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세입부(수입)

(단위:원)

관 항 목 증 감

회비 회비 회원회비 70,000,000 58,194,651 11,805,349

후원금 후원금 후원금 45,000,000 104,631,847 59,631,847

잡수입 잡수입 기타예금이자수입 2,868,338     40,928 2827410

에스원 지원금 30,000,000   30,000,000 0 0

147,868,338 192,867,426 59,631,847 14,632,759

 나. 세출부(지출)

(단위:원)

관 항 목 증 감

급여 24,000,000 29,364,500 5,364,500    

상여금 및 제수당 0 0

법정복리비(4대보
험)

7,440,000 3,506,460 3,933,540

퇴직적립금 3,000,000 3,600,000  600,000      

수용비 및 수수료 6,000,000 20,044,617 14,044,617  

공공요금 2,400,000 2,387,740 12,260

통신료 1,020,000 784,260 235,740

제세공과금 2,424,000 794,000 1,630,000

기타운영비 15,000,000 18,699,115 3,699,115    

61,284,000 79,180,692 23,708,232  5,811,540

급식비 6,000,000 4,092,500 1,907,500

프로그램비 22,400,000 31,504,660 9,104,660    

강사비 5,000,000 5,547,000 547,000      

봉사자인건비 6,000,000 11,367,700 5,367,700    

에스원지원금 30,000,000 30,000,000

64,400,000 82,511,860 15,019,360  1,907,500

재산
조성비

시설비 시설장비 유지비 3,000,000 31,483,546 28,483,546  

3,000,000 31,483,546 28,483,546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9,300,000 0 9,300,000

9,300,000 9,300,000

142,984,000 193,176,098 67,211,138  17,019,040

지원금사업비

세출예산총계

소계

예산과목 2017년도
세출예산액

사무비

인건비

운영비

소계

소계

소계

사업
운영비

사업비

2017년도
세출결산액

증감내역
비고

계

 1. 2017년 결산(안) 

예산과목 2017년도
세입예산액

2017년도
세입결산액

증감내역
비고



(단위:원)

관 항 목

회비 회비
회원
회비

22,000,000

후원금 후원금 후원금 104,000,000

이월금 이월금 전년도이월금 2,559,666
2017년 이월

금 : 2,559,666

지원금 지원금 에스원지원금 30,000,000

158,559,666

(단위:원)

관 항 목

급여 24,000,000
* 종사자 1 명  2,000,000원×12개월=24,000,000
원

상여금 및 제수당 0

* 4대보험(종사자2)

 - 산출 :  304,990×12=2,400,000원

퇴직적립금 2,400,000 * 종사자 1명 200,000원×12개월=3,000,000원

30,059,880

수용비 및 수수료 6,000,000
* 수용비 및 수수료
 - 산출 : 500,000원×12개월=6,000,000원

* 전기 150,000원×12개월=1,800,000원

* 상하수도 50,000원×12개월=600,000원

통신료 1,020,000
* 전화 및 인터넷 85,000 × 12개월 = 1,020,000
원

제세공과금 3,744,000
* cms 수수료+홈페이지유지보수+쎄콤
   312,000원× 12개월=3,744,000원

기타운영비 15,000,000 * 난방비 차량비 업무추진비

28,164,000

지원금
사업비

에스원 지원금비 30,000,000 *청소년초청행사'도시樂' 사업소요비용

71,400,000

시설비 시설장비 유지비 3,000,000 *장비 수리 및 자산 취득

3,000,000

예비비 예비비 5,000,000

5,000,000

137,623,880

 나. 세출부(지출)

 2. 2018년도 예산(안)

예산과목 2017년도
세입예산액

비고

계

 가. 세입부(수입)

소계

운영비

공공요금 2,400,000

소계

예비비
소계

세출 예산 총계

봉사자 인건비 13,000,000
사업비

사업 운영
비

급식비 6,000,000

소계

프로그램비 22,400,000

재산
조성비 소계

* 희망캠프봉사자인건비(월1,200,000×
12=130,000,000

* 희망캠프: 20명×1인(3식)15,000원×20회
=6000000

* 박물관견학 및 강사비&학습지원,멘토지원
  사례관리, 장학금지원, 김장나눔행사

예산과목 2018년도
세출예산액

세출예산 산출근거

사무비

인건비
법정복리비(4대
보험)

3,659,8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