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액 비율(%)

어린이재활병원운영 113,697,215 16.6%

장애인복지시설운영 17,275,000 2.5%

장애인재활치료 494,454,180 72.2%

기타지정기금 2,569,320 0.4%

지정현물기부수입 1,750,500 0.3%

비지정기부금수입 48,244,563 7.0%

7,057,402 1.0%

685,048,180 100.0%

회    사 : [2708] (재)푸르메

회계단위 : [1000] (재)푸르메본사

날짜 예산과목 적요란 수입

2018/04/01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우리사랑e나눔터(김*숙님) 5,000

2018/04/02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우리사랑e나눔터(김*숙님 외1인) 15,000

2018/04/02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강*철님 외1인 20,000

2018/04/02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강*철님 외1인 30,000

2018/04/02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김*주님 20,000

2018/04/02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남*은,남*은님 30,000

2018/04/02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CMS 입금_김*제님외 71인 1,370,000

2018/04/02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지*화님 200,000

2018/04/03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KCP 입금_송*희님 100,000

2018/04/03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이*재님 10,000

2018/04/03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우리사랑e나눔터(김*숙님외 1인) 5,010

2018/04/03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이*경,이*주님 60,000

2018/04/03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CMS 입금_남*순님 외 268인 6,515,000

2018/04/04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우리사랑e나눔터(김*나안 외 2인) 2,010

2018/04/04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KCP 입금_박*연 외 135인 3,626,000

2018/04/04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미라클런365런_뛰용뛰용이*한 외 57인 1,110,000

2018/04/04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4/15 마이런 부산(이*나 외 1인) 200,000

2018/04/05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천*세무법인 740,000

2018/04/05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우리사랑e나눔터(임*진님 외 1인) 35,000

2018/04/05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안*순님 외 1인 80,000

2018/04/05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안*순님 외 1인 20,000

2018/04/05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미라클런365런_하*현님 외 3인 83,000

2018/04/06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CMS 입금_이*은 외 77인 2,040,000

2018년 04월 수입내역

항목

사업비

잡수입

합계

예산과목원장(원장)

기  간 : 2018년 04월 01일 ~ 2018년 04월 30일



2018/04/06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우리사랑e나눔터(조*휘님 외 1인) 1,300

2018/04/07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미라클런365런_김*화4062 외 3인 80,000

2018/04/08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미라클런365런_이*환sdrc 외 1인 40,000

2018/04/08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우리사랑e나눔터(김*숙님) 10,000

2018/04/09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미라클365런_변*의4620 20,000

2018/04/09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우리사랑e나눔터(김*완님) 1,000

2018/04/09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김*원, 김*근 님 30,000

2018/04/09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김*원, 김*근 님 20,000

2018/04/09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박*훈님 20,000

2018/04/10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KCP 입금_서*영님 외 6인 150,000

2018/04/10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서*희님 10,000

2018/04/10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미라클365런_안*진3009님 외 1인 40,000

2018/04/11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미라클365런_오*아5155님 20,000

2018/04/11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김*주님 10,000

2018/04/11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우리사랑e나눔터(김*란님 외 1인) 1,300

2018/04/11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CMS 입금_김*은님외 241인 6,214,000

2018/04/11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KCP 입금_신*규님외 83인 2,005,000

2018/04/12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4/15 마이런 부산_윤*한외 10인 기부금 환불 -40,000

2018/04/12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4/15 마이런 부산_윤*한외 10인 기부금 환불 -40,000

2018/04/12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4/15 마이런 부산_윤*한외 10인 기부금 환불 -40,000

2018/04/12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4/15 마이런 부산_윤*한외 10인 기부금 환불 -100,000

2018/04/12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4/15 마이런 부산_윤*한외 10인 기부금 환불 -40,000

2018/04/12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4/15 마이런 부산_윤*한외 10인 기부금 환불 -40,000

2018/04/12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4/15 마이런 부산_윤*한외 10인 기부금 환불 -40,000

2018/04/12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4/15 마이런 부산_윤*한외 10인 기부금 환불 -40,000

2018/04/12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4/15 마이런 부산_윤*한외 10인 기부금 환불 -40,000

2018/04/12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4/15 마이런 부산_윤*한외 10인 기부금 환불 -40,000

2018/04/12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4/15 마이런 부산_윤*한외 10인 기부금 환불 -200,000

2018/04/12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KCP 입금_장*정님 20,000

2018/04/12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방*진님 20,000

2018/04/12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우리사랑e나눔터(송*원님) 70,000

2018/04/13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KCP 입금_박*희님외 4인 100,000

2018/04/13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미라클365런_권*정님외 6인 140,000

2018/04/13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우리사랑e나눔터(김*완님 외 2인) 1,110

2018/04/14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미라클365런_성*진님 20,000

2018/04/15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미라클365런_김*경님외 2인 60,000

2018/04/16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미라클365런_김*용님외 22인 460,000

2018/04/16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김*지님 10,000

2018/04/16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KCP 입금_김*문님외 22인 1,120,000

2018/04/16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우리사랑e나눔터(조*휘님 외 1인) 1,010

2018/04/16 어린이재활병원_지정 우리에*아이*스(주)님 30,000,000

2018/04/17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미라클365런_장*민님외 19인 610,000

2018/04/17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KCP 입금_김*선님외 4인 130,000

2018/04/18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미라클365런_김*기님외 1인 40,000

2018/04/18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김*철님 500,000

2018/04/18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우리사랑e나눔터(김*숙님) 10,000

2018/04/19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미라클365런_엄*용님외 46인/함*희님 1,060,000

2018/04/19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미라클365런_엄*용님외 46인/함*희님 10,000

2018/04/19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KCP 입금_강*이님외 46인 1,085,000



2018/04/19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하*찬(하*희)님 4,000,000

2018/04/20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4/15 마이런 부산_양*석외 9인 기부금 환불 -40,000

2018/04/20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4/15 마이런 부산_양*석외 9인 기부금 환불 -40,000

2018/04/20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4/15 마이런 부산_양*석외 9인 기부금 환불 -40,000

2018/04/20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4/15 마이런 부산_양*석외 9인 기부금 환불 -40,000

2018/04/20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4/15 마이런 부산_양*석외 9인 기부금 환불 -40,000

2018/04/20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4/15 마이런 부산_양*석외 9인 기부금 환불 -40,000

2018/04/20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4/15 마이런 부산_양*석외 9인 기부금 환불 -40,000

2018/04/20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4/15 마이런 부산_양*석외 9인 기부금 환불 -100,000

2018/04/20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4/15 마이런 부산_양*석외 9인 기부금 환불 -40,000

2018/04/20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4/15 마이런 부산_양*석외 9인 기부금 환불 -40,000

2018/04/20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미라클365런_안*식외 2인 기부금 환불 -20,000

2018/04/20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미라클365런_안*식외 2인 기부금 환불 -20,000

2018/04/20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KCP 입금_주*연님 30,000

2018/04/20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미라클365런_정*주님 외 11인 240,000

2018/04/20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우리사랑e나눔터(송*원님) 10,000

2018/04/20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유*길(엑*무)님 10,000

2018/04/20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조*은(정*경)님/김*애님 10,000

2018/04/20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조*은(정*경)님/김*애님 30,000

2018/04/21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우리사랑e나눔터(김*나안님) 10

2018/04/21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최*희님 30,000

2018/04/22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미라클365런_권*형님 20,000

2018/04/23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김*금님 20,000

2018/04/23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미라클365런_최*론님 외 1인 40,000

2018/04/23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우*정님 외 1인 100,000

2018/04/23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우*정님 외 1인 50,000

2018/04/23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우리사랑e나눔터(주*미님 외 5인) 30,020

2018/04/23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신*대님 10,000

2018/04/24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KCP 입금_김*기님외 1인 40,000

2018/04/24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우리사랑e나눔터(조*휘님) 1,000

2018/04/24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미라클365런_최*세님외 7인 160,000

2018/04/24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미라클365런_정*원님 3,650,000

2018/04/24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주)SBS님(두시****쇼 12주년 기념 기부) 9,245,259

2018/04/25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미라클365런_베*직*치님 외 1인 7,300,000

2018/04/25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김*주님외 1인 10,000

2018/04/25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김*주님외 1인 30,000

2018/04/25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류*석님 외 4인 30,000

2018/04/25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류*석님 외 4인 30,000

2018/04/25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류*석님 외 4인 30,000

2018/04/25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류*석님 외 4인 30,000

2018/04/25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류*석님 외 4인 10,000

2018/04/25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우리사랑e나눔터(김*완님 외 2인) 36,000

2018/04/25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김*휴님 50,000

2018/04/25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우*연님외 2인 50,000

2018/04/25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우*연님외 2인 30,000

2018/04/25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우*연님외 2인 10,000

2018/04/25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이*섭님 365,000

2018/04/25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박*숙님 외 1인 20,000

2018/04/25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박*숙님 외 1인 10,000



2018/04/25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미라클365런_박*현님외 2인 80,000

