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액

어린이재활병원운영 67,737,677

장애인복지시설운영 3,395,600

장애인재활치료 38,620,360

기타지정기금 20,000

지정현물기부수입 2,651,000

비지정기부금수입 59,386,868

자립사업기부금수입 47,316,280

3,691,309

222,819,094

회    사 : [2708] (재)푸르메

회계단위 : [1000] (재)푸르메본사

날짜 예산과목 적요란

2018/06/01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CMS 입금_연*라님외 58인

2018/06/01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최*영님

2018/06/01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안*원님

2018/06/01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우리사랑e나눔터(김*나*님)

2018/06/01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김*주님

2018/06/04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CMS 입금_문*이님 외 273인

2018/06/04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우리사랑e나눔터(김*완님외 1인)

2018/06/05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KCP 입금_박*연님외 130인

2018/06/05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천*세무법인님 외 1인

2018/06/05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천*세무법인님 외 1인

2018/06/05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우리사랑e나눔터(임*진님)

2018/06/05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안*순님

2018/06/07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주)지*인*테크 이노베이션

2018/06/07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이*홍(이*주,이*경)님

2018/06/07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CMS 입금_김*선님외 76인

2018/06/07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김*원님

2018/06/07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우리사랑e나눔터(김*완님)

2018/06/08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박*훈님

2018/06/08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김*주님외 1인

2018/06/08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김*주님외 1인

2018/06/09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우리사랑e나눔터(김*나*님)

2018/06/10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이*주님

예산과목원장(원장)

2018년 06월 수입내역

항목

사업비

잡수입

합계

기  간 : 2018년 06월 01일 ~ 2018년 06월 30일



2018/06/11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우리사랑e나눔터(김*완님)

2018/06/12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김*선님

2018/06/12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김*주님

2018/06/12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KCP 입금_김*효님외 4인

2018/06/12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CMS 입금_조*섭님외 232인

2018/06/13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김*주님

2018/06/14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서*희님

2018/06/14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신한아름인(김*순)님

2018/06/14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KCP 입금_원*진님외 89인

2018/06/15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우리사랑e나눔터(김*나*님)

2018/06/15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김*지님

2018/06/17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우리사랑e나눔터(김*완님 외 1인)

2018/06/18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김*금님

2018/06/18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김*주님

2018/06/18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KCP 입금_김*경님외 24인

2018/06/20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KCP 입금_김*정님

2018/06/20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우리사랑e나눔터(송*원님)

2018/06/20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유*길(엑*무)님

2018/06/20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조*은(정*경)님외 1인

2018/06/20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조*은(정*경)님외 1인

2018/06/21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KCP 입금_김*호님외 45인

2018/06/21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김*주님외 1인

2018/06/21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김*주님외 1인

2018/06/21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최*희님

2018/06/21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강*희님

2018/06/22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충*초등학교님

2018/06/22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우리사랑e나눔터(김*준님외 1인)

2018/06/23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우리사랑e나눔터(김*완님)

2018/06/24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박*숙님

2018/06/25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최*용님외 4인

2018/06/25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최*용님외 4인

2018/06/25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최*용님외 4인

2018/06/25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최*용님외 4인

2018/06/25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최*용님외 4인

2018/06/25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김*휴님

2018/06/25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신*범님외 1인

2018/06/25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신*범님외 1인

2018/06/25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우리사랑e나눔터(송*원님외 1인)

2018/06/25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류*석님외 4인

2018/06/25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류*석님외 4인

2018/06/25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류*석님외 4인

2018/06/25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류*석님외 4인

2018/06/25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류*석님외 4인

2018/06/26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박*리님

2018/06/26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김*주님

2018/06/26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우리사랑e나눔터(김*란님)

2018/06/26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정*희님

2018/06/26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한국기독교선교 **주년기념교회님

2018/06/26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CMS 입금_조*진님외 978인



2018/06/27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강*철님

2018/06/27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우리사랑e나눔터(김*나*님)

2018/06/27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전*종님

2018/06/27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기독교대한성*교회 우*교회

2018/06/27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박*경(이*숙)님

2018/06/28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KCP 입금_서울*연*치과님

2018/06/28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신한아름인(이*미)님

2018/06/28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민*기님

2018/06/28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주)성*메디텍님외 1인

2018/06/28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주)성*메디텍님외 1인

2018/06/29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엄*헌님외 1인

2018/06/29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엄*헌님외 1인

2018/06/29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KCP 입금_이*연님

2018/06/29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ARS 후원금

2018/06/29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주식회사 트*빗님

2018/06/29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김*순님외 1인

2018/06/29 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 김*순님외 1인

2018/06/01 잔디기금 CMS 입금_서*비님

2018/06/04 잔디기금 CMS 입금_문*현님 외 8인

2018/06/05 잔디기금 KCP 입금_김*선님외 2인

2018/06/07 잔디기금 CMS 입금_김*숙님

2018/06/12 잔디기금 CMS 입금_박*경님외 9인

2018/06/14 잔디기금 KCP 입금_임*택님

2018/06/15 잔디기금 5월 해피빈(34명)_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파니스

2018/06/15 잔디기금 5월 해피빈(60명)_마포푸르메직업재활센터

2018/06/18 잔디기금 KCP 입금_오*라님

2018/06/26 잔디기금 CMS 입금_송*경님외 64인

2018/06/27 잔디기금 김*덕님

2018/06/01 배분사업기금(기타지정기부) *(로*음)님

2018/06/01 장애어린이천사기금 CMS 입금_남*현님외 7인

2018/06/01 장애어린이천사기금 우리사랑e나눔터(이*엽님외 3인)

2018/06/03 장애어린이천사기금 우리사랑e나눔터(이*엽님외 3인)

2018/06/04 SPC행복한펀드기금 비*코리아(주)님

2018/06/04 장애어린이천사기금 CMS 입금_김*무(우리사랑e나눔터)

2018/06/04 장애어린이천사기금 CMS 입금_김*슬님 외 36인

2018/06/04 장애어린이천사기금 우리사랑e나눔터(한*화님외 5인)

2018/06/05 SPC행복한펀드기금 (주)에스*씨삼*님외 4인

2018/06/05 SPC행복한펀드기금 (주)에스*씨삼*님외 4인

2018/06/05 SPC행복한펀드기금 (주)에스*씨삼*님외 4인

2018/06/05 SPC행복한펀드기금 (주)에스*씨삼*님외 4인

2018/06/05 SPC행복한펀드기금 (주)에스*씨삼*님외 4인

2018/06/05 장애어린이천사기금 KCP 입금_강*우님외 37인

2018/06/05 장애어린이천사기금 우리사랑e나눔터(김*군님외 4인)

2018/06/07 장애어린이천사기금 우리사랑e나눔터(권*주님)

2018/06/07 장애어린이천사기금 CMS 입금_제일*G님(우리사랑e나눔터)

2018/06/07 장애어린이천사기금 CMS 입금_서*영님외 17인

2018/06/08 SPC행복한펀드기금 (주)S*C PACK님

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사업비 소계

장애인복지시설운영 사업비 소계



2018/06/08 장애어린이천사기금 우리사랑e나눔터(김*군님외 2인)

2018/06/09 장애어린이천사기금 우리사랑e나눔터(정*상님)

2018/06/10 장애어린이천사기금 우리사랑e나눔터(김*섭님)

2018/06/11 장애어린이천사기금 우리사랑e나눔터(안*조님외 6인)

2018/06/12 장애어린이천사기금 우리사랑e나눔터(강*성님)

2018/06/12 장애어린이천사기금 CMS 입금_김*표님(우리사랑e나눔터)

2018/06/12 장애어린이천사기금 CMS 입금_문*혜님외 35인

2018/06/13 장애어린이천사기금 우리사랑e나눔터(김*섭님)

2018/06/14 장애어린이천사기금 우리사랑e나눔터(김*군님외 3인)

2018/06/14 장애어린이천사기금 KCP 입금_강*라님외 34인

2018/06/15 장애어린이천사기금 우리사랑e나눔터(강*성님외 2인)

2018/06/16 장애어린이천사기금 우리사랑e나눔터(이*민님)

2018/06/17 장애어린이천사기금 우리사랑e나눔터(조*환님외 2인)

2018/06/18 장애어린이천사기금 우리사랑e나눔터(안상*조님외 5인)

2018/06/18 장애어린이천사기금 KCP 입금_권*혜님외 5인

2018/06/19 장애어린이천사기금 우리사랑e나눔터(정*진님외 1인)

2018/06/20 장애어린이천사기금 KCP 입금_최*혁님

2018/06/20 장애어린이천사기금 우리사랑e나눔터(전*옥님)

2018/06/21 장애어린이천사기금 KCP 입금_박*나님외 16인

2018/06/21 장애어린이천사기금 우리사랑e나눔터(이*영님)

2018/06/22 배분사업기금(기타지정기부) M*C나눔님

2018/06/22 장애어린이천사기금 KCP 입금_최*혁님

2018/06/22 장애어린이천사기금 우리사랑e나눔터(김*준님)

2018/06/23 장애어린이천사기금 우리사랑e나눔터(이*정님외 1인)

2018/06/24 장애어린이천사기금 우리사랑e나눔터(이*민님)

