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                                                           단위 원( : )

��월별 �� 수입 ��지출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273,833,322 월8 12,330,031 21,963,947 263,341,713

월1 7,369,153 13,392,018 267,810,457 월9 117,616,266 76,699,560 304,258,419

월2 221,854,632 55,384,713 434,280,376 월10 16,224,660 32,809,826 287,673,253

월3 15,708,542 44,762,522 405,226,396 월11 12,084,717 31,788,667 267,969,303

월4 11,849,484 52,102,385 364,973,495 월12 41,204,054 42,184,651 266,988,706

월5 25,538,596 30,298,552 360,213,539 합계 534,361,592 541,206,208

월6 39,718,527 104,950,951 294,981,115

차기이월 - - 266,988,706

월7 12,862,930 34,868,416 272,975,629

■ 기부금 지출 명세서 국내사업 ( )                                                       단위 원( : )

��지출월 ��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 개인   ( / )
��금액

월2017/01 사무국 운영지원 및 회원관리사업 외 21 한국전력공사 외 3,628,568

월2017/02 사무국 운영지원 및 회원관리사업 외 26 효성에프엠에스 외 6,731,598

월2017/03 사무국 운영지원 및 회원관리사업 외 18 주 유레카넷( ) 외 3,983,007

월2017/04 사무국 운영지원 및 회원관리사업 외 21 주 위맥 외( ) 3,642,009

월2017/05 사무국 운영지원 및 회원관리사업 외 19 한국전력공사 외 4,185,069

월2017/06 사무국 운영지원 및 회원관리사업 외 31 나눔프린팅 외 4,237,072

월2017/07 사무국 운영지원 및 회원관리사업 외 32 메카 외 CMS 5,900,022

월2017/08 사무국 운영지원 및 회원관리사업 외 24 갑을문구 외 3,938,493

월2017/09 사무국 운영지원 및 회원관리사업 외 22 서울석관동우체국 외 4,445,904

월2017/10 사무국 운영지원 및 회원관리사업 외 19 아리수 외 3,646,273

월2017/11 사무국 운영지원 및 회원관리사업 외 19 엘지유플러스 외 3,778,069

월2017/12 사무국 운영지원 및 회원관리사업 외 26 박화진세무회계사무소 외 11,788,024

�� 연도별 ��지급목적 ��수혜인원
��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 개인   ( / )
금액㉓

   2017 국내 홍보사업 외   59,904,108

합 계 59,904,108

■ 기부금 지출 명세서 국외사업 ( )                                                       단위 원( : )

�� 지출월 �� 국가명 ��지급목적 ��지급건수
��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 개인    ( / )
�� 금액

월2017/01 말라위 해외지원 기타사업비, 16 외PHARMAVET LTD 9,763,450

월2017/02 말라위 해외지원 기타사업비, 40 외Midway Service Station 48,653,115

월2017/03 말라위 해외지원 기타사업비, 72
RAB PROCESSORS 

외LTD. 
40,779,515



월2017/04 말라위 해외지원 기타사업비, 81 외NIKS 48,337,506

월2017/04 캄보디아 해외지원 기타사업비, 1 서울보증보험 99,460

월2017/04 캄보디아
보조금 반환

사업비 잔액(2016 )
1 행안부 23,410

월2017/05 말라위 해외지원 기타사업비, 63 외PHARMAVET LTD 13,602,983

월2017/05 캄보디아 해외지원 기타사업비, 3 주 국제여운 외( ) 12,510,500

월2017/06 말라위 해외지원 기타사업비, 32
DANDONG ZUNTONG 

외TRADING CO.LTD 
80,489,218

월2017/06 말라위
보조금 반환

사업비 잔액(2016 )
1 KOICA 186,615

월2017/06 캄보디아 해외지원 기타사업비, 31 주 통일의료기 외( ) 20,038,046

월2017/07 말라위 해외지원 기타사업비, 36 외PUMANYAMBADWE 19,765,483

월2017/07 캄보디아 해외지원 기타사업비, 31 외TOSHIBA 9,202,911

월2017/08 말라위 해외지원 기타사업비, 33
MALAWI GOVERNMENT 

외
18,025,454

월2017/09 말라위 해외지원 기타사업비, 86 외Axis Logistics 72,253,656

월2017/10 말라위 해외지원 기타사업비, 50
Land Lord Glorea 

외Makunge 
18,910,903

월2017/10 캄보디아 해외지원 기타사업비, 25 외IBC 10,252,650

월2017/11 말라위 해외지원 기타사업비, 53 외SKYBAND 26,531,105

월2017/11 캄보디아 해외지원 기타사업비, 30 외D.D.S. SRENG THEA 1,479,493

월2017/12 말라위 해외지원 기타사업비, 110 외PHARMAVET LTD 28,842,257

월2017/12 캄보디아 해외지원 기타사업비, 9
Triangle electrical shop 

외
1,554,370

�� 연도별 �� 국가명 ��지급목적 �� 수혜인원
��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 개인    ( / )
��금액

2017 말라위 캄보디아, 해외지원사업 30,000 481,302,100

합 계 481,302,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