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결산서
2013 년 04 월
단체명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계정과목

(단위 : 원)
당월

비고

결산

<수입>
Ⅰ. 수익
1 . 일반후원금
가. 일반후원금
(1) 정기후원금(개인)
(2) 정기후원금(단체)
(3) 비정기후원금(개인)
2 . 행사수입
가. 행사수입

90,951,760
68,371,200
68,371,200
59,797,500 경상후원 2,582명, 안상진 후원 19명
4,200,000 20곳
4,373,700 외부강의 강사비 후원 및 일시후원
22,580,560
22,580,560

(1) 행사참가수입

21,875,560

(2) 소책자신청비

645,000

(3) 문패신청비
Ⅱ. 사업외수익

교사등대(약75만원), 진로학교(약1,880만원)
행복한공부(약220만원)

60,000
88,000

(1) 도서판매수입

65,000 행복한진로학교 단행본, 무모한 교사

(2) 자료집판매수입

23,000

Ⅲ. 기타
(1) 단기대여금의 처분
(2) 예수금의 발생
Ⅳ. 전기(월)이월

22,237,590
20,000,000 사무실 공사비 빌림
2,237,590
19,717,914

(1) 현금

618,270

(2) 예금

19,099,644

합

계

132,995,264

< 지출 >
Ⅴ. 비용
1 . 사무운영비
가. 인건비
(1) 급여

85,029,848
64,622,161
53,318,266
45,643,772 상근자 23명 급여

(2) 4대보험료

2,195,080

(3) 퇴직급여

5,479,414 1,2,3월분

나. 사무관리비

11,303,895

(1) 복리후생비

965,120 야근식대 및 박종미샘 퇴직 송별회

(2) 경조사비

100,000 정석현 샘 득남 축하

(3) 사무용품비

387,040

(4) 수도광열비
(5) 건물관리비
(6) 운반비
(7) 회의비
(8) 통신비
(9) 여비교통비
(10) 수선비
(11) 도서인쇄비
(12) 건물임차료
(13) 지급수수료

319,150 전기세
1,207,000
830,760 cj택배 서비스이용(약 80만원)
184,000 지원팀, 사업팀, 정책실 회의 및 식사
1,637,700 나눔셈, 스마트레이져, 인터넷, 웹하드, 전화비, SMS구입비
46,140
213,000 3층 공사인부 식대
143,800
4,180,000 건물 임차료
768,185

(14) 교육훈련비
(15) 영상장비부품비
2 . 사업운영비
가. 사업인건비

136,000 모금아이템 교육지원비
186,000 테이프 구입
20,407,687
4,013,760

(1) 강사비(사업비)

2,451,000 온라인학교 인세지급(8인), 토론회 발제비, 강좌 강사비

(2) 잡급(사업비)

1,562,760 토론회 녹취 알바비

나. 사업행사비

16,003,977

(1) 회의비(사업비)

635,960

(2) 행사재료비(사업비)

510,470

(3) 행사진행비(사업비)

696,510 인천지역사업 지원비(약26만원), 상담넷 출판 선물(약27만원)

(4) 사무용품비(사업비)

287,680 진로학교준비 바인더 구입, 선행교육금지 캠페인 준비

(5) 접대비(사업비)

126,600 국회 토론회 후 회원들과 식사 및 차 마심

(6) 현수막제작비(사업비)

437,000 대입전형, 하늘교육기자회견, 진로학교, 공교육정상화촉진

(7) 운반비(사업비)

2,526,644 진로학교엽서발송(약190만원), 포스터 및 소책자 발송

(8) 현장강의진행비(사업비)

1,283,770 토론회 및 교육강좌 준비 식대 및 간식

(9) 도서인쇄비(사업비)

1,759,043 토론회 자료 제본, 국회 서명용지 전달 자료 복사

(10) 영상촬영비(사업비)
(11) 수선비(사업비)
(12) 여비교통비(사업비)
다. 홍보사업비
(1) 홍보물제작비
Ⅵ. 기타

80,300
389,950
389,950 패러디 포스터 제작 및 지역대료 명함제작
30,080,000

(1) 비품의 취득
(2) 임차보증금의 취득
합

660,000 영상(IVF)촬영비
7,000,000 3층 공사대금 일부 지급

계

< 수지차액 >

5,080,000

115,109,848
17,885,416

(1) 현금

1,598,290

(2) 예금

16,287,126

계

3층 탁자 및 의자 구입(약240만원)

25,000,000 3층(302호) 보증금

< 차월(기)이월 >

합

3층 에어컨 인수(약260만원)

17,885,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