2018/04/26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주년기념교회님 300,000

2018/04/26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박*리님 외 1인 10,000

2018/04/26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박*리님 외 1인 20,000

2018/04/26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CMS 입금_우리사랑e나눔터(조*진님외 1인) 30,000

2018/04/26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CMS 입금_박*연님외 977인 23,067,406

2018/04/27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KCP 입금_김*희님외 2인 60,000

2018/04/27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미라클365런_이*레님 20,000

2018/04/27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강*철님 30,000

2018/04/27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미라클365런_(주)해*스*학원님 3,650,000

2018/04/27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이*숙(박*경)님 100,000

2018/04/27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전*종님외 1인 30,000

2018/04/27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전*종님외 1인 30,000

2018/04/28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우리사랑e나눔터(김*란님) 300

2018/04/28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임*미님외 1인 300,000

2018/04/28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임*미님외 1인 81,400

2018/04/28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미라클365런_한*정님 20,000

2018/04/28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미라클365런_성*은님 365,000

2018/04/30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이*재님외 1인 10,000

2018/04/30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이*재님외 1인 20,000

2018/04/30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주)성*메*텍님 50,000

2018/04/30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우리사랑e나눔터(김*나안님) 80

2018/04/30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남*우(남*은,남*은)님 30,000

2018/04/30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김*순님외 1인 30,000

2018/04/30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김*순님외 1인 10,000

2018/04/30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엄*헌님 100,000

2018/04/30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KCP 입금_이*별님 50,000

