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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구분

1. 수입

관 항 목

01 수입

11 가입비

111 정회원가입비

회원 가입 할 때 납부하는 수입
112 가족회원가입비

113 단체회원가입비

114 준회원가입비

12 회비 

121 정회원회비

회원이 정기적으로 납부 하는 수입
122 가족회원회비

123 단체회원회비

124 준회원회비

13 사업비

131 강습회비 3,4급 강습회 수입 충담금

132 광고비 KARL지나 연맹 홈페이지의 광고수입

133 AWARD발행수입 AWARD 신청시 납부하는 수입

134 외국인허가수수료 외국인 국내 무선국 허가대행 수입

135 도서판매 연맹 발행 서적 판매 수입

136 기념품판매 연맹제작 기념품 판매 수입

137 ARDF 행사수입 ARDF 행사시 참가비와 기타수입

14
수익

사업

141 임대료 연맹건물 및 기타임대로 발생되는 수입

142 관리비 연맹건물 관리를 위해 발생되는 수입

143 사업수입 관계기관 행사 지원금

144 발전기금 연맹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수입

145 이자수입 각종 예적금 등에 의해 발생되는 수입 

146 잡수입 별도의 수입 항목으로 기재되기 어려운 잡다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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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출 

관 항 목

02
일반

관리비

21 인건비

211 급여 연맹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

212 복리후생비 관리인력의 사회보험 부담금 등 복리 후생을 위한 비용

213 퇴직급여충담금 관리인력의 퇴직금을 위한 정기적 적립금

22 사무비

221 사무용품비 문방구 또는 행사사무에 필요한 소모성 용품비

222 소모품비 내구성이 1년 이하의 소모성 비품구입비

223 통신비 우편, 전화 등 통신 이용료

224 지급수수료 대내외 업무처리에 따른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소모성 비용

225 여비교통비 사무총직원 및 임원의 교통비와 출장비

23 제비용

231 제세공과금 법령에 의해 지급하는 제반세금과 공과금

232 보험료 건물, 비품등 고정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발생 비용

233 수도광열비 수도료, 전기료, 가스요금, 난방요금

234 건물관리비 건물유지관리비용

235 잡비용 별도의 지출 항목으로 기재되기 어려운 잡다한 비용

03 사업비

31 회의비

311 총회비 총회 개최 비용

312 이사회비 이사회 개최 비용

313 기타회의비 총회, 이사회를 제외한 제 회의비용

32 지원금

321 본부지원금 각 본부에 지원하는 가입비, 회비의 일부금

322 각위원회지원금 각위원회의 활동 지원비

323 본부발전기금 본부지급목적기부금, 관계기관 행사 주최 본부 지원금

324 국제행사비 세계ARDF대회, IARU Reg.3 총회 등 국제 행사 개최 비용

325 기타지원금

33 행사비

331 KARL ARDF대회 KARL ARDF대회 발생비용

332 국제행사참가비 햄페어, 국제HST대회, 국제컨퍼런스 참가비용

333 재난통신훈련

334 기타행사비 국내 발생빈도가 적은 행사 비용

335 국제 ARDF대회 국제 ARDF대회 참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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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03 사업비

34 교육비

341 강습운영비(강사료) 3,4급 강습회 강사료 

342 교재 발송비 3,4급 강습교재 발송비용

343 강사보수교육 1년에 한번 강사보수교육 실시 비용

344 본부임직원교육 1년에 한번 본부임직원교육 실시 비용

35 KARL지

351 KARL지 인쇄비 KARL지 인쇄비용

352 KARL지 DM 발송비 KARL지DM 발송비용

353 KARL지 편집비 KARL지 편집비용

354 KARL지 원고료 KARL지 원고료

36
기타

사업비

361 업무추진비 이사장 업무추진비용

362 홍보비 연맹 홍보 사업을 위한 비용

363 홈페이지 관리 및 전산화 비용 웹하드 및 서버이용료, 홈페이지 유지보수료

364 Reg3분담금 국제아마추어 무선활동을 위해 Reg3에 납부하는 분담금

365 물품제작비 교재, 기념품 제작비용

366 QSL중계료 회원들의 교신 활동을 증명하는 카드를 국내외에 중계하는 비용

367 집기비품비 집기비품 구입비용

368 외국인 허가수수료 외국인 국내 무선국 허가대행 수수료

369 예비비

예측 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집행 또는 예산 추가집행에 충당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전체예산의 10분의1을 넘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