2018/06/25 SPC행복한펀드기금 S*L(에스*엘)님 외 16인

2018/06/25 SPC행복한펀드기금 S*L(에스*엘)님 외 16인

2018/06/25 SPC행복한펀드기금 S*L(에스*엘)님 외 16인

2018/06/25 SPC행복한펀드기금 S*L(에스*엘)님 외 16인

2018/06/25 SPC행복한펀드기금 S*L(에스*엘)님 외 16인

2018/06/25 SPC행복한펀드기금 S*L(에스*엘)님 외 16인

2018/06/25 SPC행복한펀드기금 S*L(에스*엘)님 외 16인

2018/06/25 SPC행복한펀드기금 S*L(에스*엘)님 외 16인

2018/06/25 SPC행복한펀드기금 S*L(에스*엘)님 외 16인

2018/06/25 SPC행복한펀드기금 S*L(에스*엘)님 외 16인

2018/06/25 SPC행복한펀드기금 S*L(에스*엘)님 외 16인

2018/06/25 SPC행복한펀드기금 S*L(에스*엘)님 외 16인

2018/06/25 SPC행복한펀드기금 S*L(에스*엘)님 외 16인

2018/06/25 SPC행복한펀드기금 S*L(에스*엘)님 외 16인

2018/06/25 장애어린이천사기금 우리사랑e나눔터(권*주님외 4인)

2018/06/26 SPC행복한펀드기금 비*코리아(주)님

2018/06/26 장애어린이천사기금 우리사랑e나눔터(전*옥님외 2인)

2018/06/26 장애어린이천사기금 KCP 입금_김*희님

2018/06/26 장애어린이천사기금 CMS 입금_우리사랑e나눔터(안*대님외 1인)

2018/06/26 장애어린이천사기금 CMS 입금_송*기님외 146인

2018/06/27 장애어린이천사기금 코*에셋주식회사님

2018/06/27 장애어린이천사기금 우리사랑e나눔터(김*준님외 2인)

2018/06/28 장애어린이천사기금 우리사랑e나눔터(김*섭님)

2018/06/29 장애어린이천사기금 익명(후원금)님



2018/06/29 장애어린이천사기금 우리사랑e나눔터(한*경님외 1인)

2018/06/30 장애어린이천사기금 우리사랑e나눔터(조*지님외 2인)

2018/06/30 장애어린이천사기금 우리사랑e나눔터(김*범님)

2018/06/12 연구및교육기금 CMS 입금_윤*정님

2018/06/26 연구및교육기금 CMS 입금_리*란님

2018/06/05 객석기부수입_도모컴퍼니 5월 문화나눔_(주)도*컴퍼니'당신만이'(좋은세상 이웃사람들 이*원외 총19석)

2018/06/18 지정_현물기부 6.09 '제32회 한걸음의 사랑'(덕적도_30명)_여객승선권(왕복)

2018/06/28 나눔치과 기공물할인 6월 치기공물 현물수입(*치과기공소외 1)

2018/06/28 나눔치과 기공물할인 6월 치기공물 현물수입(*치과기공소외 1)

2018/06/01 정기기부금 CMS 입금_김*인님외 32인

2018/06/01 정기기부금 엄*섭,엄*은,엄*은님

2018/06/01 정기기부금 이*현님

2018/06/04 정기기부금 CMS 입금_김*환님 외 148인

2018/06/04 정기기부금 전*진님

2018/06/04 정기기부금 정*선님

2018/06/04 정기기부금 KCP 입금_한*정님

2018/06/05 정기기부금 KCP 입금_고*아님외 79인

2018/06/07 정기기부금 CMS 입금_이*경님외 36인

2018/06/08 정기기부금 박*률님

2018/06/11 정기기부금 그*토피*건설님

2018/06/11 정기기부금 강*희(한걸음의사랑)님외 28인

2018/06/11 정기기부금 강*희(한걸음의사랑)님외 28인

2018/06/11 정기기부금 강*희(한걸음의사랑)님외 28인

2018/06/11 정기기부금 강*희(한걸음의사랑)님외 28인

2018/06/11 정기기부금 강*희(한걸음의사랑)님외 28인

2018/06/11 정기기부금 강*희(한걸음의사랑)님외 28인

2018/06/11 정기기부금 강*희(한걸음의사랑)님외 28인

2018/06/11 정기기부금 강*희(한걸음의사랑)님외 28인

2018/06/11 정기기부금 강*희(한걸음의사랑)님외 28인

2018/06/11 정기기부금 강*희(한걸음의사랑)님외 28인

2018/06/11 정기기부금 강*희(한걸음의사랑)님외 28인

2018/06/11 정기기부금 강*희(한걸음의사랑)님외 28인

2018/06/11 정기기부금 강*희(한걸음의사랑)님외 28인

2018/06/11 정기기부금 강*희(한걸음의사랑)님외 28인

2018/06/11 정기기부금 강*희(한걸음의사랑)님외 28인

2018/06/11 정기기부금 강*희(한걸음의사랑)님외 28인

2018/06/11 정기기부금 강*희(한걸음의사랑)님외 28인

2018/06/11 정기기부금 강*희(한걸음의사랑)님외 28인

2018/06/11 정기기부금 강*희(한걸음의사랑)님외 28인

2018/06/11 정기기부금 강*희(한걸음의사랑)님외 28인

2018/06/11 정기기부금 강*희(한걸음의사랑)님외 28인

2018/06/11 정기기부금 강*희(한걸음의사랑)님외 28인

2018/06/11 정기기부금 강*희(한걸음의사랑)님외 28인

2018/06/11 정기기부금 강*희(한걸음의사랑)님외 28인

2018/06/11 정기기부금 강*희(한걸음의사랑)님외 28인

2018/06/11 정기기부금 강*희(한걸음의사랑)님외 28인

장애인재활치료 사업비 소계

기타지정기부 사업비 소계

지정현물기부수입 소계



2018/06/11 정기기부금 강*희(한걸음의사랑)님외 28인

2018/06/11 정기기부금 강*희(한걸음의사랑)님외 28인

2018/06/11 정기기부금 강*희(한걸음의사랑)님외 28인

2018/06/11 정기기부금 길*재님외 1인

2018/06/11 정기기부금 길*재님외 1인

2018/06/12 정기기부금 김*신님외 1인

2018/06/12 정기기부금 김*신님외 1인

2018/06/12 정기기부금 KCP 입금_김*혁님외 3인

2018/06/12 정기기부금 CMS 입금_강*숙님외 150인

2018/06/13 정기기부금 최*수님

2018/06/14 정기기부금 강*은님외 2인

2018/06/14 정기기부금 강*은님외 2인

2018/06/14 정기기부금 강*은님외 2인

2018/06/14 정기기부금 KCP 입금_세*인터내쇼날님외 43인

2018/06/15 정기기부금 정*구님

2018/06/15 정기기부금 이*경님

2018/06/15 정기기부금 5월 해피빈(35명)

2018/06/16 정기기부금 조*주님

2018/06/18 정기기부금 설*영님

2018/06/18 정기기부금 김*영님

2018/06/18 정기기부금 KCP 입금_강*석님외 11인

2018/06/20 정기기부금 KCP 입금_김*온님

2018/06/20 정기기부금 이*하(나*의기적)님

2018/06/20 정기기부금 정*화님

2018/06/20 정기기부금 장*스*나님

2018/06/21 정기기부금 KCP 입금_고*석님외 27인

2018/06/21 정기기부금 송*수님외 1인

2018/06/21 정기기부금 송*수님외 1인

2018/06/22 정기기부금 이*형님

2018/06/25 정기기부금 양*애님

2018/06/25 정기기부금 이*수님외 2인

2018/06/25 정기기부금 이*수님외 2인

2018/06/25 정기기부금 이*수님외 2인

2018/06/25 정기기부금 김*학님외 1인

2018/06/25 정기기부금 김*학님외 1인

2018/06/26 정기기부금 CMS 입금_(주)금*P*S님외 910인

2018/06/27 정기기부금 (주)환*테*님

2018/06/27 정기기부금 조*옥님외 1인

2018/06/27 정기기부금 조*옥님외 1인

2018/06/28 정기기부금 우*은행_종로*가지점님

2018/06/28 정기기부금 양*민님

2018/06/29 정기기부금 (주)에*에스*케이님

2018/06/29 정기기부금 *대*드주식회사님

2018/06/29 정기기부금 김*정님

2018/06/29 정기기부금 아*을여는*사님

2018/06/25 푸르메공동체마을 이*이코*아님

2018/06/04 기타예금이자수입_기금 99687.지역사회재활/SBS기금(II) 이자수입

비지정기부금수입 소계

자립사업기부금수입 소계



2018/06/04 선납세금 환급 2017년 선납법인 지방소득세 환급금 입금

2018/06/09 기타예금이자수입_기금 99536.배분/100인후원회기금 이자 수입

2018/06/09 기타예금이자수입_기금 99202.배분/KB금융장애아동재활치료비지원 이자 수입

2018/06/09 예금이자수입_운영비 99200.국민_후원금계좌 이자 수입

2018/06/10 기타예금이자수입_기금 99522.기업_후원금 계좌 이자 수입

2018/06/16 기타예금이자수입_기금 99623. 하나재단 장애어린이 및 가족지원 이자수입

2018/06/16 기타예금이자수입_기금 99641.SPC행복한펀드기금 이자수입

2018/06/16 기타예금이자수입_기금 99500.신한아름人기금 이자수입

2018/06/16 기타예금이자수입_기금 99543.기타지정/옥토버훼스트복지기금 이자수입

2018/06/16 기타예금이자수입_기금 99705.푸르메공동체마을자립기금 이자수입

2018/06/16 기타예금이자수입_기금 99701.볼보자동차코리아 장애어린이지원 이자수입

2018/06/16 기타예금이자수입_기금 98004.장애어린이천사기금 이자수입

2018/06/16 기타예금이자수입_기금 99570.기타지정기금/출판기금사업수입 이자수입

2018/06/16 기타예금이자수입_기금 99549.연구및교육기금 이자수입

2018/06/16 기타예금이자수입_기금 99690.푸르메재활병원운영기금 이자수입 

2018/06/16 기타예금이자수입_기금 99704.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_사업비기금 이자수입