2018/04/30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ARS 후원금 140,000

113,697,215

2018/04/02 잔디기금 CMS 입금_문*현님외 2인 135,000

2018/04/03 잔디기금 CMS 입금_문*현님 외 9인 185,000

2018/04/04 잔디기금 KCP 입금_김*선 외 1인 20,000

2018/04/06 잔디기금 CMS 입금_김*숙 20,000

2018/04/11 잔디기금 CMS 입금_박*경님외 9인 180,000

2018/04/11 잔디기금 KCP 입금_임*택님 10,000

2018/04/16 잔디기금 KCP 입금_오*라님 10,000

2018/04/26 잔디기금 CMS 입금_송*용님외 64인 2,210,000

2018/04/26 잔디기금 주식회사 플*에*엔터테인먼트님_에핑크 앨범판매 수익 14,500,000

2018/04/27 잔디기금 김*덕님 5,000

17,275,000

2018/04/01 장애어린이천사기금 우리사랑e나눔터(이*영님 외2인) 1,150

2018/04/02 장애어린이천사기금 우리사랑e나눔터(조*휘님 외1인) 10,100

2018/04/02 장애어린이천사기금 CMS 입금_박*범님외 9인 270,000

2018/04/03 장애어린이천사기금 CMS 입금_김*슬님 외 32인 570,000

2018/04/03 장애어린이천사기금 CMS 입금_우리사랑e나눔터(김*무님) 10,000

2018/04/03 장애어린이천사기금 우리사랑e나눔터(이*정님외 2인) 1,150

2018/04/04 장애어린이천사기금 우리사랑e나눔터(김*섭 외 2인) 2,100

2018/04/04 장애어린이천사기금 KCP 입금_강*우 외 35인 935,000

2018/04/05 SPC행복한펀드기금 (주)에*피씨*립님 외5인 168,580

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사업비 소계

장애인복지시설운영 사업비 소계



2018/04/05 SPC행복한펀드기금 (주)에*피씨*립님 외5인 67,000

2018/04/05 SPC행복한펀드기금 (주)에*피씨*립님 외5인 2,000

2018/04/05 SPC행복한펀드기금 (주)에*피씨*립님 외5인 166,000

2018/04/05 SPC행복한펀드기금 (주)에*피씨*립님 외5인 171,000

2018/04/05 배분사업기금(기타지정기부) 미라클런365런_이*정외 168명 3,410,000

2018/04/05 장애어린이천사기금 보*(서*경)님 500,000

2018/04/05 장애어린이천사기금 우리사랑e나눔터(임*진님 외 1인) 30,400

2018/04/06 배분사업기금(기타지정기부) 미라클런365런_예*재님 외 11인 240,000

2018/04/06 장애어린이천사기금 KCP 입금_정*미 10,000

2018/04/06 장애어린이천사기금 CMS 입금_우리사랑e나눔터(제일*G님) 100,000

2018/04/06 장애어린이천사기금 CMS 입금_서*영 외 16인 485,000

2018/04/06 장애어린이천사기금 우리사랑e나눔터(김*섭님 외 2인) 500

2018/04/07 장애어린이천사기금 우리사랑e나눔터(김*웅님 외 1인) 1,200

2018/04/08 장애어린이천사기금 우리사랑e나눔터(이*영님) 50

2018/04/09 장애어린이천사기금 우리사랑e나눔터(김*섭님외 1인) 700

2018/04/10 SPC행복한펀드기금 (주)S*C PACK님 292,000

2018/04/10 장애어린이천사기금 KCP 입금_박*호님 외 2인 70,000

2018/04/10 장애어린이천사기금 우리사랑e나눔터(전*옥님외 4인) 1,350

2018/04/11 장애어린이천사기금 우리사랑e나눔터(김*군님 외 3인) 3,000

2018/04/11 장애어린이천사기금 CMS 입금_우리사랑e나눔터(김*표님) 20,000

2018/04/11 장애어린이천사기금 CMS 입금_김*리님외 41인 710,000

2018/04/11 장애어린이천사기금 KCP 입금_김*희님외 40인 1,040,000

2018/04/12 장애어린이천사기금 우리사랑e나눔터(전*옥님 외 1인) 300

2018/04/13 장애어린이천사기금 우리사랑e나눔터(한*화님 외 2인) 3,100

2018/04/13 장애인보조기구지원_현대모비스 현*모*스님 450,000,000

2018/04/16 장애어린이천사기금 우리사랑e나눔터(김*군님 외 5인) 2,750

2018/04/16 장애어린이천사기금 KCP 입금_권*혜님외 4인 110,000

2018/04/17 장애어린이천사기금 우리사랑e나눔터(전*옥님 외 3인) 1,200

2018/04/17 장애어린이천사기금 KCP 입금_김*비님외 1인 20,000

2018/04/18 장애어린이천사기금 한*민님 100,000

2018/04/19 장애어린이천사기금 KCP 입금_박*나님외 15인 305,000

2018/04/19 장애어린이천사기금 하*찬(하*희)님 2,250,000

2018/04/19 장애어린이천사기금 우리사랑e나눔터(권*주님) 1,000

2018/04/20 장애어린이천사기금 우리사랑e나눔터(한*화님 외 3인) 800

2018/04/21 장애어린이천사기금 우리사랑e나눔터(강*성님 외 2인) 2,600

2018/04/22 장애어린이천사기금 우리사랑e나눔터(김*웅님 외 3인) 4,200

2018/04/23 장애어린이천사기금 우리사랑e나눔터(주*미님 외 2인) 25,100

2018/04/24 장애어린이천사기금 KCP 입금_유*재님 100,000

2018/04/24 장애어린이천사기금 우리사랑e나눔터(유*주님 외 1인) 1,100

2018/04/25 SPC행복한펀드기금 (주)에*피*네트웍스님외 16인 297,000

2018/04/25 SPC행복한펀드기금 (주)에*피*네트웍스님외 16인 104,000

2018/04/25 SPC행복한펀드기금 (주)에*피*네트웍스님외 16인 4,284,000

2018/04/25 SPC행복한펀드기금 (주)에*피*네트웍스님외 16인 84,000

2018/04/25 SPC행복한펀드기금 (주)에*피*네트웍스님외 16인 85,000

2018/04/25 SPC행복한펀드기금 (주)에*피*네트웍스님외 16인 1,000

2018/04/25 SPC행복한펀드기금 (주)에*피*네트웍스님외 16인 15,000

2018/04/25 SPC행복한펀드기금 (주)에*피*네트웍스님외 16인 71,000

2018/04/25 SPC행복한펀드기금 (주)에*피*네트웍스님외 16인 197,000

2018/04/25 SPC행복한펀드기금 (주)에*피*네트웍스님외 16인 104,000



2018/04/25 SPC행복한펀드기금 (주)에*피*네트웍스님외 16인 1,410,000

2018/04/25 SPC행복한펀드기금 (주)에*피*네트웍스님외 16인 926,000

2018/04/25 SPC행복한펀드기금 (주)에*피*네트웍스님외 16인 1,238,000

2018/04/25 SPC행복한펀드기금 (주)에*피*네트웍스님외 16인 1,000

2018/04/25 장애어린이천사기금 우리사랑e나눔터(김*섭님 외 4인) 2,100

2018/04/25 장애청소년의료재활지원_카카오 재단법인 카*오임*트님 15,000,000

2018/04/26 장애어린이천사기금 우리사랑e나눔터(유*주님 외 6인) 32,650

2018/04/26 장애어린이천사기금 CMS 입금_우리사랑e나눔터(안*대님) 30,000

2018/04/26 장애어린이천사기금 CMS 입금_송*기님외 135인 2,882,300

2018/04/27 장애어린이천사기금 KCP 입금_최*헌님 10,000

2018/04/27 장애어린이천사기금 코*에*주식회사 5,408,000

2018/04/27 장애어린이천사기금 우리사랑e나눔터(김*섭) 100

2018/04/28 장애어린이천사기금 우리사랑e나눔터(김*웅님 외 1인) 2,000

2018/04/30 장애어린이천사기금 우리사랑e나눔터(박*준님 외 2인) 4,600

2018/04/30 장애어린이천사기금 KCP 입금_이*별님 50,000

494,454,180

2018/04/11 연구및교육기금 CMS 입금_윤*정님 10,000

2018/04/24 출판기금수입 학*사(인세)님 1,500,000

2018/04/26 연구및교육기금 CMS 입금_리*란님 10,000

2018/04/27 기타지정기부 사회복지법인에*피*행복한재단님_18년 행*한베*커리 단합대회 지원금 1,000,000

2018/04/30 출판기금수입 뜨*돌출판주식회사(인세)님 49,320

2,569,320

2018/04/18 객석기부수입_도모컴퍼니 3월 문화나눔_(주)*모컴퍼니'당신만이'(나*장*인자립생활센터 김*희외 총23석) 805,000

2018/04/26 나눔치과 기공물할인 4월 치기공물 현물수입(*치과기공소외 1) 257,000

2018/04/26 나눔치과 기공물할인 4월 치기공물 현물수입(*치과기공소외 1) 688,500

1,750,500

2018/04/01 정기기부금 엄*섭(엄*은,엄*은)님 30,000

2018/04/02 정기기부금 만*현님 외2인 100,000

2018/04/02 정기기부금 만*현님 외2인 100,000

2018/04/02 정기기부금 만*현님 외2인 100,000

2018/04/02 정기기부금 김*수님 1,000

2018/04/02 정기기부금 CMS 입금_김*좌님외 44인 770,000

2018/04/02 정기기부금 이*현님 20,000

2018/04/03 정기기부금 CMS 입금_김윤님 외 142인 2,605,000

2018/04/03 정기기부금 (주)에*에*엠케이 1,000,000

2018/04/04 정기기부금 KCP 입금_백*학 외 74인 1,770,000

2018/04/04 정기기부금 정*선 30,000

2018/04/05 정기기부금 KCP 입금_안*정님 외 1인 1,030,000

2018/04/05 정기기부금 엔*인더스주식회사 500,000

2018/04/06 정기기부금 CMS 입금_유*엽 외 37인 610,000

2018/04/06 정기기부금 미*님 외 2인 10,000

2018/04/06 정기기부금 미*님 외 2인 20,000

2018/04/06 정기기부금 미*님 외 2인 20,000

2018/04/06 정기기부금 송*근님 300,000

2018/04/09 정기기부금 주식회사 대한*용*형레이저의학회 2,500,000

2018/04/10 정기기부금 KCP 입금_김*혁님 외 4인 80,000

2018/04/10 정기기부금 조*교님 10,000

2018/04/10 정기기부금 그*토피*건설님 10,000

2018/04/11 정기기부금 이*형님 10,000

지정현물기부수입 소계

장애인재활치료 사업비 소계

기타지정기부 사업비 소계



2018/04/11 정기기부금 은총철인대회_안*철인3종클럽 1,000,000

2018/04/11 정기기부금 박*률님 10,000

2018/04/11 정기기부금 CMS 입금_(주)코*너*인터내셔날님외 162인 2,912,000

2018/04/11 정기기부금 KCP 입금_(주)세*인터내쇼날님외 41인 1,320,000

2018/04/15 정기기부금 강*숙님 60,000

2018/04/16 정기기부금 3월 해*빈(39명)외 1인 468,500

2018/04/16 정기기부금 3월 해*빈(39명)외 1인 10,000

2018/04/16 정기기부금 KCP 입금_안*이님외 11인 450,000

2018/04/17 정기기부금 이*님 200,000

2018/04/17 정기기부금 강*은님외 3인 10,000

2018/04/17 정기기부금 강*은님외 3인 5,000

2018/04/17 정기기부금 강*은님외 3인 20,000

2018/04/17 정기기부금 강*은님외 3인 10,000

2018/04/17 정기기부금 전*진님외 1인 20,000

2018/04/17 정기기부금 전*진님외 1인 1,000

2018/04/18 정기기부금 미*님 10,000

2018/04/18 정기기부금 정*구님 10,000

2018/04/18 정기기부금 이*경님 10,000

2018/04/19 정기기부금 KCP 입금_고*석님외 27인 1,055,000

2018/04/19 정기기부금 아*을*는천사님 외 27인 5,000

2018/04/19 정기기부금 아*을*는천사님 외 27인 19,100

2018/04/19 정기기부금 아*을*는천사님 외 27인 30,900

2018/04/19 정기기부금 아*을*는천사님 외 27인 11,000

2018/04/19 정기기부금 아*을*는천사님 외 27인 21,000

2018/04/19 정기기부금 아*을*는천사님 외 27인 11,000

2018/04/19 정기기부금 아*을*는천사님 외 27인 100,000

2018/04/19 정기기부금 아*을*는천사님 외 27인 1,000

2018/04/19 정기기부금 아*을*는천사님 외 27인 11,000

2018/04/19 정기기부금 아*을*는천사님 외 27인 11,000

2018/04/19 정기기부금 아*을*는천사님 외 27인 11,000

2018/04/19 정기기부금 아*을*는천사님 외 27인 11,000

2018/04/19 정기기부금 아*을*는천사님 외 27인 22,000

2018/04/19 정기기부금 아*을*는천사님 외 27인 3,000

2018/04/19 정기기부금 아*을*는천사님 외 27인 11,000

2018/04/19 정기기부금 아*을*는천사님 외 27인 11,000

2018/04/19 정기기부금 아*을*는천사님 외 27인 11,000

2018/04/19 정기기부금 아*을*는천사님 외 27인 1,000

2018/04/19 정기기부금 아*을*는천사님 외 27인 11,000

2018/04/19 정기기부금 아*을*는천사님 외 27인 37,800

2018/04/19 정기기부금 아*을*는천사님 외 27인 11,000

2018/04/19 정기기부금 아*을*는천사님 외 27인 11,000

2018/04/19 정기기부금 아*을*는천사님 외 27인 11,000

2018/04/19 정기기부금 아*을*는천사님 외 27인 11,000

2018/04/19 정기기부금 아*을*는천사님 외 27인 21,000

2018/04/19 정기기부금 아*을*는천사님 외 27인 11,000

2018/04/19 정기기부금 아*을*는천사님 외 27인 11,000

2018/04/19 정기기부금 아*을*는천사님 외 27인 1,000

2018/04/20 정기기부금 미*님/정*서님/*대문자연사박물관님 54,550

2018/04/20 정기기부금 미*님/정*서님/*대문자연사박물관님 832,730



2018/04/20 정기기부금 미*님/정*서님/*대문자연사박물관님 10,000

2018/04/20 정기기부금 이*하(나*의기적)님 20,000

2018/04/20 정기기부금 정*화님 10,000

2018/04/21 정기기부금 최*수님 20,000

2018/04/23 정기기부금 송*수님 외 2인 3,000

2018/04/23 정기기부금 송*수님 외 2인 40,000

2018/04/23 정기기부금 송*수님 외 2인 10,000

2018/04/23 정기기부금 둔*어머니회님 4,500,000

2018/04/25 정기기부금 김*학님 10,000

2018/04/25 정기기부금 이*수님 외 2인 20,000

2018/04/25 정기기부금 이*수님 외 2인 20,000

2018/04/25 정기기부금 이*수님 외 2인 20,000

2018/04/25 정기기부금 양*애님 70,000

2018/04/26 정기기부금 강*성님 2,600,000

2018/04/26 정기기부금 CMS 입금_(주)금*P*C님외 913인 17,257,000

2018/04/27 정기기부금 장*스*나님 10,000

2018/04/27 정기기부금 조*옥님외 1인 30,000

2018/04/27 정기기부금 조*옥님외 1인 10,000

2018/04/30 정기기부금 미*님 10,000

2018/04/30 정기기부금 현*카*주식회사님 39,583

2018/04/30 정기기부금 (주)교*문고님 2,001,400

2018/04/30 정기기부금 (주)에*에*엠케이 1,000,000

48,244,563

2018/04/21 기타예금이자수입_기금 99690.푸르메재활병원운영기금 이자수입 937,763

2018/04/21 기타예금이자수입_기금 99619.비지정기부금 이자수입 106,109

2018/04/24 육아휴직지원금 재무회계팀 심*옥팀장 육아휴직(2017.03.01-2017.08.31) 고용안전지원금 1,800,000

2018/04/26 선납세금 환급 푸르메재단_2017년 선납법인세 환급금 입금 4,213,530

7,057,402

685,048,180

금액 비율(%)

