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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입 ․세 출 명 세 서
(단위 : 천원)

과목 전년도 
예산액

당해연도 
예산액 증 감 산 출 근 거관 항 목

재산수입 기본재산
수입

배당 및 이자
수입 50,000 15,000 (35,000) 기본재산 정기예금 이자

후원금수입 후원금수입
후원금수입 2,457,700 2,528,900 71,200 The Steve Kim Family 

Foundation의 후원
일반후원금

수입 5,000 3,000 (2,000) 개인 정기후원
희망나눔 15,000 12,000 (3,000) 졸업생 정기후원

이월금 이월금 전년도
이월금 20,000 20,000 -

잡수입 잡수입

기타예금이자
수입 100 100 -

기타잡수입 10,000 10,000 - 자서전 판매 및 인세 등
원천징수소득

환급 5,000 5,000 -
세입 합계 2,562,800 2,594,000 31,200

사무비

인건비

급여 900,000 700,000 (200,000) 본부장, 대리, 사회복지사, 사원 등
일용잡급 5,000 5,000 - 인턴(직장체험)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90,000 70,000 (20,000) 퇴직연금 적립금

사회보험
부담금 130,000 80,000 (50,000)

건강 3.12%/ 장기요양 7.38%/ 
국민연금 4.5%/ 고용 0.25%/ 산재 
0.7%

기타후생경비 30,000 30,000 - 명절격려금 및 기타 포상 등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15,000 15,000 -
·협력기관 발굴 및 관계기관 방문 등 
3,000천원
·기타 12,000천원

직책보조비 18,000 18,000 - 대표이사장 직책보조비

회의비 2,600 2,600 -
·이사회 600천원
·임원 선물비 1,000천원
·기타 1,000천원

운영비

여비 13,200 15,000 1,800 ·시내외 교통비 12,000천원
·국외여비 3,000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 60,000 60,000 - 사무용품비, 입금수수료, 택배비 등

공공요금 15,000 15,000 - 전화요금, 우편료, 전기요금 등
제세공과금 10,000 20,000 10,000 법인세, 재산세, 자동차세, 보험료 등



차량비 20,000 20,000 - 유류대, 정비유지 및 소모품비
임대료 132,000 132,000 -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포함)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비 20,000 50,000 30,000 인테리어 하자보수 비용

자산취득비 50,000 50,000 - 기자재 구입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 18,000 18,000 - 사무기기 유지관리비

사업비

청소년복지

학업지원비 250,000 150,000 (100,000)

·청소년 장학 78,000천원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30명)
·대학생 장학 70,500천원
(대학생 30명 학비 및 자기계발비)
·그 외 긴급지원 등

집단활동비 20,000 10,000 (10,000) 장학생 캠프 및 지역모임 지원
청소년

역량강화 600,000 870,000 270,000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강연)
·기타 (군부대 인성함양캠프 지원)

지원사업
중국지원사업 20,000 20,000 - 연변사무소 장학생 캠프 지원

제3세계
해외지원사업 50,000 20,000 (30,000) 제3세계 해외지원 및 해외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국내시설지원 20,000 150,000 130,000 영세시설 및 군부대 시설 지원 등

기타사업

홍보사업비 50,000 40,000 (10,000)
·홈페이지 운영비 1,000천원
·인쇄비 5,000천원
·도서홍보 30,000천원
·기타 4,000천원

후원사업비 2,000 1,400 (600) ·후원자 관리 200천원
·CMS유지비 1,200천원

교육훈련비 10,000 20,000 10,000 ·직무교육비 10,000천원
·직원연수비 10,000천원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1,000 1,000 -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1,000 1,000 -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10,000 10,000 -
세출 합계 2,562,800 2,594,000 31,200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