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호남사학회 결산보고서(2018. 01. 01. ~ 2018. 12. 31.)
수입
항목 금액 합계
회비 1,120,000 1,120,000
학술지 발간 수입 11,395,000 11,395,000
저작권료 1,239,071 1,239,071
후원금(지원금 포함) 977,445 977,445
용역과제 수주 3,959,329 3,959,329
결산이자 12,340 12,340
기타수입

수입합계 18,703,185
지출
급여 8,003,000 8,003,000
학술지 발간 지출 9,099,380 9,099,380
학술대회 개최 1,185,490 1,185,490
공과금 123,270 123,270
법인관련 세금 및 수수료 102,550 102,550
홈페이지 관리비 424,600 424,600
출장비 100,500 100,500
전국 역사학 대회비 400,500 400,500
기타지출

지출합계 19,439,290
전년도 이월금
이월금 14,316,388

총합계
※현 잔고현황 (총수입+이월금-총지출) 13,580,283

2018년 결산손익 13,580,283



수입내역 세부사항

1. 회비

회비
항목 명단 금액
종신회원

0
총합계 0일반회원

김기윤 40,000
김봉국 40,000
김송이 40,000
김홍길 40,000
남철호 40,000
박우룡 40,000
소순규 40,000
손준식 40,000
송은일 40,000
송찬섭 40,000
신윤호 40,000
양해웅 40,000
염운옥 40,000
염정섭 40,000
오경환 40,000
오종근 40,000
원동필 40,000
윤효정 40,000
이병인 40,000
이상덕 40,000
이정희 40,000
이찬행 40,000
임지환 40,000
정일교 40,000
조미은 40,000
하서정 40,000
허  현 40,000

총합계 1,080,000기관회원
한신대학교 40,000

총합계 40,0002018년 호남사학회 총회비 1,120,000



2. 학술지 발간 수입

학술지 발간
항목 내역 금액
역사학연구 68호 미납금액 2018년 입금 720,000

역사학연구 69호 논문심사비, 게재료, 초과료 3,360,000

역사학연구 70호 논문심사비, 게재료, 초과료 2,175,000

역사학연구 71호 논문심사비, 게재료, 초과료 2,300,000

역사학연구 72호 논문심사비, 게재료, 초과료 2,840,000

총합계 11,395,000



3. 저작권료

저작권료
항목 상세내역 금액
저작권료 1회 1,239,071

총합계 1,239,071



4. 후원금(지원금 포함) 내역

후원금(지원금 포함) 상세내역
항목 후원자&기관 금액
후원금

지원금 전남대학교 977,445

총합계 977,445



5. 용역과제 수주 내역

용역과제 수주 내역
항목 내역 금액

호남의병 

진행비용 398,830

일반관리비 1차 1,660,938

일반관리비 2차 1,826,708

추가정산비용 72,853

총합계 3,959,329



6. 결산이자 내역

결산이자 내역
날짜 내역 금액

결산이자 3,318

결산이자 3,755

결산이자 2,796

결산이자 2,471

총합계 12,340



7. 기타수입 상세내역

기타수입

항목 내역 금액

총합계



지출내역 세부사항

1. 급여

급여
일자 내역 금액
1월 사무국장 급여 500,000
2월 사무국장 급여 500,000
3월 사무국장 급여 700,000
4월 사무국장 급여 700,000
5월 사무국장 급여 700,000
6월 사무국장 급여 700,000
7월 사무국장 급여 700,000
8월 사무국장 급여 700,000
9월 사무국장 급여 700,000
10월 사무국장 급여 700,000
11월 사무국장 급여 700,000
12월 사무국장 급여 700,000
수수료 입금 수수료 3000

총합계 8,003,000



2. 학술지 발간 지출 세부내역

학술지 발간 지출 세부내역
항목 내역 금액
역사학연구 69호 인쇄 및 배송 = 2,170,380 

편집간사 = 100,000 2,270,380

역사학연구 70호
논문심사 32건 = 960,000
수수료 21건 = 10,500 
편집간사 = 100,000
출판비 = 1,485,500

2,556,000

역사학연구 71호
논문심사 28건 = 840,000
수수료 2건 = 11,000 
편집간사 = 100,000
출판비 = 874,500

1,825,500

역사학연구 72호
논문심사 37건 = 1,110,000
수수료 27건 = 13,500
편집간사 = 100,000
출판비 = 1,124,500

2,348,000

총합계 8,999,880



3. 학술대회 개최 지출 세부내역

학술대회 개최 지출 세부내역
항목 내역 금액
3월 학술대회

플랜카드 = 20,000
발표집 = 150,000
다과비 = 40,090

210,090

6월 학술대회 
플랜카드 = 20,000
발표집 = 150,000
발표비 = 401,000
다과비 = 53,400
식사비 = 351,000

975,400

총합계 1,185,490



4. 공과금

공과금
일자 내역 금액
2018년 1월 ~ 12월 전화요금 123,270

총합계 123,270



5. 법인관련 세금

법인관련 세금
일자 내역 금액

인증서 수수료 2회 8,800
법인 지방세 93,750

총합계 102,550



6. 출장비

출장비
일자 내역 금액

출장비(오종현) 100,000

수수료 500

총합계 100,500



7. 기타지출

기타지출
항목 내역 금액

총합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