푸르메공동체마을 조사연구 72,800 0.0%

장애인복지시설운영 10,000,000 3.7%

장애인재활치료 168,025,094 62.2%

출판사업비 1,440,000 0.5%

기부자개발 및 관리 3,023,970 1.1%

87,583,623 32.4%

270,145,487 100.0%

비지정기부금수입 소계

잡수입 소계

4월 수입 총계

2018년 03월 지출내역

항목

푸르메재단운영

합계



회    사 : [2708] (재)푸르메

회계단위 : [1000] (재)푸르메본사

날짜 예산과목 적요란  지출

2018/04/03 조사연구사업비 4.3 푸르메마을기획조사관련 세종시 SK창조경제혁신센터 출장비(임*영팀장외)_주유비및식대등 40,000

2018/04/03 조사연구사업비 4.3 푸르메마을기획조사관련 세종시 SK창조경제혁신센터 출장비(임*영팀장외)_주유비및식대등 16,000

2018/04/03 조사연구사업비 4.3 푸르메마을기획조사관련 세종시 SK창조경제혁신센터 출장비(임*영팀장외)_주유비및식대등 8,500

2018/04/03 조사연구사업비 4.3 푸르메마을기획조사관련 세종시 SK창조경제혁신센터 출장비(임*영팀장외)_하이패스 8,300

72,800

2018/04/12 마포 직업재활센터 '18년 마포푸르메직업재활센터 법인전입금 교부(사무비) 4,005,000

2018/04/12 마포 직업재활센터 '18년 마포푸르메직업재활센터 법인전입금 교부(사업비) 5,995,000

10,000,000

2018/04/12 2017년 비장애형제지원 '17년 *성 비장애형제자매 지원(김*규_김*서오빠) 1,000,000

2018/04/19 2017년 비장애형제지원 '17년 *성 비장애형제자매 지원(강*서_강*영쌍둥이) 1,000,000

2018/04/05 2017년 재활치료비지원 '17년 *성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기*혜) 1,600,000

2018/04/19 2017년 재활치료비지원 '17년 *성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조*준,성*희) 462,000

2018/04/19 2017년 재활치료비지원 '17년 *성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조*준,성*희) 2,000,000

2018/04/26 2017년 재활치료비지원 '17년 *성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김*서,양*열,김*원,이*윤) 1,128,500

2018/04/26 2017년 재활치료비지원 '17년 *성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김*서,양*열,김*원,이*윤) 1,970,000

2018/04/26 2017년 재활치료비지원 '17년 *성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김*서,양*열,김*원,이*윤) 2,000,000

2018/04/26 2017년 재활치료비지원 '17년 *성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김*서,양*열,김*원,이*윤) 426,040

2018/04/11 배분위원 회의비 '4/12 18년 *성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배분심사 회의_다과 및 물품구입 56,300

2018/04/11 배분위원 회의비 '4/12 18년 *성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배분심사 회의_다과 및 물품구입 14,000

2018/04/11 배분위원 회의비 '4/12 18년 *성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배분심사 회의_다과 및 물품구입 24,000

2018/04/11 배분위원 회의비 '4/12 18년 *성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배분심사 회의_다과 및 물품구입 26,400

2018/04/19 배분위원 회의비 '4/12 18년 *성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배분심사 회의_심사비지급(김*태님 외) 200,000

2018/04/19 배분위원 회의비 '4/12 18년 *성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배분심사 회의_심사비지급(김*태님 외) 200,000

2018/04/19 배분위원 회의비 '4/12 18년 *성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배분심사 회의_심사비지급(김*태님 외) 200,000

2018/04/19 배분위원 회의비 '4/12 18년 *성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배분심사 회의_심사비지급(김*태님 외) 200,000

2018/04/09 어린이날행사 '5/3 *성 장애어린이 의료재활 가족지원사업 나들이 행사 답사_주유비 50,000

2018/04/10 어린이날행사 '5/3 *성 장애어린이 의료재활 가족지원사업 나들이 행사 답사_점심 및 경비 16,300

2018/04/10 어린이날행사 '5/3 *성 장애어린이 의료재활 가족지원사업 나들이 행사 답사_점심 및 경비 59,500

2018/04/10 어린이날행사 '5/3 *성 장애어린이 의료재활 가족지원사업 나들이 행사 답사_점심 및 경비 3,950

2018/04/10 어린이날행사 '5/3 *성 장애어린이 의료재활 가족지원사업 나들이 행사 답사_도로이용료(하이패스) 4,800

2018/04/24 어린이날행사 '5/3 *성 어린이날 행사 답사경비_흥*생명연수원(왕기덕팀장 외) 56,000

2018/04/26 어린이날행사 '5/3 *성 어린이날 행사 기념품 구입경비_휴대폰 보조베터리(25EA 구입) 460,000

푸르메공동체마을 조사연구사업비 소계

장애인복지시설운영 사업비 소계

기  간 : 2018년 04월 01일 ~ 2018년 04월 30일

예산과목원장(원장)



2018/04/03 홍보비 '18년 현*모*스 장애아동이동편의지원사업 홍보포스터(1,675부) 발송경비 904,500

2018/04/19 홍보비 '18년 현*모*스 장애아동이동편의지원사업 홍보포스터 및 봉투 제작비 2,263,800

2018/04/19 2017년 재활치료비및인식개선 '17년 현*모*스 장애어린이.청소년 재활치료비 지원(권*연) 2,000,000

2018/04/19 장애인인식개선 '18년 제2회 현*모*스 임직원 자녀 독후감 대회 홍보물(웹포스터) 제작 비용 1,100,000

2018/04/05 2017년 재활치료비지원 '17년 *보자동차코리아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유*윤) 2,000,000

2018/04/05 2017년 재활치료비지원 '17년 카*오 장애어린이.청소년 재활치료비 지원(박*주) 2,000,000

2018/04/26 2017년 재활치료비지원 '17년 카*오 장애어린이.청소년 재활치료비 지원(소*온,한*원) 2,000,000

2018/04/26 2017년 재활치료비지원 '17년 카*오 장애어린이.청소년 재활치료비 지원(소*온,한*원) 2,000,000

2018/04/04 임직원만남 '18년 카*오 임직원프로그램'카카오크루와 함께하는 재활치료도구만들기'_홍보물제작 588,500

2018/04/09 임직원만남 '18년 카*오 임직원프로그램'카카오크루와 함께하는 재활치료도구만들기'_준비물 구입 및 택배발송(제주) 21,550

2018/04/09 임직원만남 '18년 카*오 임직원프로그램'카카오크루와 함께하는 재활치료도구만들기'_준비물 구입 및 택배발송(제주) 872,210

2018/04/26 임직원만남 '18년 카*오 임직원프로그램'챙챙템버린'_참여우수 선물(에코백 및 클러치)구입 및 발송 4,300

2018/04/26 임직원만남 '18년 카*오 임직원프로그램'챙챙템버린'_참여우수 선물(에코백 및 클러치)구입 및 발송 331,000

2018/04/19 2017년 재활치료비지원 '17년 *보자동차코리아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홍*우) 2,000,000

2018/04/17 예비비 '18년 M*cro*oft 장애어린이 청소년 전동키트지원사업 진행경비_팩스비용충전 200,000

2018/04/19 2017년 재활치료비지원 '17년 하*금융나눔재단 장애어린이 재활치료 지원(윤*현,이*우,박*원) 4,000,000

2018/04/19 2017년 재활치료비지원 '17년 하*금융나눔재단 장애어린이 재활치료 지원(윤*현,이*우,박*원) 153,600

2018/04/26 2017년 재활치료비지원 '17년 하*금융나눔재단 장애어린이 재활치료 지원(옥*찬,김*석,정*재,정*운,전*림) 1,788,100

2018/04/26 2017년 재활치료비지원 '17년 하*금융나눔재단 장애어린이 재활치료 지원(옥*찬,김*석,정*재,정*운,전*림) 2,000,000

2018/04/26 2017년 재활치료비지원 '17년 하*금융나눔재단 장애어린이 재활치료 지원(옥*찬,김*석,정*재,정*운,전*림) 2,000,000

2018/04/26 2017년 재활치료비지원 '17년 하*금융나눔재단 장애어린이 재활치료 지원(옥*찬,김*석,정*재,정*운,전*림) 1,840,000

2018/04/26 2017년 재활치료비지원 '17년 하*금융나눔재단 장애어린이 재활치료 지원(옥*찬,김*석,정*재,정*운,전*림) 1,320,440