2018/06/16 기타예금이자수입_기금 99686.삼성두리하나천사기금 이자수입

2018/06/16 기타예금이자수입_기금 99689.우리사랑e-나눔터(Ⅲ) 이자수입

2018/06/16 기타예금이자수입_기금 99684.카카오 장애청소년의료재활 사업기금 이자수입

2018/06/16 기타예금이자수입_기금 99672.효성 장애청소년의료재활 사업기금 이자수입

2018/06/16 기타예금이자수입_기금 99697.코비에셋 이자수입

2018/06/16 기타예금이자수입_기금 99693.전동휠체어보급기금 이자수입

2018/06/16 기타예금이자수입_기금 99548.지역사회재활_잔디기금 이자수입

2018/06/16 기타예금이자수입_기금 99619.비지정기부금 이자수입

2018/06/16 기타예금이자수입_기금 99671.현대모비스 보조기구지원 사업기금 이자수입

2018/06/16 기타잡수입 99700.신용카드재단 장애어린이가족통합지원기금 이자수입

2018/06/16 기타잡수입 99703.일주재단 장애가족교육지원 사업기금 이자수입

2018/06/16 기타잡수입 99699.외부_공동모금회(병원운영기금_윤병철기금) 이자수입

2018/06/16 예금이자수입_운영비 99688.KEB하나_후원금 이자수입

2018/06/16 예금이자수입_운영비 98001.미지급금 통장 이자수입

2018/06/16 예금이자수입_운영비 99629.배분사업기금의 10% 이자수입

2018/06/16 예금이자수입_운영비 99705.푸르메공동체마을자립기금 10% 이자수입

2018/06/16 예금이자수입_운영비 99534.우리 후원금(ARS) 이자수입

2018/06/16 예금이자수입_운영비 99691.어린이재활병원기금의 10% 이자 수입

2018/06/16 예금이자수입_운영비 99542.운영비 이자수입

2018/06/16 예금이자수입_운영비 98000.우리_후원금 이자수입

2018/06/16 예금이자수입_운영비 99631.지역사회재활시서기금 10% 운영비 이자수입

2018/06/16 예금이자수입_운영비 99632.이자수입 통장 이자수입

2018/06/24 기타예금이자수입_기금 99523.기타지정/최중석출판기금 이자 수입

2018/06/24 예금이자수입_운영비 99524.농협_후원금 계좌 이자 수입

2018/06/27 기타잡수입 6/7~6/15 네덜란드 선진농업 연수 관련 출장 일비 지급 정산 후 잔액 반납 환전에 따른 환전 차익 

잡수입 소계

6월 수입 총계



금액

어린이재활병원운영 30,000,000

푸르메공동체마을 조사연구 9,900,651

장애인복지시설운영 10,000,000

장애인재활치료 198,893,637

모금사업비 272,200

기부자개발 및 관리 4,847,296

87,189,544

341,103,328

회    사 : [2708] (재)푸르메

회계단위 : [1000] (재)푸르메본사

날짜 예산과목 적요란

2018/06/14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18년 4차 푸르메재단넥슨어린이재활병원 법인전입금('18년 4/16 우리에*아이*스 기부)

2018/06/01 조사연구사업비 '6/7~6/15 푸르메에코팜 건립을 위한 선진농업 및 케어팜 견학_상비약 구매(종합감기약 외)

2018/06/07 조사연구사업비 '6/7~6/15 푸르메에코팜 건립을 위한 선진농업 및 케어팜 견학_연수 기념품 구입

2018/06/07 조사연구사업비 '6/7~6/15 푸르메에코팜 건립을 위한 선진농업 및 케어팜 견학_숙박 및 석식비

2018/06/07 조사연구사업비 '6/7~6/15 푸르메에코팜 건립을 위한 선진농업 및 케어팜 견학_숙박 및 석식비

2018/06/08 조사연구사업비 '6/7~6/15 푸르메에코팜 건립을 위한 선진농업 및 케어팜 견학_식비 및 입장료

2018/06/08 조사연구사업비 '6/7~6/15 푸르메에코팜 건립을 위한 선진농업 및 케어팜 견학_식비 및 입장료

2018/06/08 조사연구사업비 '6/7~6/15 푸르메에코팜 건립을 위한 선진농업 및 케어팜 견학_식비 및 입장료

2018/06/08 조사연구사업비 '6/7~6/15 푸르메에코팜 건립을 위한 선진농업 및 케어팜 견학_식수 및 간식구입

2018/06/09 조사연구사업비 '6/7~6/15 푸르메에코팜 건립을 위한 선진농업 및 케어팜 견학_숙박 도시세 및 식비

2018/06/09 조사연구사업비 '6/7~6/15 푸르메에코팜 건립을 위한 선진농업 및 케어팜 견학_숙박 도시세 및 식비

2018/06/09 조사연구사업비 '6/7~6/15 푸르메에코팜 건립을 위한 선진농업 및 케어팜 견학_아그리포트 투어 및 식비

2018/06/09 조사연구사업비 '6/7~6/15 푸르메에코팜 건립을 위한 선진농업 및 케어팜 견학_아그리포트 투어 및 식비

2018/06/09 조사연구사업비 '6/7~6/15 푸르메에코팜 건립을 위한 선진농업 및 케어팜 견학_아그리포트 투어 및 식비

2018/06/10 조사연구사업비 '6/7~6/15 푸르메에코팜 건립을 위한 선진농업 및 케어팜 견학_차량 주차비

2018/06/10 조사연구사업비 '6/7~6/15 푸르메에코팜 건립을 위한 선진농업 및 케어팜 견학_식비 및 현지 경비

2018/06/10 조사연구사업비 '6/7~6/15 푸르메에코팜 건립을 위한 선진농업 및 케어팜 견학_식비 및 현지 경비

2018/06/10 조사연구사업비 '6/7~6/15 푸르메에코팜 건립을 위한 선진농업 및 케어팜 견학_식비 및 현지 경비

2018/06/10 조사연구사업비 '6/7~6/15 푸르메에코팜 건립을 위한 선진농업 및 케어팜 견학_식비 및 현지 경비

2018년 06월 지출내역

항목

푸르메재단운영

합계

예산과목원장(원장)

기  간 : 2018년 06월 01일 ~ 2018년 06월 30일

어린이재활병원운영 사업비 소계



2018/06/10 조사연구사업비 '6/7~6/15 푸르메에코팜 건립을 위한 선진농업 및 케어팜 견학_식비 및 현지 경비

2018/06/10 조사연구사업비 '6/7~6/15 푸르메에코팜 건립을 위한 선진농업 및 케어팜 견학_식비 및 현지 경비

2018/06/10 조사연구사업비 '6/7~6/15 푸르메에코팜 건립을 위한 선진농업 및 케어팜 견학_식비 및 현지 경비

2018/06/10 조사연구사업비 '6/7~6/15 푸르메에코팜 건립을 위한 선진농업 및 케어팜 견학_식비 및 현지 경비

2018/06/10 조사연구사업비 '6/7~6/15 푸르메에코팜 건립을 위한 선진농업 및 케어팜 견학_식비 및 현지 경비

2018/06/10 조사연구사업비 '6/7~6/15 푸르메에코팜 건립을 위한 선진농업 및 케어팜 견학_식비 및 현지 경비

2018/06/11 조사연구사업비 '6/7~6/15 푸르메에코팜 건립을 위한 선진농업 및 케어팜 견학_숙박 도시세 및 식비

2018/06/11 조사연구사업비 '6/7~6/15 푸르메에코팜 건립을 위한 선진농업 및 케어팜 견학_숙박 도시세 및 식비

2018/06/11 조사연구사업비 '6/7~6/15 푸르메에코팜 건립을 위한 선진농업 및 케어팜 견학_숙박 도시세 및 식비

2018/06/11 조사연구사업비 '6/7~6/15 푸르메에코팜 건립을 위한 선진농업 및 케어팜 견학_주유 및 현지 경비

2018/06/11 조사연구사업비 '6/7~6/15 푸르메에코팜 건립을 위한 선진농업 및 케어팜 견학_주유 및 현지 경비

2018/06/11 조사연구사업비 '6/7~6/15 푸르메에코팜 건립을 위한 선진농업 및 케어팜 견학_주유 및 현지 경비

2018/06/12 조사연구사업비 '6/7~6/15 푸르메에코팜 건립을 위한 선진농업 및 케어팜 견학_숙박비

2018/06/12 조사연구사업비 '6/7~6/15 푸르메에코팜 건립을 위한 선진농업 및 케어팜 견학_케어팜 생산품 구입 및 현지 경비

2018/06/12 조사연구사업비 '6/7~6/15 푸르메에코팜 건립을 위한 선진농업 및 케어팜 견학_케어팜 생산품 구입 및 현지 경비

2018/06/12 조사연구사업비 '6/7~6/15 푸르메에코팜 건립을 위한 선진농업 및 케어팜 견학_케어팜 생산품 구입 및 현지 경비

2018/06/12 조사연구사업비 '6/7~6/15 푸르메에코팜 건립을 위한 선진농업 및 케어팜 견학_케어팜 생산품 구입 및 현지 경비

2018/06/12 조사연구사업비 '6/7~6/15 푸르메에코팜 건립을 위한 선진농업 및 케어팜 견학_케어팜 생산품 구입 및 현지 경비

2018/06/13 조사연구사업비 '6/7~6/15 푸르메에코팜 건립을 위한 선진농업 및 케어팜 견학_식비

2018/06/13 조사연구사업비 '6/7~6/15 푸르메에코팜 건립을 위한 선진농업 및 케어팜 견학_식비

2018/06/13 조사연구사업비 '6/7~6/15 푸르메에코팜 건립을 위한 선진농업 및 케어팜 견학_주차비

2018/06/14 조사연구사업비 6/7~6/15 네덜란드 연수 현지 통역 및 가이드 비용 지급(250EURO*5일)

