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의샘 2014년 12월 31일 단위 : 원

관 항 목 세목 수입 비고 관 항 목 세목 지출 후원금및자부담

298,007,544   250,611,131   8,541,976          차기년도이월금

253,398,250   158,272,780   182,000            38,854,437    

경상보조금수입          189,924,000 급여 급여 64,320,000        

생계보조금수입           17,289,030 기말수당 10,720,000        

교육보조금수입             2,435,220 정근수당 8,051,100          

구조지원사업           33,000,000 장기근속수당 1,200,000          

자본보조금수입             8,980,000 가계지원비 10,720,000        

기타보조금 기타보조금             1,770,000 가계보조수당 3,000,000          

            8,995,810 교통급식비 6,600,000          

지정후원금 지정후원금             1,000,000 명절휴가비 5,360,000          

비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             7,995,810 특수근무자수당 2,160,000          

                          - 종사자수당 22,500,000        

차입금 기타차입금 기타차입금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11,218,990        

35,248,671         건강보험 3,852,170          

이월금 전년도이월금 전년도이월금 35,248,671         요양보험 252,040             

364,813              국민연금 5,788,200          

불용품매각대 불용품매각대 산재보험 1,049,770          

기타예금이자수입 기타예금이자수입 73,273               고용보험 1,310,310          

기타잡수입 기타잡수입 291,540              기타후생경비 기타후생경비 170,200             182,000                  

1,298,000          158,260                  

기관운영비 기관운영비 906,000             

회의비 회의비 392,000             158,260                  

7,589,854          1,165,530               

여비 여비 104,700             165,600                  

수용비및수수료 수용비및수수료 1,874,898          234,930                  

공공요금 공공요금 3,173,106          

제세공과금 제세공과금 1,138,200          

차량비 차량비 598,950             145,000                  

직원교육비 200,000             620,000                  

홍보비 500,000             

17,011,400        1,114,980               

시설비 시설비 -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 4,230,000          804,980                  

시설장비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 12,781,400        310,000                  

23,903,327        2,541,936               

주식비 5,605,860          465,500                  

부식비 9,177,719          152,200                  

월동대책비

피복및신발비 2,438,500          

수용기관경비 수용기관경비 3,081,950          277,400                  

피복비 피복비 -                       

의료비 의료비 543,910             944,176                  

특별급식비 특별급식비 403,918             702,660                  

연료비 연료비 2,651,470          

2,434,270          222,500                  

수업료 수업료 1,275,420          

학용품비 학용품비 420,800             

입학금 14,100               

교과서대 646,950             222,500                  

부교재비 77,000               

40,081,500        3,156,770               

프로그램비 1,864,220          1,485,790               

사례관리비 997,460             1,670,980               

사회적응훈련비 2,040,000          

하계수련회비 280,000             

명절특별위로금(시비) 200,000             

명절특별위로금(구비) 400,000             

춘계부식비 60,000               

김장비 90,000               

교통비 3,000,000          

기타교육비 757,000             

치료회복프로그램비 14,300,000        

의료,법률,직업훈련비 16,092,820        

                         -                               -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                       

-                       -                            

부채상환금 원금상환금 원금상환금 -                       

20,000               -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20,000               

-                       -                            

예비비 예비비 -                       

반환금 반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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