2018/04/05 부모 심리지원 '17년 하*금융나눔재단 장애어린이 부모상담 및 심리치료지원(김*미) 850,000

2018/04/05 부모 심리지원 '17년 하*금융나눔재단 장애어린이 부모상담 및 심리치료지원(김*주) 1,000,000

2018/04/12 부모 심리지원 '17년 하*금융나눔재단 장애어린이 부모상담 및 심리치료지원(박*선) 980,000

2018/04/26 부모 심리지원 '17년 하*금융나눔재단 장애어린이 부모상담 및 심리치료지원(오*예) 980,000

2018/04/26 부모 심리지원 '17년 하*금융나눔재단 장애어린이 부모상담 및 심리치료지원(김*숙,김*기) 1,000,000

2018/04/26 부모 심리지원 '17년 하*금융나눔재단 장애어린이 부모상담 및 심리치료지원(김*숙,김*기) 990,000

2018/04/26 부모 심리지원 '17년 하*금융나눔재단 장애어린이 부모상담 및 심리치료지원(이*경) 1,000,000

2018/04/26 부모 심리지원 '17년 하*금융나눔재단 장애어린이 부모상담 및 심리치료지원(사*토*키) 960,000

2018/04/12 배분위원회회의 '3/27~3/30 S*C 장애어린이청소년 의료비지원 서면배분심사비(이*범님외4인) 50,000

2018/04/12 배분위원회회의 '3/27~3/30 S*C 장애어린이청소년 의료비지원 서면배분심사비(이*범님외4인) 50,000

2018/04/12 배분위원회회의 '3/27~3/30 S*C 장애어린이청소년 의료비지원 서면배분심사비(이*범님외4인) 50,000

2018/04/12 배분위원회회의 '3/27~3/30 S*C 장애어린이청소년 의료비지원 서면배분심사비(이*범님외4인) 50,000

2018/04/12 배분위원회회의 '3/27~3/30 S*C 장애어린이청소년 의료비지원 서면배분심사비(이*범님외4인) 50,000

2018/04/05 2017년 의료비지원 '17년 S*C 2차 장애어린이.청소년 의료비 지원(김*성) 867,700

2018/04/19 2017년 재활치료비지원 '17년 S*C 장애아동청소년 재활치료비 지원(김*민) 1,980,000

2018/04/04 SPC행복한가족여행 '4/4~4/5 18년 제9회 S*C행복한여행 사전답사경비_렌트 및 경비(왕*덕팀장 외2인) 25,500

2018/04/04 SPC행복한가족여행 '4/4~4/5 18년 제9회 S*C행복한여행 사전답사경비_렌트 및 경비(왕*덕팀장 외2인) 3,900

2018/04/04 SPC행복한가족여행 '4/4~4/5 18년 제9회 S*C행복한여행 사전답사경비_렌트 및 경비(왕*덕팀장 외2인) 40,400



2018/04/04 SPC행복한가족여행 '4/4~4/5 18년 제9회 S*C행복한여행 사전답사경비_렌트 및 경비(왕*덕팀장 외2인) 91,840

2018/04/04 SPC행복한가족여행 '4/4~4/5 18년 제9회 S*C행복한여행 사전답사경비_렌트 및 경비(왕*덕팀장 외2인) 83,000

2018/04/04 SPC행복한가족여행 '4/4~4/5 18년 제9회 S*C행복한여행 사전답사경비_렌트 및 경비(왕*덕팀장 외2인) 160,000

2018/04/05 SPC행복한가족여행 4/4~4/5 18년 제9회 S*C행복한여행 사전답사경비_숙박비 및 경비(왕*덕팀장 외2인) 40,000

2018/04/05 SPC행복한가족여행 '4/4~4/5 18년 제9회 S*C행복한여행 사전답사경비_숙박비 및 경비(왕*덕팀장 외2인) 258,000

2018/04/05 SPC행복한가족여행 '4/4~4/5 18년 제9회 S*C행복한여행 사전답사경비_숙박비 및 경비(왕*덕팀장 외2인) 26,500

2018/04/26 의료비지원 '18년 S*C 장애어린이.청소년 의료비 지원(허*근) 1,957,810

2018/04/19 재활치료비지원 '18년 S*C 장애아동청소년 재활치료비 지원(이*주) 160,360

2018/04/26 나눔치과기공물할인 4월 치기공물 지원(*치과기공소외 1) 945,500

2018/04/18 문화나눔지원(객석나눔_현물_도모컴퍼니)3월 문화나눔_(주)*모컴퍼니'당신만이'(나*장*인자립생활센터 김*희외 총23석) 805,000

2018/04/05 미소원정대 '3/24 18년 1차 코*에*과 함께하는 미소원정대 1차 현수막 및 물품구입_부*혜*원 96,500

2018/04/05 미소원정대 '3/24 18년 1차 코*에*과 함께하는 미소원정대 1차 현수막 및 물품구입_부*혜*원 39,000

2018/04/27 미소원정대 '18년 코*에*과 함께하는 지원사업 미소원정대 치과기구 수리 택배 발송경비 7,600

2018/04/27 미소원정대 '2018년 코*에* 미소원정대 신규 자원봉사 치과의사 미팅관련 경비(설*인치과의원) 12,000

2018/04/26 장애아동재활치료비지원_KB국민은행 '17년 K*국*은행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백*원) 2,000,000

2018/04/05 비장애형제.자매 교육비지원 '18년 일*학술문화재단 장애어린이 비장애형제자매교육비 지원(권*영,한*엽) 2,000,000

2018/04/05 비장애형제.자매 교육비지원 '18년 일*학술문화재단 장애어린이 비장애형제자매교육비 지원(권*영,한*엽) 2,000,000

2018/04/19 비장애형제.자매 교육비지원 '18년 일*학술문화재단 장애어린이 비장애형제자매교육비 지원(이*희) 245,000

2018/04/26 비장애형제.자매 교육비지원 '18년 일*학술문화재단 장애어린이 비장애형제자매교육비 지원(4월_이*희) 245,000

2018/04/11 비전캠프 '4/18~4/21 일*학술문화재단 엄*길대장과함께하는 백두산 희망캠프 답사경비_항공권구입(왕*덕팀장 외) 1,384,200

2018/04/17 비전캠프 '4/18~4/21 일*학술문화재단 엄*길대장과함께하는 백두산 희망캠프 답사 일비_왕*덕팀장 외 1인) 111,170

2018/04/17 비전캠프 '4/18~4/21 일*학술문화재단 엄*길대장과함께하는 백두산 희망캠프 답사 일비_왕*덕팀장 외 1인) 111,170

2018/04/17 비전캠프 '4/18~4/21 일*학술문화재단 엄*길대장과함께하는 백두산 희망캠프 답사 경비_현지경비(왕*덕팀장 외) 1,412,004

2018/04/18 비전캠프 '4/18~4/21 일*학술문화재단 엄*길대장과함께하는 백두산 희망캠프 답사 경비(왕*덕팀장 외) 13,400

2018/04/18 비전캠프 '4/18~4/21 일*학술문화재단 엄*길대장과함께하는 백두산 희망캠프 답사 경비(왕*덕팀장 외) 35,000

2018/04/19 비전캠프 '4/18~4/21 일*학술문화재단 엄*길대장과함께하는 백두산 희망캠프 답사 경비_여행자보험(왕*덕팀장 외) 12,200

2018/04/26 비전캠프 '4/18~4/21 일*학술문화재단 엄*길대장과함께하는 백두산 희망캠프 답사 경비_비자발급경비(왕*덕팀장 외) 234,000