2018/06/14 조사연구사업비 '6/7~6/15 푸르메에코팜 건립을 위한 선진농업 및 케어팜 견학_GVE승차권 구입

2018/06/14 조사연구사업비 '6/7~6/15 푸르메에코팜 건립을 위한 선진농업 및 케어팜 견학_주유비

2018/06/26 조사연구사업비 6/7~6/15 푸르메에코팜 건립을 위한 선진농업 및 케어팜 견학_출장여비 정산(백*학상임이사 외)

2018/06/26 조사연구사업비 6/7~6/15 푸르메에코팜 건립을 위한 선진농업 및 케어팜 견학_출장여비 정산(백*학상임이사 외)

2018/06/26 조사연구사업비 6/7~6/15 푸르메에코팜 건립을 위한 선진농업 및 케어팜 견학_출장여비 정산(백*학상임이사 외)

2018/06/26 조사연구사업비 6/7~6/15 푸르메에코팜 건립을 위한 선진농업 및 케어팜 견학_출장여비 정산(백*학상임이사 외)

2018/06/26 조사연구사업비 6/7~6/15 푸르메에코팜 건립을 위한 선진농업 및 케어팜 견학_출장여비 정산(백*학상임이사 외)

2018/06/26 조사연구사업비 6/7~6/15 푸르메에코팜 건립을 위한 선진농업 및 케어팜 견학_출장여비 정산(백*학상임이사 외)

2018/06/07 마포 스포츠센터 '18년 마포푸르메스포츠센터 법인전입금 교부

2018/06/01 비전캠프 '5/25 18년 일주학술문화재단 백두산캠프 발대식_저녁식사경비(엄*길대장 외)

2018/06/01 비전캠프 '6/27~6/30 18년 일주학술문화재단 '엄*길대장과함께하는 백두산캠프'_항공권구매(엄*길대장 외38명 / 총39명)

2018/06/04 배분회의 및 운영비 '18년 카카오 장애아동재활치료비지원사업 진행물풀 구입_문구류구입

2018/06/04 장애아동재활치료비지원 '18년 카카오 장애아동재활치료비지원사업 홍보포스터 제작 발송경비(일반우편 540통)

2018/06/05 문화나눔지원(객석나눔_현물_도모컴퍼니)5월 문화나눔_(주)도*컴퍼니'당신만이'(좋은세상 이웃사람들 이*원외 총19석)

2018/06/05 가족여행 '6/5~6/8 2018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제주도가족여행(42명)_1일차 식대 및 입장료, 진행경비 등

2018/06/05 가족여행 '6/5~6/8 2018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제주도가족여행(42명)_1일차 식대 및 입장료, 진행경비 등

푸르메공동체마을 조사연구사업비 소계

장애인복지시설운영 사업비 소계



2018/06/05 가족여행 '6/5~6/8 2018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제주도가족여행(42명)_1일차 식대 및 입장료, 진행경비 등

2018/06/05 가족여행 '6/5~6/8 2018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제주도가족여행(42명)_1일차 식대 및 입장료, 진행경비 등

2018/06/05 가족여행 '6/5~6/8 2018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제주도가족여행(42명)_1일차 식대 및 입장료, 진행경비 등

2018/06/05 가족여행 '6/5~6/8 2018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제주도가족여행(42명)_렌트카&카시트, 진행경비 등

2018/06/05 가족여행 '6/5~6/8 2018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제주도가족여행(42명)_렌트카&카시트, 진행경비 등

2018/06/06 가족여행 '6/5~6/8 2018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제주도가족여행(42명)_2일차 식대 및 입장료, 진행경비 등

2018/06/06 가족여행 '6/5~6/8 2018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제주도가족여행(42명)_2일차 식대 및 입장료, 진행경비 등

2018/06/06 가족여행 '6/5~6/8 2018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제주도가족여행(42명)_2일차 식대 및 입장료, 진행경비 등

2018/06/06 가족여행 '6/5~6/8 2018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제주도가족여행(42명)_진행경비(상비약구입)

2018/06/06 가족여행 '6/5~6/8 2018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제주도가족여행(42명)_진행경비(상비약구입)

2018/06/07 보조기구지원 '18년 SPC 장애어린이청소년 보조기구 지원사업 선급금 지급(47,515천원 中 50%)

2018/06/07 진행비 '18년 SPC행복한펀드 전달식 진행경비_현수막 및 기부보드 제작 경비

2018/06/07 희귀난치의료비지원 '18년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어린이지원사업 지원금 지급(권*)

2018/06/07 희귀난치의료비지원 '18년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어린이지원사업 지원금 지급(김*결)

2018/06/07 희귀난치의료비지원 '18년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어린이지원사업 지원금 지급(손*주)

2018/06/07 가족여행 '6/5~6/8 2018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제주도가족여행(42명)_3일차 식대 및 입장료, 진행경비 등

2018/06/07 가족여행 '6/5~6/8 2018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제주도가족여행(42명)_3일차 식대 및 입장료, 진행경비 등

2018/06/07 가족여행 '6/5~6/8 2018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제주도가족여행(42명)_3일차 식대 및 입장료, 진행경비 등

2018/06/07 가족여행 '6/5~6/8 2018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제주도가족여행(42명)_3일차 식대 및 입장료, 진행경비 등

2018/06/07 가족여행 '6/5~6/8 2018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제주도가족여행(42명)_3일차 식대 및 입장료, 진행경비 등

2018/06/07 가족여행 '6/5~6/8 2018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제주도가족여행(42명)_3일차 식대 및 입장료, 진행경비 등

2018/06/07 가족여행 '6/5~6/8 2018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제주도가족여행(42명)_3일차 식대 및 입장료, 진행경비 등

2018/06/08 가족여행 '6/5~6/8 2018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제주도가족여행(42명)_4일차 식대 및 진행경비 등

2018/06/08 가족여행 '6/5~6/8 2018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제주도가족여행(42명)_4일차 식대 및 진행경비 등

2018/06/08 가족여행 '6/5~6/8 2018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제주도가족여행(42명)_4일차 식대 및 진행경비 등

2018/06/08 가족여행 '6/5~6/8 2018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제주도가족여행(42명)_4일차 식대 및 진행경비 등

2018/06/08 가족여행 '6/5~6/8 2018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제주도가족여행(42명)_렌트카&카시트 결제취소

2018/06/08 가족여행 '6/5~6/8 2018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제주도가족여행(42명)_리조트 숙박비(3박/ 객실 12실)

2018/06/11 미소원정대 '18년 코비에셋과함께하는 지원사업 3차 미소원정대 사전답사경비_차량 유류대

2018/06/12 비장애형제.자매 교육비지원 '18년 일주학술문화재단 장애어린이 비장애형제자매교육비 지원 포기 반납(문*연)

2018/06/14 보조기구지원 '17년 볼보자동차코리아 장애어린이 보조기구 지원사업 지원금(김*피*,최*호_그린드림)

2018/06/14 보조기구지원 '17년 볼보자동차코리아 장애어린이 보조기구 지원사업 지원금(김*피*_더월)

2018/06/14 보조기구지원 '17년 볼보자동차코리아 장애어린이 보조기구 지원사업 지원금(박*은_플러스에젤)

2018/06/14 2017년 재활치료비지원 '17년 볼보자동차코리아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이*경,오*윤)

2018/06/14 2017년 재활치료비지원 '17년 볼보자동차코리아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이*경,오*윤)

2018/06/14 기타지정기부 '18년 볼보자동차코리아 임직원 봉사활동 지원금 2차 미소원정대_현수막제작(암*재활원)

2018/06/14 재활치료비지원 '17년 비*이(이*윤) 지정기탁 재활치료비 지원(박*윤)

2018/06/14 재활치료비지원_이베이 '17년 이*이코*아님 장애어린이.청소년 재활치료비 지원(*희)

2018/06/14 2017년 재활치료비지원 '17년 하나금융나눔재단 장애어린이 재활치료 지원(문*환,김*연,김*정)

2018/06/14 2017년 재활치료비지원 '17년 하나금융나눔재단 장애어린이 재활치료 지원(문*환,김*연,김*정)



2018/06/14 의료비지원 '18년 SPC 장애어린이.청소년 의료비 지원(이*영)

2018/06/14 장애아동재활치료비지원 '18년 카카오 장애아동재활치료비지원사업 홍보포스터 제작 경비(1,500부)

2018/06/14 재활치료비지원_션(노하음) '18년 *(노*음) 재활치료비 지정대상지 지원금 지급(이*은)

2018/06/14 2017년 비장애형제지원 '17년 효성 비장애형제자매 지원(장*린_장*환누나)

2018/06/14 2017년 재활치료비및인식개선 '17년 현대모비스 장애어린이.청소년 재활치료비 지원(황*진,임*한,이*린,신*형)

2018/06/14 2017년 재활치료비및인식개선 '17년 현대모비스 장애어린이.청소년 재활치료비 지원(황*진,임*한,이*린,신*형)

2018/06/14 2017년 재활치료비및인식개선 '17년 현대모비스 장애어린이.청소년 재활치료비 지원(황*진,임*한,이*린,신*형)

2018/06/14 배분위원회의비 '6/1 18년 현대모비스 장애어린이재활치료비 지원사업 배분심사_심사비지급(이*범님 외)

