회의비 42,320

    (8) 통신비 2,016,620
 인터넷, 웹하드사용, SMS 추가구입(110만원)

 전화모금 전화사용료(약16만원)

    (9) 여비교통비 745,000  상근자 MT 차량렌탈(33만원), 주유비

    (10) 수선비 1,045,000  책장 구입 및 페인트 칠(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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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도서인쇄비 135,000

    (12) 건물임차료 4,180,000

    (13) 지급수수료 3,761,675

    (14) 영상장비부품비 100,000  마이크 선 및 모니터 전원 전선구입

  2 . 사업운영비 7,022,442

   가. 사업인건비 3,994,000

    (1) 강사비(사업비) 2,200,000  행복한공부/토론회

    (2) 잡급(사업비) 1,794,000  녹취 알바비 및 활동 지원비

   나. 사업행사비 2,998,192

    (1) 회의비(사업비) 274,480  수학사교육포럼, 등대장운영위원회, 사교육출구조사

    (2) 행사재료비(사업비) 12,350

    (3) 행사진행비(사업비) 6,000

    (4) 사무용품비(사업비) 140,650  "행복한공부"준비 바인더 구입

    (5) 접대비(사업비) 181,400  좋은교사대표 및 김재춘교수 식사

    (6) 현수막제작비(사업비) 189,000  행복한 공부, 대입전형논술, 지역모임지원

    (7) 운반비(사업비) 798,360  패러디 포스터 발송, 신입회원 선물 택배

    (8) 자료구입비 267,000  상근자 역량강화 독서 책 구입

    (9) 설문진행비 100,000  교사의 사교육 의식 실태 조사

    (10) 현장강의진행비(사업비) 199,680  행복한 공부 및 토론회 간식

    (11) 도서인쇄비(사업비) 791,472  교사모임 자료 출력, 패러디 포스터 출력

    (12) 여비교통비(사업비) 37,800

   다. 홍보사업비 30,250

    (1) 홍보물제작비 30,250

 Ⅵ. 사업외비용 59,330

    (1) 잡지출 59,330  페기물처리 스티커, 간판 도로사용료

 Ⅶ. 기타 5,407,000

    (1) 비품의 취득 407,000  음향 믹서기 구입

    (2) 임차보증금의 취득 5,000,000  3층(302호) 계약금 일부

  합      계 71,996,823

< 수지차액 > 19,709,114

< 차월(기)이월 >

    (1) 현금 609,470

    (2) 예금 19,099,644

    합      계 19,709,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