2018/04/12 사업진행비 '3/29 일*학술문화재단 장애부모자녀교육비지원 배분심사비(김*미님외2인) 200,000

2018/04/12 사업진행비 '3/29 일*학술문화재단 장애부모자녀교육비지원 배분심사비(김*미님외2인) 100,000

2018/04/12 사업진행비 '3/29 일*학술문화재단 장애부모자녀교육비지원 배분심사비(김*미님외2인) 100,000

2018/04/26 장애부모자녀 교육비지원 '18년 일*학술문화재단 장애부모자녀 교육비 지원(이*화 외53명/ 41개 기관) 1,140,000

2018/04/26 장애부모자녀 교육비지원 '18년 일*학술문화재단 장애부모자녀 교육비 지원(이*화 외53명/ 41개 기관) 1,890,000

2018/04/26 장애부모자녀 교육비지원 '18년 일*학술문화재단 장애부모자녀 교육비 지원(이*화 외53명/ 41개 기관) 3,624,000

2018/04/26 장애부모자녀 교육비지원 '18년 일*학술문화재단 장애부모자녀 교육비 지원(이*화 외53명/ 41개 기관) 6,000,000

2018/04/26 장애부모자녀 교육비지원 '18년 일*학술문화재단 장애부모자녀 교육비 지원(이*화 외53명/ 41개 기관) 1,500,000

2018/04/26 장애부모자녀 교육비지원 '18년 일*학술문화재단 장애부모자녀 교육비 지원(이*화 외53명/ 41개 기관) 660,000

2018/04/26 장애부모자녀 교육비지원 '18년 일*학술문화재단 장애부모자녀 교육비 지원(이*화 외53명/ 41개 기관) 2,390,000

2018/04/26 장애부모자녀 교육비지원 '18년 일*학술문화재단 장애부모자녀 교육비 지원(이*화 외53명/ 41개 기관) 6,000,000

2018/04/26 장애부모자녀 교육비지원 '18년 일*학술문화재단 장애부모자녀 교육비 지원(이*화 외53명/ 41개 기관) 1,100,000

2018/04/26 장애부모자녀 교육비지원 '18년 일*학술문화재단 장애부모자녀 교육비 지원(이*화 외53명/ 41개 기관) 1,200,000



2018/04/26 장애부모자녀 교육비지원 '18년 일*학술문화재단 장애부모자녀 교육비 지원(이*화 외53명/ 41개 기관) 1,200,000

2018/04/26 장애부모자녀 교육비지원 '18년 일*학술문화재단 장애부모자녀 교육비 지원(이*화 외53명/ 41개 기관) 3,000,000

2018/04/26 장애부모자녀 교육비지원 '18년 일*학술문화재단 장애부모자녀 교육비 지원(이*화 외53명/ 41개 기관) 1,910,000

2018/04/26 장애부모자녀 교육비지원 '18년 일*학술문화재단 장애부모자녀 교육비 지원(이*화 외53명/ 41개 기관) 1,710,000

2018/04/26 장애부모자녀 교육비지원 '18년 일*학술문화재단 장애부모자녀 교육비 지원(이*화 외53명/ 41개 기관) 2,916,000

2018/04/26 장애부모자녀 교육비지원 '18년 일*학술문화재단 장애부모자녀 교육비 지원(이*화 외53명/ 41개 기관) 2,000,000

2018/04/26 장애부모자녀 교육비지원 '18년 일*학술문화재단 장애부모자녀 교육비 지원(이*화 외53명/ 41개 기관) 1,320,000

2018/04/26 장애부모자녀 교육비지원 '18년 일*학술문화재단 장애부모자녀 교육비 지원(이*화 외53명/ 41개 기관) 1,100,000

2018/04/26 장애부모자녀 교육비지원 '18년 일*학술문화재단 장애부모자녀 교육비 지원(이*화 외53명/ 41개 기관) 7,160,000

2018/04/26 장애부모자녀 교육비지원 '18년 일*학술문화재단 장애부모자녀 교육비 지원(이*화 외53명/ 41개 기관) 1,700,000

2018/04/26 장애부모자녀 교육비지원 '18년 일*학술문화재단 장애부모자녀 교육비 지원(이*화 외53명/ 41개 기관) 2,000,000

2018/04/26 장애부모자녀 교육비지원 '18년 일*학술문화재단 장애부모자녀 교육비 지원(이*화 외53명/ 41개 기관) 5,701,000

2018/04/26 장애부모자녀 교육비지원 '18년 일*학술문화재단 장애부모자녀 교육비 지원(이*화 외53명/ 41개 기관) 1,100,000

2018/04/26 장애부모자녀 교육비지원 '18년 일*학술문화재단 장애부모자녀 교육비 지원(이*화 외53명/ 41개 기관) 1,360,000

2018/04/26 장애부모자녀 교육비지원 '18년 일*학술문화재단 장애부모자녀 교육비 지원(이*화 외53명/ 41개 기관) 2,000,000

2018/04/26 장애부모자녀 교육비지원 '18년 일*학술문화재단 장애부모자녀 교육비 지원(이*화 외53명/ 41개 기관) 2,000,000

2018/04/26 장애부모자녀 교육비지원 '18년 일*학술문화재단 장애부모자녀 교육비 지원(이*화 외53명/ 41개 기관) 1,960,000

2018/04/26 장애부모자녀 교육비지원 '18년 일*학술문화재단 장애부모자녀 교육비 지원(이*화 외53명/ 41개 기관) 2,000,000

2018/04/26 장애부모자녀 교육비지원 '18년 일*학술문화재단 장애부모자녀 교육비 지원(이*화 외53명/ 41개 기관) 1,100,000

2018/04/26 장애부모자녀 교육비지원 '18년 일*학술문화재단 장애부모자녀 교육비 지원(이*화 외53명/ 41개 기관) 2,000,000

2018/04/26 장애부모자녀 교육비지원 '18년 일*학술문화재단 장애부모자녀 교육비 지원(이*화 외53명/ 41개 기관) 6,000,000

2018/04/26 장애부모자녀 교육비지원 '18년 일*학술문화재단 장애부모자녀 교육비 지원(이*화 외53명/ 41개 기관) 2,000,000

2018/04/26 장애부모자녀 교육비지원 '18년 일*학술문화재단 장애부모자녀 교육비 지원(이*화 외53명/ 41개 기관) 2,000,000

2018/04/26 장애부모자녀 교육비지원 '18년 일*학술문화재단 장애부모자녀 교육비 지원(이*화 외53명/ 41개 기관) 1,500,000

2018/04/26 장애부모자녀 교육비지원 '18년 일*학술문화재단 장애부모자녀 교육비 지원(이*화 외53명/ 41개 기관) 1,280,000

2018/04/26 장애부모자녀 교육비지원 '18년 일*학술문화재단 장애부모자녀 교육비 지원(이*화 외53명/ 41개 기관) 2,000,000

2018/04/05 사업진행비 '3/21~3/26  2018 신*카*사회공헌재단 장애어린이 통합지원사업 서면 심사비지급(이*묵외) 100,000

2018/04/05 사업진행비 '3/21~3/26  2018 신*카*사회공헌재단 장애어린이 통합지원사업 서면 심사비지급(이*묵외) 100,000

2018/04/05 사업진행비 '3/21~3/26  2018 신*카*사회공헌재단 장애어린이 통합지원사업 서면 심사비지급(이*묵외) 100,000

2018/04/05 사업진행비 '3/21~3/26  2018 신*카*사회공헌재단 장애어린이 통합지원사업 서면 심사비지급(이*묵외) 100,000

2018/04/05 사업진행비 '3/21~3/26  2018 신*카*사회공헌재단 장애어린이 통합지원사업 서면 심사비지급(이*묵외) 100,000

2018/04/26 장애어린이재활치료비지원 '18년 신*카*사회공헌재단 장애어린이 재활치료 지원(윤*후) 2,000,000

2018/04/05 희귀난치의료비지원 '18년 신*카*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어린이지원사업 지원금 지급(김*혜) 700,000

2018/04/19 희귀난치의료비지원 '18년 신*카*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어린이지원사업 지원금 지급(김*혜) 2,500,000

2018/04/26 희귀난치의료비지원 '18년 신*카*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어린이지원사업 지원금 지급(권*) 2,289,550

2018/04/19 재활치료비지원_션(노하랑) '16년 * 지정기탁(노*랑) 재활치료비 지원금 지급(오*재) 505,000

2018/04/26 재활치료비지원_션(노하율) '17년 *(노*율) 지정기탁 재활치료비 지원(구*라) 3,650,000

168,025,094

2018/04/26 도서구입(홍보) 재단 도서 구입('효자동 구텐백'200권) 1,440,000

1,440,000

장애인재활치료비사업비 소계

출판사업비 소계



2018/04/02 관리및서비스 '기부자우편 및 기부증서 발송용 라벨용지 등 구입 22,500

2018/04/02 우편발송비 기부자 감사카드.감사증서 우편발송비(등기우편 1통) 2,790

2018/04/05 관리및서비스 '서울시장애인종합복지관 기부자 관리 및 기관방문_도로이용료 1,400

2018/04/05 관리및서비스 환경테크 기부자 미팅 감사선물 구입경비(백*림팀장 외) 25,000

2018/04/05 기타모금 3월 기부보드 제작비(동아마라톤_총1건) 22,000

2018/04/05 기타모금 '우리는 푸르맨' 재단 및 산하기관 직원대상 정기기부 신청서 디자인 경비 220,000

2018/04/06 기타모금 '어린이재활병원 2주년 기념 기부이벤트 웹포스터 제작비 210,000

2018/04/06 우편발송비 기부자 감사카드.감사증서 우편발송비(보통우편 21통) 19,260

2018/04/10 만원의기적 캠페인 '4/15 2018 아이다스 마이런 부산 부스 및 기부금전달식_물품구입 14,500

2018/04/10 만원의기적 캠페인 4/15 2018 아이다스 마이런 부산 부스 및 기부금전달식_KTX 왕복예매(백*림팀장 외) 406,600

2018/04/10 시스템관리 3월 MRM 프로그램 이용료 561,550

2018/04/11 만원의기적 캠페인 '4/15 2018 아이다스 마이런 부산 부스 및 기부금전달식_진행물품 우편발송비 7,500

2018/04/13 우편발송비 기부자 감사카드.감사증서,연차보고서 등 우편발송비(보통우편 41통) 42,780

2018/04/14 만원의기적 캠페인 4/15 2018 아이다스 마이런 부산 부스 및 기부금전달식_숙박 및 교통비 등(백*림팀장 외) 26,700

2018/04/14 만원의기적 캠페인 4/15 2018 아이다스 마이런 부산 부스 및 기부금전달식_숙박 및 교통비 등(백*림팀장 외) 126,000

2018/04/14 만원의기적 캠페인 4/15 2018 아이다스 마이런 부산 부스 및 기부금전달식_숙박 및 교통비 등(백*림팀장 외) 20,400

2018/04/14 만원의기적 캠페인 4/15 2018 아이다스 마이런 부산 부스 및 기부금전달식_숙박 및 교통비 등(백*림팀장 외) 57,000

2018/04/14 만원의기적 캠페인 4/15 2018 아이다스 마이런 부산 부스 및 기부금전달식_숙박 및 교통비 등(백*림팀장 외) 16,000

2018/04/14 만원의기적 캠페인 4/15 2018 아이다스 마이런 부산 부스 및 기부금전달식_숙박 및 교통비 등(백*림팀장 외) 20,000