2018/06/14 배분위원회의비 '6/1 18년 현대모비스 장애어린이재활치료비 지원사업 배분심사_심사비지급(이*범님 외)

2018/06/14 배분위원회의비 '6/1 18년 현대모비스 장애어린이재활치료비 지원사업 배분심사_심사비지급(이*범님 외)

2018/06/14 장애부모자녀 교육비지원 '18년 일주학술문화재단 장애부모자녀 교육비 지원(전*영/ 5월~7월)

2018/06/14 비전캠프 '6/27~6/30 18년 일주학술문화재단 '엄*길대장과함께하는 백두산캠프'_프로미 해외여행보험가입(엄*길대장 외38명 / 총39명)

2018/06/14 장애어린이재활치료비지원 '18년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장애어린이 재활치료 지원(하*진)

2018/06/17 미소원정대 '6/17 18년 코비에셋과함께하는 지원사업 3차 미소원정대 '파주아름다운*리'진행경비_식대 및 차량 유류대

2018/06/17 미소원정대 '6/17 18년 코비에셋과함께하는 지원사업 3차 미소원정대 '파주아름다운*리'진행경비_식대 및 차량 유류대

2018/06/17 미소원정대 '6/17 18년 코비에셋과함께하는 지원사업 3차 미소원정대 '파주아름다운*리'진행경비_식대 및 차량 유류대

2018/06/18 미소원정대 '18년 코비에셋과함께하는 지원사업 3차 미소원정대 진행경비_차량 유류대

2018/06/20 비전캠프 '6/27~6/30 18년 일주학술문화재단'엄*길대장과함께하는 백두산캠프'_사전 회의 후 저녁식대(일주재단 이*우과장외)

2018/06/21 비전캠프 '6/27~6/30 18년 일주학술문화재단'엄*길대장과함께하는 백두산캠프'_진행물품(앨범 및 액자)구입

2018/06/21 희귀난치의료비지원 '18년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어린이지원사업 지원금 지급(이*민)

2018/06/22 비전캠프 '6/27~6/30 18년 일주학술문화재단'엄*길대장과함께하는 백두산캠프'_진행물품(명찰 등) 구입

2018/06/22 가족여행 '6/5~6/8 2018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제주도가족여행_사진인화비

2018/06/24 비전캠프 '6/27~6/30 18년 일주학술문화재단'엄*길대장과함께하는 백두산캠프'_진행물품(스티커 외) 구입

2018/06/25 비전캠프 '6/27~6/30 18년 일주학술문화재단'엄*길대장과함께하는 백두산캠프'_비자발급(왕*덕외36명 / 총37명)

2018/06/25 비전캠프 '6/27~6/30 18년 일주학술문화재단'엄*길대장과함께하는 백두산캠프'_출장여비(왕*덕외3명)

2018/06/25 비전캠프 '6/27~6/30 18년 일주학술문화재단'엄*길대장과함께하는 백두산캠프'_출장여비(왕*덕외3명)

2018/06/25 비전캠프 '6/27~6/30 18년 일주학술문화재단'엄*길대장과함께하는 백두산캠프'_출장여비(왕*덕외3명)

2018/06/25 비전캠프 '6/27~6/30 18년 일주학술문화재단'엄*길대장과함께하는 백두산캠프'_출장여비(왕*덕외3명)

2018/06/25 비전캠프 '6/27~6/30 18년 일주학술문화재단'엄*길대장과함께하는 백두산캠프'_현수막 제작

2018/06/25 비전캠프 '6/27~6/30 18년 일주학술문화재단'엄*길대장과함께하는 백두산캠프'_현지경비(숙박,식비,차량비 등)(엄*길대장 외38명 / 총39명)

2018/06/26 비전캠프 '6/27~6/30 18년 일주학술문화재단'엄*길대장과함께하는 백두산캠프'_진행비(연수원숙박비 외)

2018/06/26 비전캠프 '6/27~6/30 18년 일주학술문화재단'엄*길대장과함께하는 백두산캠프'_진행비(연수원숙박비 외)

2018/06/26 비전캠프 '6/27~6/30 18년 일주학술문화재단'엄*길대장과함께하는 백두산캠프'_진행비(연수원숙박비 외)

2018/06/26 비전캠프 '6/27~6/30 18년 일주학술문화재단'엄*길대장과함께하는 백두산캠프'_진행비(연수원숙박비 외)

2018/06/26 비전캠프 '6/27~6/30 18년 일주학술문화재단'엄*길대장과함께하는 백두산캠프'_진행비(연수원숙박비 외)

2018/06/26 비전캠프 '6/27~6/30 18년 일주학술문화재단'엄*길대장과함께하는 백두산캠프'_진행비(연수원숙박비 외)

2018/06/27 비전캠프 '6/27~6/30 18년 일주학술문화재단'엄*길대장과함께하는 백두산캠프'_진행비(연수원숙박비 외)

2018/06/28 보조기구지원 '17년 볼보자동차코리아 장애어린이 보조기구 지원사업 지원금(권*성 외24인_(주)사랑으로)

2018/06/28 보조기구지원 '17년 볼보자동차코리아 장애어린이 보조기구 지원사업 지원금(김*빈_리프트케어)

2018/06/28 보조기구지원 '17년 볼보자동차코리아 장애어린이 보조기구 지원사업 지원금(전*현_원보조기)



2018/06/28 2017년 재활치료비지원 '17년 하나금융나눔재단 장애어린이 재활치료 지원(오*석,송*은,김*은)

2018/06/28 2017년 재활치료비지원 '17년 하나금융나눔재단 장애어린이 재활치료 지원(오*석,송*은,김*은)

2018/06/28 나눔치과기공물할인 6월 치기공물 지원(*치과기공소외 1)

2018/06/28 의료비지원 '18년 SPC 장애어린이.청소년 의료비 지원(이*우)

2018/06/28 배분심사회의진행비 '6/4~6/15 18년 SPC 장애어린이 정형신발 및 인솔 지원사업 배분심사비(김*배님 외4인)

2018/06/28 배분심사회의진행비 '6/4~6/15 18년 SPC 장애어린이 정형신발 및 인솔 지원사업 배분심사비(김*배님 외4인)

2018/06/28 배분심사회의진행비 '6/4~6/15 18년 SPC 장애어린이 정형신발 및 인솔 지원사업 배분심사비(김*배님 외4인)

2018/06/28 배분심사회의진행비 '6/4~6/15 18년 SPC 장애어린이 정형신발 및 인솔 지원사업 배분심사비(김*배님 외4인)

2018/06/28 배분심사회의진행비 '6/4~6/15 18년 SPC 장애어린이 정형신발 및 인솔 지원사업 배분심사비(김*배님 외4인)

2018/06/28 배분위원회회의 '6/5~6/15 18년 SPC 장애어린이.청소년 의료비 지원사업 배분심사비(이*범님 외4인)

2018/06/28 배분위원회회의 '6/5~6/15 18년 SPC 장애어린이.청소년 의료비 지원사업 배분심사비(이*범님 외4인)

2018/06/28 배분위원회회의 '6/5~6/15 18년 SPC 장애어린이.청소년 의료비 지원사업 배분심사비(이*범님 외4인)

2018/06/28 배분위원회회의 '6/5~6/15 18년 SPC 장애어린이.청소년 의료비 지원사업 배분심사비(이*범님 외4인)

2018/06/28 배분위원회회의 '6/5~6/15 18년 SPC 장애어린이.청소년 의료비 지원사업 배분심사비(이*범님 외4인)

2018/06/28 2017년 재활치료비지원 '17년 카카오 장애어린이.청소년 재활치료비 지원(제*석)

2018/06/28 2017년 재활치료비지원 '17년 효성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박*현,박*환)

2018/06/28 배분위원 회의비 '18년 효성 장애어린이 비장애형제.자매 교육비 지원사업 서면심사비(김*미님 외3인) 

2018/06/28 배분위원 회의비 '18년 효성 장애어린이 비장애형제.자매 교육비 지원사업 서면심사비(김*미님 외3인) 

2018/06/28 배분위원 회의비 '18년 효성 장애어린이 비장애형제.자매 교육비 지원사업 서면심사비(김*미님 외3인) 

2018/06/28 배분위원 회의비 '18년 효성 장애어린이 비장애형제.자매 교육비 지원사업 서면심사비(김*미님 외3인) 

2018/06/28 배분위원회의비 '5/31 18년 현대모비스 장애아동편의지원사업 보조기구(개인) 배분심사비(김*태님외2인)

2018/06/28 배분위원회의비 '5/31 18년 현대모비스 장애아동편의지원사업 보조기구(개인) 배분심사비(김*태님외2인)

2018/06/28 배분위원회의비 '5/31 18년 현대모비스 장애아동편의지원사업 보조기구(개인) 배분심사비(김*태님외2인)

2018/06/28 치과치료비지원 '18년 코비에셋 장애인 희망 지원사업 포스터 및 안내문 발송경비(1,200개 기관 발송)

2018/06/28 미소원정대 '6/17 18년 코비에셋과함께하는 지원사업 3차 미소원정대 '파주아름다운*리'진행물품_일회용미러 및 글러브 등

2018/06/28 장애부모자녀 교육비지원 '18년 일주학술문화재단 장애부모자녀 교육비 지원(구*서,소*규,소*아/ 5월)

2018/06/28 장애부모자녀 교육비지원 '18년 일주학술문화재단 장애부모자녀 교육비 지원(구*서,소*규,소*아/ 5월)

2018/06/28 장애부모자녀 교육비지원 '18년 일주학술문화재단 장애부모자녀 교육비 지원(구*서,소*규,소*아/ 5월)

2018/06/28 비장애형제.자매 교육비지원 '18년 일주학술문화재단 장애어린이 비장애형제자매교육비 지원(6월_황*연, 이*희)

2018/06/28 비장애형제.자매 교육비지원 '18년 일주학술문화재단 장애어린이 비장애형제자매교육비 지원(6월_황*연, 이*희)

2018/06/28 가족여행 '6/5~6/8 2018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제주도가족여행_단체사진 발송용 물품구입

2018/06/28 가족여행 '6/5~6/8 2018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제주도가족여행_단체사진 발송용 물품구입

2018/06/28 장애아동재활치료비지원_KB국민은행'17년 KB국민은행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이*빈,이*빈)

2018/06/29 비전캠프 '6/27~6/30 18년 일주학술문화재단'엄*길대장과함께하는 백두산캠프'_진행비(빔 대여료)

2018/06/30 비전캠프 '6/27~6/30 18년 일주학술문화재단'엄*길대장과함께하는 백두산캠프'_진행비(간식비 등)

2018/06/01 모금활동진행비 '만원의기적 기부관련 G&M재단 미팅경비(박*희사무국장외/ G&*김*환팀장 외)

2018/06/11 모금활동진행비 '행복한거북이 인수매장 후보지 방문 및 진행사항 관련 SPC 미팅(박*희사무국장, SPC 고*주팀장외)

2018/06/11 모금활동진행비 '행복한거북이 인수매장 후보지 방문 및 진행사항 관련 SPC 미팅(박*희사무국장, SPC 고*주팀장외)

2018/06/19 모금활동진행비 '푸르메에코팜 건립 모금을 위한 기업 및 자치단체장 미팅 경비(백*학상임이사 외)

장애인재활치료비사업비 소계



2018/06/28 모금활동진행비 '6/25 지마켓 기부전달식 관련 기부보드 제작경비

2018/06/07 고액기부자클럽운영 고액기부자 예우서비스_故 황*덕, 장*나 기부자님 생일선물(꽃바구니)

2018/06/15 고액기부자클럽운영 고액 기부 및 캐피탈 모금관련 논의 미팅경비(아름다운재단 김*랑국장, 백*림팀장)

2018/06/01 관리및서비스 '기부신청서 수령을 위한 과천시장애인복지관 방문 도로이용료(스파크)

2018/06/05 관리및서비스 기부자 미팅 감사선물 구입경비(백*림팀장 외)

2018/06/07 관리및서비스 '푸르메천사 현판제작 경비_(쁘*마쥬_총1건)

2018/06/19 관리및서비스 기부자 관리 인쇄용지 및 기부자 관리 투명파일 구입

2018/06/20 관리및서비스 기부자 미팅 감사선물 구입경비(최*원간사 외)

2018/06/21 관리및서비스 2018년 여름호 열린지평 구입 및 발송비(기부자 664명)

2018/06/21 관리및서비스 '김*정 기부자 미팅 경비(백*림팀장 외) 

2018/06/27 관리및서비스 '우*은행 종로*가지점 기부금 전달식&임직원 자원봉사 진행 경비(우*은행 임직원 15명 외)

2018/06/27 관리및서비스 '우*은행 종로*가지점 기부금 전달식&임직원 자원봉사 진행 경비(우*은행 임직원 15명 외)

2018/06/28 관리및서비스 '기부자 미팅 감사선물 구입경비(최*원간사 외)

2018/06/28 관리및서비스 '오*희 기부자 결혼 및 김*웅기부자 자녀 결혼 경조사비 지급

2018/06/09 기부초청이벤트 6.9 '제32회 한걸음의 사랑'진행비(덕적도_30명)_식대등(장*정) 

2018/06/18 기부초청이벤트 6.09 '제32회 한걸음의 사랑'(덕적도_30명)_여객승선권(왕복)

2018/06/07 기타모금 5월 기부보드 제작비(마이크로킥보드 킥앤런_총1건)

2018/06/14 기타모금 푸르메X**오락실 캠페인 설치 LED 메세지 조명박스 구입

2018/06/19 기타모금 푸르메X**오락실 캠페인 설치 시트지 제작 경비

2018/06/19 기타모금 '푸르메X**오락실 캠페인 LED서치관련 USB 충전기 구입(5EA)

2018/06/28 기타모금 '6/21 푸르메재단&**시립과학관 협약관련 배너제작 경비

2018/06/29 기타모금 '모금행사용 쇼케이스(A3사이즈 / 3ea) 구입 경비

2018/06/07 만원의기적 캠페인 '5/26 마이크로킥보드 패밀리 킥앤런 행사_진행물품경비(홍보보드 외10종)

2018/06/11 시스템관리 5월 MRM 프로그램 이용료

2018/06/15 시스템관리 5월 CMS 대량자금이체 이용료

2018/06/05 우편발송비 기부자 감사카드.감사증서 우편발송비(보통우편 5통)

2018/06/14 우편발송비 기부자 감사카드.감사증서 우편발송비(등기우편 2통 / 보통우편 3통)

2018/06/20 우편발송비 기부자 감사카드.감사증서 우편발송비(등기우편 1통 / 보통우편 8통)

2018/06/25 우편발송비 기부자 감사카드.감사증서 우편발송비(등기우편 1통)

2018/06/29 우편발송비 기부자 감사카드.감사증서 우편발송비(보통우편 15통)

2018/06/01 사무기기임차료 5월 복합기 임차료(컬러 1대.흑백 1대)

2018/06/01 사무용품비 5월 사무용품 구입

2018/06/01 각종수수료 CMS 입금 수수료

2018/06/01 각종수수료 CMS 입금 수수료

2018/06/01 각종수수료 CMS 입금 수수료

2018/06/01 각종수수료 CMS 입금 수수료

2018/06/04 대외협력비 '행복한거북이 인수매장 후보지 방문 및  SPC 미팅 경비

2018/06/04 대외협력비 '행복한거북이 인수매장 후보지 방문 및  SPC 미팅 경비

모금사업비 소계

기부자개발 및 관리비 소계



2018/06/04 선납법인세 99687.지역사회재활/SBS기금(II) 이자수입 선납세금

2018/06/04 선납지방소득세 99687.지역사회재활/SBS기금(II) 이자수입 선납지방소득세

2018/06/04 차량유류대 차량 주유대(i30)

2018/06/04 각종수수료 CMS 입금 수수료

2018/06/04 각종수수료 CMS 입금 수수료

2018/06/04 각종수수료 KCP 입금 수수료

2018/06/04 각종수수료 CMS 입금 수수료

2018/06/04 각종수수료 CMS 입금 수수료

2018/06/05 각종수수료 KCP 입금 수수료

2018/06/05 각종수수료 KCP 입금 수수료

2018/06/05 각종수수료 KCP 입금 수수료

2018/06/05 각종수수료 KCP 입금 수수료

2018/06/07 도시가스요금 4월 도시가스요금 재단부담분

2018/06/07 복리후생비 재단 직원 업무진행 협의 음료구입(박*희사무국장 외)

2018/06/07 상수도요금 4월 상하수도요금 재단부담분

2018/06/07 소모품비 '재단 사무국 쓰레기봉투 구입(100L 10매)

2018/06/07 시무식및종무식 1/3 '2018년 푸르메 시무식'진행비_백설기(4말) 구입

2018/06/07 전기요금 4월 전기요금 재단부담분

2018/06/07 홍보대사관리비 홍보대사 예우서비스_이*선 홍보대사 생일선물(꽃바구니)

2018/06/07 각종수수료 CMS 입금 수수료

2018/06/07 각종수수료 CMS 입금 수수료

2018/06/07 각종수수료 CMS 입금 수수료

2018/06/07 각종수수료 CMS 입금 수수료

2018/06/08 대외협력비 서북보조기기센터 운영보고 관련 서울시 미팅(박*희사무국장 외)

2018/06/08 복리후생비 직원 경조사비_배분사업팀 신*정 선임간사 결혼(6/10)

2018/06/08 각종수수료 '재단 사무실 시스템에어컨 고장에 따른 점검 출장비

2018/06/09 선납법인세 99202.배분/KB금융장애아동재활치료비지원 이자 선납세금

2018/06/09 선납지방소득세 99202.배분/KB금융장애아동재활치료비지원 이자 지방소득세

2018/06/11 건강보험 5월 국민건강보험료 사업주부담금

2018/06/11 고용보험 5월 고용보험 사업주부담금 및 직업안정개발금

2018/06/11 국민연금 5월 국민연금보험료 사업주부담금

2018/06/11 산재보험 5월 산재보험 사업주부담금

2018/06/11 우편요금 '웹진 제작 신규업체'디엔디피아'계약서 우편 발송비

2018/06/11 장기요양보험 5월 장기요양보험료 사업주부담금

2018/06/11 각종수수료 5월 WIN CMS 수수료

2018/06/12 대외협력비 '행복한거북이 사무실 디자이너 미팅 경비(박*희사무국장, 이*래 디자이너외)

2018/06/12 각종수수료 CMS 입금 수수료

2018/06/12 각종수수료 CMS 입금 수수료

2018/06/12 각종수수료 KCP 입금 수수료

2018/06/12 각종수수료 CMS 입금 수수료



2018/06/12 각종수수료 KCP 입금 수수료

2018/06/12 각종수수료 CMS 입금 수수료

2018/06/12 각종수수료 CMS 입금 수수료

2018/06/14 개별직원교육 '아름다운재단 '나눔윤리 특별교육' 기빙웰"기부와 나눔에 대한 윤리적 질문들 2" 교육비 지원(백*림팀장)

2018/06/14 대외협력비 5월 근조기 발송비(5/18~6/10 사*원작가 개인전_가나아트갤러리)

2018/06/14 도서및인쇄비 재단 임직원 점자명함 제작 비용(이*규팀장 외9인)