2018/04/15 만원의기적 캠페인 4/15 2018 아이다스 마이런 부산 부스 및 기부금전달식_숙박 및 교통비 등(백*림팀장 외) 23,600

2018/04/15 만원의기적 캠페인 4/15 2018 아이다스 마이런 부산 부스 및 기부금전달식_숙박 및 교통비 등(백*림팀장 외) 35,200

2018/04/15 만원의기적 캠페인 4/15 2018 아이다스 마이런 부산 부스 및 기부금전달식_숙박 및 교통비 등(백*림팀장 외) 7,200

2018/04/15 만원의기적 캠페인 4/15 2018 아이다스 마이런 부산 부스 및 기부금전달식_숙박 및 교통비 등(백*림팀장 외) 36,450

2018/04/15 만원의기적 캠페인 4/15 2018 아이다스 마이런 부산 부스 및 기부금전달식_숙박 및 교통비 등(백*림팀장 외) 12,300

2018/04/16 시스템관리 3월 CMS 대량자금이체 이용료 65,120

2018/04/18 기타모금 '회오리모금함 관리용 물품구입 5,000

2018/04/19 기타모금 4/20 에*핑크의 굿액션 네이버 V 라이브 방송 스탠드 명판 구입 60,000

2018/04/19 우편발송비 기부자 감사카드.감사증서 우편발송비(보통우편 11통) 13,260

2018/04/20 관리및서비스 홈페이지 및 기부페이지 통합관련 병원 모금팀 미팅경비(백*림팀장 외) 16,000

2018/04/20 관리및서비스 4/20 해피빈 브이라이브 촬영관련 미팅 경비(해피빈 문*래팀장, 백*림팀장 외) 35,000

2018/04/26 만원의기적 캠페인 '4/15 2018 아이다스 마이런 부산 부스 및 기부금전달식_기념품 및 현수막 제작 경비 162,800

2018/04/26 만원의기적 캠페인 '4/15 2018 아이다스 마이런 부산 부스 및 기부금전달식_기념품 및 현수막 제작 경비 264,400

2018/04/26 만원의기적 캠페인 '4/28 미라클런 365 행사 진행경비_참가자 관리 물품(라벨 및 봉투)구입 68,500

2018/04/26 만원의기적 캠페인 '4/28 미라클런 365 행사 진행경비_참가자 관리 물품(라벨 및 봉투)구입 50,000

2018/04/26 우편발송비 기부자 감사카드.감사증서 우편발송비(등기우편 1통 / 보통우편 1통) 6,200

2018/04/27 만원의기적 캠페인 '4/28 미라클런 365 행사 진행경비_경품 포장 물품 및 행사진행 관련 김밥구입 20,020

2018/04/27 만원의기적 캠페인 '4/28 미라클런 365 행사 진행경비_경품 포장 물품 및 행사진행 관련 김밥구입 82,500

2018/04/27 우편발송비 기부자 감사카드.감사증서 우편발송비(등기우편 1통 / 보통우편 1통) 13,350

2018/04/28 만원의기적 캠페인 '4/28 미라클런 365 행사 진행경비_VIP 및 참가자 간식 및 행사진행 물품 구입 54,190

2018/04/28 만원의기적 캠페인 '4/28 미라클런 365 행사 진행경비_VIP 및 참가자 간식 및 행사진행 물품 구입 27,000



2018/04/28 만원의기적 캠페인 '4/28 미라클런 365 행사 진행경비_VIP 및 참가자 간식 및 행사진행 물품 구입 40,600

2018/04/28 만원의기적 캠페인 '4/28 미라클런 365 행사 진행경비_행사지원차량 주차요금 3,300

2018/04/30 관리및서비스 임*규 기부자 자녀결혼 경조사비 지급 (5/12 루*블랑 트윈트리타워) 100,000

3,023,970

2018/04/02 각종수수료 CMS 입금 수수료 1,570

2018/04/02 각종수수료 CMS 입금 수수료 6,687

2018/04/02 각종수수료 CMS 입금 수수료 10,863

2018/04/02 각종수수료 CMS 입금 수수료 460

2018/04/02 우편요금 서울시 기부금품모집등록단체 서루 우편발송경비(서울시 김*용주무관) 2,790

2018/04/02 운반비 '17년도 푸르메재단 조정계산서 퀵 배송비(새시대회계법인->재단) 11,000

2018/04/02 운반비 '17년도 재단 감사보고서 및 조정계산서 퀵 배송비(재단->종로세무서) 10,000

2018/04/02 전화요금 2월 060 전화요금 사용료 13,060

2018/04/02 전화요금 2월 사회보험EDI 사용료 5,060

2018/04/03 각종수수료 CMS 입금 수수료 4,419

2018/04/03 각종수수료 CMS 입금 수수료 19,657

2018/04/03 각종수수료 KCP 입금 수수료 1,980

2018/04/03 각종수수료 CMS 입금 수수료 37,324

2018/04/03 각종수수료 CMS 입금 수수료 1,260

2018/04/03 소모품비 '기부보드 폐기용 쓰레기봉투 구입(100L 4매) 10,000

2018/04/03 출장여비 4/3 푸르메마을기획조사관련 세종시 출장_도로이용료(임*영팀장외) 4,200

2018/04/04 각종수수료 KCP 입금 수수료 33,940

2018/04/04 각종수수료 KCP 입금 수수료 64,251

2018/04/04 각종수수료 KCP 입금 수수료 131,623

2018/04/04 각종수수료 KCP 입금 수수료 726

2018/04/04 복리후생비 푸르메치과 전*아원장 퇴사에 따른 송별 점심(전*아원장,석*준원장 외) 51,000

2018/04/05 각종수수료 KCP 입금 수수료 20,394

2018/04/05 각종수수료 3월 푸르메센터 에스원 사용료 105,050

2018/04/05 기타회의비 서울시 서북보조기기센터 수탁심사 관련 회의비(박*희사무국장 외) 8,500

2018/04/05 에뉴얼리포트제작비 '2017년 애뉴얼리포트'제작 잔금(50%_19,184천원中) 9,592,000

2018/04/05 에뉴얼리포트제작비 '17년 에뉴얼리포트 제작에 따른 우편 DM발송(3,063부) 경비 306,300

2018/04/06 각종수수료 CMS 입금 수수료 2,340

2018/04/06 각종수수료 KCP 입금 수수료 363

2018/04/06 각종수수료 CMS 입금 수수료 5,150

2018/04/06 각종수수료 CMS 입금 수수료 10,830

2018/04/06 각종수수료 CMS 입금 수수료 140

2018/04/06 대외협력비 박*희작가 전시회'행복한동행' 오프닝 행사 선물구입 40,000

2018/04/06 차량유류대 차량 주유대(I30) 30,000

2018/04/09 대외협력비 SPC사회적기업 설립관련 자문 미팅경비(아름다운커미 한*정 사무처장, 임*영팀장 외) 5,000

2018/04/09 대외협력비 '4/10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기관방문(34명) 다과 구입비 33,500

2018/04/09 차량경정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업무관련 주차비 9,500

기부자개발 및 관리비 소계



2018/04/10 각종수수료 KCP 입금 수수료 2,541

2018/04/10 각종수수료 KCP 입금 수수료 2,904

2018/04/10 각종수수료 KCP 입금 수수료 5,445

2018/04/10 각종수수료 3월 WIN CMS 수수료 5,000

2018/04/10 건강보험 3월 국민건강보험료 사업주부담금 1,769,890

2018/04/10 고용보험 3월 고용보험 사업주부담금 및 직업안정개발금 631,800

2018/04/10 국민연금 3월 국민연금보험료 사업주부담금 2,229,110

2018/04/10 대외협력비 중간관리자 워크숍 관련 교육업체 미팅 경비(이*규팀장 외) 6,400

2018/04/10 산재보험 3월 산재보험 사업주부담금 512,450

2018/04/10 장기요양보험 3월 장기요양보험료 사업주부담금 130,540

2018/04/10 차량경정비 '재단 차량(스타렉스) 엔진오일 및 에어컨 필터 교체 및 점검 112,200

2018/04/11 각종수수료 CMS 입금 수수료 140

2018/04/11 각종수수료 CMS 입금 수수료 5,097

2018/04/11 각종수수료 KCP 입금 수수료 37,752

2018/04/11 각종수수료 CMS 입금 수수료 21,600

2018/04/11 각종수수료 KCP 입금 수수료 47,915

2018/04/11 각종수수료 CMS 입금 수수료 31,443

2018/04/11 각종수수료 KCP 입금 수수료 72,780

2018/04/11 각종수수료 CMS 입금 수수료 1,400

2018/04/11 각종수수료 KCP 입금 수수료 363

2018/04/11 대외협력비 한국일보 재단 및 병원 취재협조 미팅 경비(최*진국장, 신*경팀장) 19,000

2018/04/11 차량경정비 '서북보조기기센터 관련 마포구청 담당자 업무 미팅 주차비 4,500

2018/04/11 차량유류대 차량 주유대(I30) 40,000

2018/04/11 출장여비 4/11 18년 3차 임시이사회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출장_도로이용료(박*희사무국장외) 3,640