2018/06/14 도서및인쇄비 재단 임직원 점자명함 제작 비용(이*규팀장 외9인)

2018/06/14 웹진제작발송 '웹진 외부 제작업체 계약 연장 비용 (2018년 4월 ~ 2018년 7월 / 총3회)

2018/06/14 콘텐츠제작 6월 웹진 담쟁이 '이야기 플러스' 원고료(홍*윤)

2018/06/14 각종수수료 KCP 입금 수수료

2018/06/14 각종수수료 KCP 입금 수수료

2018/06/14 각종수수료 KCP 입금 수수료

2018/06/14 각종수수료 '푸르메센터 승강기 중앙감시반(CRT) 설치 공사비_재단 부담분(5,467,000원 中 50%)

2018/06/14 각종수수료 2018년 푸르메센터 정화조 청소비(재단 부담분)

2018/06/14 각종수수료 KCP 입금 수수료

2018/06/15 복리후생비 6/15 재단 및 직영산하시설 회계담당자 회의 저녁식대(심*옥 팀장 외)

2018/06/15 복리후생비 네달란드 연수 해산 관련 회의비(백*학 상임이사 외)

2018/06/15 콘텐츠제작 담쟁이 311호'푸르메인연' 권*순 정기기부자 인터뷰 감사선물구입

2018/06/16 선납법인세 99623. 하나재단 장애어린이 및 가족지원 이자 선납세금

2018/06/16 선납법인세 99641.SPC행복한펀드기금 이자 선납세금

2018/06/16 선납법인세 99705.푸르메공동체마을자립기금 이자 선납법인세

2018/06/16 선납법인세 99629.배분사업기금의 10% 이자 선납법인세

2018/06/16 선납법인세 99701.볼보자동차코리아 장애어린이지원 이자 선납법인세

2018/06/16 선납법인세 99700.신용카드재단 장애어린이가족통합지원기금 이자 선납세금

2018/06/16 선납법인세 98004.장애어린이천사기금 이자 선납법인세

2018/06/16 선납법인세 99690.푸르메재활병원운영기금 이자 선납법인세

2018/06/16 선납법인세 99691.어린이재활병원기금의 10% 이자 선납법인세

2018/06/16 선납법인세 99704.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_사업비기금 이자 선납세금

2018/06/16 선납법인세 99686.삼성두리하나천사기금 이자 선납세금

2018/06/16 선납법인세 99684.카카오 장애청소년의료재활 사업기금 선납법인세

2018/06/16 선납법인세 99703.일주재단 장애가족교육지원 사업기금 이자 선납세금

2018/06/16 선납법인세 99631.지역사회재활시서기금 10% 운영비 이자 선납법인세

2018/06/16 선납법인세 99672.효성 장애청소년의료재활 사업기금 이자 선납세금

2018/06/16 선납법인세 99632.이자수입 통장 이자 선납세금

2018/06/16 선납법인세 99619.비지정기부금 이자 선납세금

2018/06/16 선납법인세 99671.현대모비스 보조기구지원 사업기금 이자 선납세금

2018/06/16 선납지방소득세 99623.하나재단 장애어린이 및 가족지원 이자 지방소득세

2018/06/16 선납지방소득세 99641.SPC행복한펀드기금 이자 선납 지방소득세

2018/06/16 선납지방소득세 99705.푸르메공동체마을자립기금 이자 선납지방소득세

2018/06/16 선납지방소득세 99629.배분사업기금의 10% 이자 선납지방소득세



2018/06/16 선납지방소득세 99701.볼보자동차코리아 장애어린이지원 이자 선납지방소득세

2018/06/16 선납지방소득세 99700.신용카드재단 장애어린이가족통합지원기금 이자 지방소득세

2018/06/16 선납지방소득세 98004.장애어린이천사기금 이자 선납지방소득세

2018/06/16 선납지방소득세 99690.푸르메재활병원운영기금 이자 선납지방소득세

2018/06/16 선납지방소득세 99691.어린이재활병원기금의 10% 이자 선납지방소득세

2018/06/16 선납지방소득세 99704.어린이재활병원운영기금_사업비기금 이자 지방소득세

2018/06/16 선납지방소득세 99686.삼성두리하나천사기금 이자 지방소득세

2018/06/16 선납지방소득세 99684.카카오 장애청소년의료재활 사업기금 선납지방소득세

2018/06/16 선납지방소득세 99703.일주재단 장애가족교육지원 사업기금 이자 지방소득세

2018/06/16 선납지방소득세 99631.지역사회재활시서기금 10% 운영비 이자 선납지방소득세

2018/06/16 선납지방소득세 99672.효성 장애청소년의료재활 사업기금 이자 지방소득세

2018/06/16 선납지방소득세 99632.이자수입 통장 이자 선납 지방소득세

2018/06/16 선납지방소득세 99619.비지정기부금 이자 지방소득세

2018/06/16 선납지방소득세 99671.현대모비스 보조기구지원 사업기금 이자 선납지방소득세

2018/06/18 각종수수료 KCP 입금 수수료

2018/06/18 각종수수료 KCP 입금 수수료

2018/06/18 각종수수료 KCP 입금 수수료

2018/06/18 각종수수료 KCP 입금 수수료

2018/06/19 출장여비 '재무회계팀 교통카드 충전(#7664)

2018/06/20 복리후생비 재단 사무실 차,커피 구입

2018/06/20 우편요금 푸르메마을 모금 관련 계좌 등록 신고서 등기우편 발송비(서울시)

2018/06/20 인터넷 사용료 4월분 인터넷 사용료(종로아이존)

2018/06/20 차량유류대 차량 주유대(스파크)

2018/06/20 각종수수료 KCP 입금 수수료

2018/06/20 각종수수료 KCP 입금 수수료

2018/06/20 각종수수료 KCP 입금 수수료

2018/06/21 도시가스요금 5월 도시가스요금 재단부담분

2018/06/21 소모품비 재무회계팀 프린터(신도A603dn) 토너 구입(1개) 

2018/06/21 웹진제작발송 온라인 뉴스레터 '웹진 담쟁이' 외주제작 선급금 지급(132만원 中 일부)

2018/06/21 인터넷 사용료 5월 Tbiz 그룹웨어 사용료 

2018/06/21 인터넷 사용료 5월 인터넷요금

2018/06/21 전기요금 5월 전기요금 재단부담분

2018/06/21 전화요금 5월 신용카드단말기 이용요금

2018/06/21 전화요금 5월 전화요금

2018/06/21 전화요금 5월 전화요금(02-6395-7112외 4대)

2018/06/21 각종수수료 KCP 입금 수수료

2018/06/21 각종수수료 KCP 입금 수수료

2018/06/21 각종수수료 KCP 입금 수수료

2018/06/22 복리후생비 배분사업팀 안*영간사 조*상(故이*섭) 경조사비 지급

2018/06/22 우편요금  재단 기획기사 참고자료용 재단 도서 2권 우편 발송 경비(최*욱 편집국장)



2018/06/22 차량유류대 차량 주유대(i30)

2018/06/22 각종수수료 KCP 입금 수수료

2018/06/25 급여 6월 급여(박*희사무국장외 20인)

2018/06/25 인터넷 사용료 5월분 인터넷 사용료(재활센터/종로장애인복지관)

2018/06/25 인터넷 사용료 5월분 인터넷 사용료(재활센터/종로장애인복지관)

2018/06/25 전화요금 5월 전화요금(02-720-3028)

2018/06/25 정수기 관리비 6월 정수기 소독관리비

2018/06/26 인터넷 사용료 5월분 인터넷 및 그룹웨어 사용료(행복한베이커리&카페)

2018/06/26 출장여비 6/26 행복한거북이 신규매장 관련 미팅_도로이용료(박*희사무국장 외) 

2018/06/26 각종수수료 CMS 입금 수수료

2018/06/26 각종수수료 KCP 입금 수수료

2018/06/26 각종수수료 CMS 입금 수수료

2018/06/26 각종수수료 CMS 입금 수수료

2018/06/26 각종수수료 CMS 입금 수수료

2018/06/26 각종수수료 CMS 입금 수수료

2018/06/27 기타회의비 '6/27 재단 신규사업관련 정책기획자문회의 경비(백*학상임이사, 이*수위원장 외)

2018/06/27 기타회의비 '6/27 재단 신규사업관련 정책기획자문회의 경비(백*학상임이사, 이*수위원장 외)

2018/06/27 소모품비 재무회계팀 프린터(신도A603dn) 이미지 드럼 구입(1개) 

2018/06/28 대외협력비 재단 유관기관 마포구청장(박*섭 구청장) 퇴임기념 감사패 제작

2018/06/28 대외협력비 재단 유관기관 마포구청장(박*섭 구청장) 퇴임기념 감사패 제작

2018/06/28 대외협력비 '5월 신교공영 주자창 이용요금(총 2대분)

2018/06/28 도서및인쇄비 6월 신문 구독료

2018/06/28 도서및인쇄비 '18년 상반기 동아일보 구독료 지급(2018.01~2018.06 / 6개월분)

2018/06/28 도서및인쇄비 '재단 소봉투 제작경비(500부 제작)

2018/06/28 복리후생비 재단 이사진(김*규 *사 차남 결혼) 경조사비 지급

2018/06/28 사무기기임차료 6월 복합기 임차료(컬러 1대.흑백 1대)

2018/06/28 전화요금 6월 웹하드 이용료

2018/06/28 차량경정비 '재단 차량 세차비(i30)

2018/06/28 퇴직적립금(1년미만) 18년 2분기 퇴직연금 불입(1년미만_최*원)

2018/06/28 퇴직적립금(1년이상) 18년 2분기 퇴직연금 불입(1년이상_백*학외 12인)

2018/06/28 퇴직적립금(1년이상) 18년 2분기 퇴직연금 불입(1년이상_백*학외 12인)

2018/06/28 퇴직적립금(1년이상) 18년 2분기 퇴직연금 불입(1년이상_백*학외 12인)

2018/06/28 퇴직적립금(1년이상) 18년 2분기 퇴직연금 불입(1년이상_백*학외 12인)

2018/06/28 퇴직적립금(1년이상) 18년 2분기 퇴직연금 불입(1년이상_백*학외 12인)

2018/06/28 퇴직적립금(1년이상) 18년 2분기 퇴직연금 불입(1년이상_백*학외 12인)

2018/06/28 퇴직적립금(1년이상) 18년 2분기 퇴직연금 불입(1년이상_백*학외 12인)

2018/06/28 퇴직적립금(1년이상) 18년 2분기 퇴직연금 불입(1년이상_백*학외 12인)

2018/06/28 퇴직적립금(1년이상) 18년 2분기 퇴직연금 불입(1년이상_백*학외 12인)

2018/06/28 퇴직적립금(1년이상) 18년 2분기 퇴직연금 불입(1년이상_백*학외 12인)

2018/06/28 퇴직적립금(1년이상) 18년 2분기 퇴직연금 불입(1년이상_백*학외 12인)



2018/06/28 퇴직적립금(1년이상) 18년 2분기 퇴직연금 불입(1년이상_백*학외 12인)

2018/06/28 퇴직적립금(1년이상) 18년 2분기 퇴직연금 불입(1년이상_백*학외 12인)

2018/06/28 각종수수료 KCP 입금 수수료

2018/06/28 각종수수료 6월 재무회계팀 컴퓨터 수리비

2018/06/29 소모품비 회계서류 편철용 마분지 구입(125매 1세트)

2018/06/29 우편요금 서울시 기부금품모집 관련 공문 등기우편 발송

2018/06/29 인터넷 사용료 5월분 Tbiz 그룹웨어 사용료(푸르메재활센터)

2018/06/29 출장여비 대전 어린이병원 건립관련 미팅 교통비(박*희사무국장 외)

2018/06/29 각종수수료 KCP 입금 수수료

2018/06/29 각종수수료 ARS 후원금 수수료

푸르메재단 운영비 소계

6월 지출 총계



비율(%)

30.4%

1.5%

17.3%

0.0%

1.2%

26.7%

21.2%

1.7%

100.0%

수입

1,775,000

100,000

20,000

10

10,000

6,305,000

1,010

3,696,000

10,000

750,000

30,000

80,000

13,650,000

60,000

2,010,000

30,000

1,000

20,000

5,000

240,000

10

30,000

예산과목원장(원장)

2018년 06월 수입내역

기  간 : 2018년 06월 01일 ~ 2018년 06월 30일



1,000

200,000

5,000

190,000

6,994,000

5,000

10,000

3,323

2,120,000

10

10,000

21,000

20,000

5,000

1,090,000

130,608

10,000

10,000

10,000

50,000

980,000

5,000

100,000

30,000

10,000

716,000

1,510

2,000

20,000

10,000

30,000

50,000

30,000

10,000

50,000

300,000

30,000

46,000

30,000

30,000

30,000

30,000

10,000

10,000

5,000

300

10,000

300,000

23,264,456



30,000

40

30,000

100,000

100,000

376,400

20,000

10,000

50,000

5,000

100,000

20,000

100,000

134,000

759,000

30,000

25,000

67,737,677

30,000

155,000

70,000

20,000

180,000

10,000

154,500

186,100

10,000

2,575,000

5,000

3,395,600

3,650,000

160,000

1,700

700

822,000

10,000

740,000

1,950

167,580

66,000

2,000

168,000

168,000

1,035,000

40,900

1,000

100,000

495,000

290,000



1,200

1,000

100

3,500

500

20,000

670,000

100

1,700

850,000

3,500

100

50,100

1,150

120,000

30,500

2,000,000

100

345,000

50

5,000,000

2,000,000

1,500

2,000

100

296,000

103,000

4,123,000

1,661,000

84,000

85,000

1,000

15,000

70,000

196,000

102,000

923,000

1,236,000

1,000

46,300

822,000

2,600

50,000

80,000

4,032,300

5,584,000

2,830

100

30,000



1,100

1,100

50,000

38,620,360

10,000

10,000

20,000

665,000

1,273,500

276,000

436,500

2,651,000

605,000

30,000

20,000

2,750,000

1,000

30,000

100,000

1,770,000

570,000

10,000

1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5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3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

10,000,000

30,000

20,000

80,000

3,092,000

20,000

10,000

20,000

10,000

1,360,000

10,000

10,000

424,600

5,000

20,000

100,000

400,000

100,000

20,000

10,000

10,000

1,090,000

3,000

40,000

10,000

70,000

20,000

20,000

20,000

1,120,520

10,000

17,390,000

15,000,000

30,000

10,000

1,000,000

100,000

1,000,000

46,248

10,000

19,500

59,386,868

47,316,280

47,316,280

1,544,219



421,040

6,974

11,128

1,146

473

11,943

33,582

4

2,370

124,903

37,539

100,789

4,548

12

801,431

75,403

14,675

1,285

17,161

25,067

4,509

4,880

5,777

32,084

94,762

64,218

29,357

2

47

2,151

71,793

131

4

44,311

1,481

1,740

30,195

56,106

2,299

495

9,275

3,691,309

222,819,094



비율(%)

8.8%

2.9%

2.9%

58.3%

0.1%

1.4%

25.6%

100.0%

 지출

30,000,000

30,000,000

22,000

9,638

1,484,338

133,066

297,736

136,233

180,846

10,188

153,760

106,262

256,585

251,554

206,463

61,597

194,954

37,733

42,764

72,196

2018년 06월 지출내역

예산과목원장(원장)

기  간 : 2018년 06월 01일 ~ 2018년 06월 30일



56,097

71,693

18,867

92,446

31,759

88,044

13,783

35,213

252,412

304,380

345,887

75,466

1,428,575

4,905

428,585

154,077

44,022

105,024

136,776

326,483

60,373

1,652,773

10,292

145,964

59,807

59,807

59,807

59,807

59,807

59,807

9,900,651

10,000,000

10,000,000

1,200,000

26,228,300

76,500

783,000

665,000

21,600

109,200



155,800

1,925,840

760,000

382,440

50,400

742,000

766,600

1,224,000

17,000

7,000

23,757,500

121,800

391,920

1,232,000

4,000,000

198,000

358,000

136,980

210,000

623,000

261,500

441,000

60,000

361,720

780,000

1,638,000

-382,440

4,918,000

30,000

-1,500,000

1,768,000

1,073,800

2,430,000

2,000,000

2,000,000

39,000

1,600,000

990,000

3,543,100

2,000,000



2,127,060

928,400

1,079,000

1,000,000

2,000,000

4,000,000

2,000,000

200,000

100,000

200,000

600,000

133,090

1,518,020

18,400

175,000

60,000

30,000

153,000

296,000

1,281,000

101,000

9,000

81,050

1,406,000

115,440

115,440

115,440

115,440

65,000

24,131,844

9,120

137,000

1,303,500

500,500

332,400

30,300

500,000

43,724,900

2,024,000

800,000



2,503,330

996,000

712,500

50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000,000

88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00,000

200,000

100,000

648,000

535,500

200,000

200,000

200,000

129,000

200,000

28,170

14,000

4,000,000

54,492

180,741

198,893,637

20,000

11,200

4,000

215,000



22,000

272,200

110,000

11,000

1,250

5,500

61,200

22,800

5,000

1,774,996

6,500

16,000

15,600

5,000

200,000

8,000

1,273,500

22,000

79,600

15,000

25,050

66,000

62,400

366,300

575,300

64,570

7,100

14,360

12,990

2,460

17,820

4,847,296

660,000

56,805

1,140

5,160

9,300

240

3,000

12,300



216,190

21,610

50,000

4,873

20,334

3,630

37,573

1,140

37,570

64,251

134,164

2,541

32,490

29,500

330,610

25,000

200,000

199,560

50,000

2,400

5,150

10,650

140

28,000

200,000

18,000

1,550

150

1,885,000

671,290

2,345,120

524,990

2,670

139,070

5,000

17,500

140

5,097

2,904

21,260



6,897

32,483

1,400

30,000

33,000

277,750

23,100

594,000

35,000

30,855

49,367

76,955

2,733,500

309,910

363

179,800

7,600

8,800

1,670

4,700

17,480

10,050

5,250

8,990

14,110

112,200

6,200

10,550

2,050

2,400

4,100

4,220

3,500

7,850

4,490

13,260

160

470

1,740

1,000



520

890

1,410

11,220

620

1,050

200

240

410

420

350

780

440

1,320

4,356

14,520

39,567

363

30,000

87,140

2,550

-66,820

50,769

39,600

3,630

4,741

30,680

134,500

660,000

594,000

980,113

181,700

11,000

248,989

21,496

12,523

39,567

35,574

100,000

3,500



50,000

39,600

59,258,000

-222,750

-445,500

5,660

34,900

-57,330

13,200

70

1,815

19,012

127,192

135,080

8,946

175,000

25,000

74,120

69,850

38,500

6,500

15,000

90,000

36,600

100,000

660,000

26,130

10,000

603,999

1,500,000

499,998

913,749

841,500

804,750

614,250

614,250

927,498

902,667

603,999

551,499



551,499

1,017,249

7,452

44,000

11,000

2,550

-191,400

11,200

3,630

13,400

87,189,544

341,103,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