2018/04/12 각종수수료 KCP 입금 수수료 726

2018/04/12 도시가스요금 3월 도시가스요금 재단부담분 34,780

2018/04/12 복리후생비 재무회계팀 김*진간사 자녀출산 경조사비 지급 100,000

2018/04/12 소모품비 '재단 캐논 카메라 바디,렌즈 종합진단 및 소모품 교체 경비 44,200

2018/04/12 우편요금 '재단 산하시설 기관 비치 재단 리플릿 발송경비(시립서울장복 외 / 총546부 발송) 14,920

2018/04/12 운반비 '재단 촬영장비(삼각대) AS수리센터(세기피앤씨) 퀵 발송비 10,000

2018/04/12 전기요금 3월 전기요금 재단부담분 236,330

2018/04/12 출장여비 '모금사업팀 교통카드 충전(#7755, #9290) 50,000

2018/04/12 콘텐츠제작 3월 웹진 담쟁이 '이야기 플러스' 원고료(홍*윤) 70,000

2018/04/13 각종수수료 KCP 입금 수수료 3,630

2018/04/13 대외협력비 18년 현*모비스 지원사업 미팅 후 식사경비(현*모비스 김*신과장, 왕*덕팀장 외) 14,900

2018/04/13 대외협력비 18년 현*모비스 지원사업 미팅 후 식사경비(현*모비스 김*신과장, 왕*덕팀장 외) 55,500

2018/04/13 출장여비 '4/13 다음카*오 담당자 미팅_도로이용료(왕*덕팀장 외) 1,000

2018/04/13 출장여비 '4/3 푸르메마을기획조사관련 송도 유휴부지 출장_도로이용료(임*영팀장외) 5,500

2018/04/13 콘텐츠제작 담쟁이 306호'푸르메인연' 김*기 기부자 인터뷰 감사선물구입 8,800

2018/04/16 각종수수료 KCP 입금 수수료 3,993



2018/04/16 각종수수료 KCP 입금 수수료 16,335

2018/04/16 각종수수료 KCP 입금 수수료 40,656

2018/04/16 각종수수료 '서울시 기부금품모집등록단체 제출용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경비 1,000

2018/04/16 각종수수료 KCP 입금 수수료 363

2018/04/17 각종수수료 KCP 입금 수수료 726

2018/04/17 각종수수료 KCP 입금 수수료 4,719

2018/04/17 사무용품비 '단프라박스 20box 구입경비 (1box 당 3,800원) 81,000

2018/04/17 직원전체교육 '4/21 18년 재단 및 산하시설 중간관리자 워크숖 경비_현수막 제작 43,450

2018/04/18 직원전체교육 '4/21 18년 재단 및 산하시설 중간관리자 워크숖 경비_간식구입 49,970

2018/04/18 차량경정비 '재단 차량(스파크) 점거 및 소모품 교체 경비 140,850

2018/04/19 각종수수료 KCP 입금 수수료 11,071

2018/04/19 각종수수료 KCP 입금 수수료 38,296

2018/04/19 각종수수료 KCP 입금 수수료 39,385

2018/04/19 도서및인쇄비 2017년 재단법인 푸르메 감사보고서 제작비(50권) 221,650

2018/04/19 리플렛제작 '푸르메재단 홍보 국문 리플릿 4,000부 제작 경비 1,146,200

2018/04/19 복리후생비 산하시설 업무 진행관련 미팅 경비(백*학상임이사 외) 27,000

2018/04/19 복리후생비 산하시설 업무 진행관련 미팅 경비(백*학상임이사 외) 63,000

2018/04/19 사무용품비 A4용지 구입(10BOX) 186,240

2018/04/19 외부감사수수료 2017년도 재단법인푸르메 재무및세무회계 외부 감사수수료 잔금(총16,500천원의30%中) 3,465,000

2018/04/20 각종수수료 KCP 입금 수수료 1,089

2018/04/20 직원전체교육 '4/21 18년 재단 및 산하시설 중간관리자 워크숖 경비_진행물품구입(풍선껌) 8,000

2018/04/21 선납법인세 99690.푸르메재활병원운영기금 이자 선납세금 131,280

2018/04/21 선납법인세 99619.비지정기부금 이자 선납세금 14,850

2018/04/21 선납지방소득세 99690.푸르메재활병원운영기금 이자 지방소득세 13,120

2018/04/21 선납지방소득세 99619.비지정기부금 이자 지방소득세 1,480

2018/04/21 직원전체교육 '4/21 18년 재단 및 산하시설 중간관리자 워크숖 경비_점심경비(72명) 1,440,000

2018/04/23 복리후생비 푸르메재활센터 업무진행 직원 미팅 경비(백*학상임이사 외) 75,800

2018/04/23 복리후생비 서북보조기기센터 수탁관련 업무 미팅(박*희사무국장 외) 46,000

2018/04/23 사무용품비 4월 사무용품 구입 106,821

2018/04/23 인터넷 사용료 3월 Tbiz 그룹웨어 사용료 575,260

2018/04/23 인터넷 사용료 3월 인터넷요금 980,115

2018/04/23 전화요금 3월 전화요금(02-6395-7112외 4대) 23,155

2018/04/23 전화요금 3월 전화요금 242,063

2018/04/23 전화요금 3월 신용카드단말기 이용요금 11,000

2018/04/23 직원전체교육 '4/21 18년 재단 및 산하시설 중간관리자 워크숖 경비_음료(커피) 케이터링 100,000

2018/04/24 각종수수료 KPC 입금 수수료 3,630

2018/04/24 각종수수료 KCP 입금 수수료 1,452

2018/04/24 대외협력비 카카오 소셜임팩트팀 "탬버리"캠페인 진행 관련 미팅(왕*덕팀장 외) 1,500

2018/04/24 대외협력비 카카오 소셜임팩트팀 "탬버리"캠페인 진행 관련 미팅(왕*덕팀장 외) 22,000

2018/04/24 차량경정비 '서북보조기기센터 협약체결 및 공중관련 서울시 업무 주차비 3,500



2018/04/24 차량유류대 차량 주유대(스파크*) 52,000

2018/04/25 급여 4월 급여(심*옥팀장외 21인) 60,971,270

2018/04/25 복리후생비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제주도 여행 단체티 구매 답사 후 경비(왕*덕팀장 외) 28,000

2018/04/25 복리후생비 야근식대(백*림팀장 외) 27,000

2018/04/25 인터넷 사용료 3월 인터넷 사용료(종로아이존) -66,820

2018/04/25 전화요금 3월 전화요금(02-720-3028) 5,660

2018/04/25 정수기 관리비 4월 정수기 소독관리비 34,900

2018/04/26 각종수수료 CMS 입금 수수료 70

2018/04/26 각종수수료 CMS 입금 수수료 17,535

2018/04/26 각종수수료 CMS 입금 수수료 127,372

2018/04/26 각종수수료 CMS 입금 수수료 135,443

2018/04/26 각종수수료 4월 푸르메센터 에스원 사용료 105,050

2018/04/26 각종수수료 CMS 입금 수수료 9,000

2018/04/26 대외협력비 '카카오 포스터 재능기부 직원 선물구입(에코백 및 북클립) 44,000

2018/04/26 인터넷 사용료 3월 인터넷 사용료(행복한베이커리외 1개기관) -445,500

2018/04/26 인터넷 사용료 3월 인터넷 사용료(행복한베이커리외 1개기관) -11,130

2018/04/26 직원전체연수 '4/26 18년 2분기 재단 및 산하시설 신규입사자 교육_저녁식비(36명) 343,200

2018/04/27 각종수수료 KPC 입금 수수료 363

2018/04/27 각종수수료 KCP 입금 수수료 2,178

2018/04/27 각종수수료 '법인인감증명서 10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10부 발급경비 20,000

2018/04/27 전화요금 4월 웹하드 이용료 26,130

2018/04/27 차량경정비 '종로구청 도로점용 사용허가 신청 업무관련 주차비 1,000

2018/04/27 차량유류대 차량 주유대(i30) 50,000

2018/04/30 각종수수료 KPC 입금 수수료 990

2018/04/30 각종수수료 ARS 후원금 수수료 14,000

2018/04/30 각종수수료 KCP 입금 수수료 990

2018/04/30 도서및인쇄비 4월 신문 구독료 15,000

2018/04/30 복리후생비 직원 경조사비_기획사업팀 김*승간사 결혼(4/28) 200,000

2018/04/30 인터넷 사용료 3월 Tbiz 그룹웨어 사용료(행복한베이커리) -46,200

2018/04/30 인터넷 사용료 3월 Tbiz 그룹웨어 사용료(푸르메재활센터) -191,400

2018/04/30 인터넷 사용료 3월 인터넷 사용료(푸르메재활센터) -222,750

2018/04/30 전화요금 3월 060 전화요금 사용료 13,060

2018/04/30 전화요금 3월 사회보험EDI 사용료 5,060

87,583,623

270,145,487

푸르메재단 운영비 소계

4월 지출 총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