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장애여성공감 (단위:원)

3,065,100,892       3,065,100,892       

Ⅰ 후원수입 Ⅰ 사무비

1) 후원수입 83,047,531            1) 인건비 230,026,630          

(1) 지정기부금수입 -                         (1) 급여 194,367,000          

(2) 비지정기부금수입 83,047,531          (2) 퇴직금지급및퇴직적립금 15,688,480            

Ⅱ 회비수입 (3) 사회보험부담금 10,676,550            

1) 회비수입 220,000                (4) 기타후생경비 9,294,600              

(1) 임원회비수입 220,000               2) 업무추진비 6,502,342              

(2) 회원회비수입 -                         (1) 기관운영비 2,756,550              

Ⅲ 사업수입 (2) 회의비 3,745,792              

1) 사업수입 1,886,531,957       2) 운영비 124,560,991          

(1) 출판영상수입 2,562,055            (1) 여비 1,929,350              

(2) 공연수입 8,199,720            (2) 수용비및수수료 24,626,290            

(3) 강의수입 76,249,780          (3) 공공요금 19,921,192            

(4) 기타수익사업 -                         (4) 제세공과금 13,302,950            

(5) 활동보조중개사업수입 1,799,520,402     (5) 차량비 608,805                 

Ⅳ 보조금 (6) 사무실임차료 60,555,000            

1) 보조금수입 527,548,000          (7) 기타운영비 3,617,404              

(1) 국고보조금수입 81,633,000          Ⅱ 재산조성비

(2) 시도보조금수입 405,915,000        1) 시설비 10,376,060            

(3) 군구보조금수입 40,000,000          (1) 시설비 -                           

(4) 기타보조금수입 -                         (2) 자산취득비 -                           

Ⅴ 기금수입 219,893,630          (3) 시설장비유지비 10,376,060            

1) 기금공모수입 Ⅲ 사업비

(1) 서울시성인권교육사업 40,000,000          1) 사무국 1,786,007,493       

(2) 한국문화예술기금사업 44,872,960          (1) 조직교육사업비 2,091,340              

(3) 치료회복프로그램사업 14,000,000          (2) 연구정책개발사업비 4,612,790              

(4) 서울시성평등기금사업 17,910,000          (3) 장애아동성인권교육사업 40,000,000            

(5) 여성장애인교육사업 86,110,670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46,597,300            

(6) 한국여성재단사업 17,000,000          (5) 여성장애인교육사업 6,515,170              

Ⅵ 차입금 (6) 활동보조중개사업 1,667,644,934       

1) 차입금 74,000,000            (7) 한국여성재단사업 18,545,959            

(1) 금융기관차입금 2) 성폭력상담소 320,315,570          

(2) 기타차입금 74,000,000          (1) 급여 148,184,630          

Ⅶ 지원금수입 (2) 퇴직금지급및퇴직적립금 10,050,000            

1) 지원금수입 76,141,820            (3) 사회보험부담금 15,553,850            

(1) 고용장려금수입 6,000,000            (4) 기타후생경비 1,120,000              

(2) (고용공단)무상지원수입 8,600,000            (5) 지원인력지원비 24,990,000            

(3) 일자리안정자금수입 61,541,820          (6) 사무운영비 44,924,590            

Ⅷ 전입금 (7) 피해자의료지원비 18,750,000            

1) 전입금 33,174,580            (8) 상담홍보교통비 12,013,000            

(1) 법인전입금 33,174,580          (9) 치료회복프로그램사업 14,000,000            

Ⅸ 참가수입 (10) 서울시성평등기금사업 30,729,500            

1) 참가수입 8,916,660              3) 숨센터 296,933,482          

(1) 교육참가수입 8,916,660            (1) 급여 174,940,640          

X 기타수입 (2) 퇴직금지급및퇴직적립금 14,578,340            

1) 잡수입 20,027,223            (3) 사회보험부담금 16,500,460            

(1) 기타예금이자수입 197,958               (4) 업무추진비 854,920                 

(2) 기타잡수입 7,829,265            (5) 사무운영비 26,499,122            

(3) 전성협간사비 12,000,000          (6) 사무실임차료 22,440,000            

XI 이월금 135,599,491          (7) 활동비 2,140,000              

1) 이월금 (8) 서울시IL지원사업 28,979,950            

(1) 전년도이월금 135,599,491        (9) 거주시설네트워크사업 10,000,050            

Ⅳ 전출금

1) 전출금 33,174,580            

(1) 전출금 33,174,580            

Ⅴ 상환금
1) 부채상환금 74,000,000            

(1) 원금상환금 74,000,000            

(2) 이자지급금 -                           

Ⅵ 잡지출 -                           

1) 잡지출 331,480                 

(1) 잡지출 331,480                 

Ⅶ 예비비및기타

1) 예비비및기타 192,059                 

(1) 반환금 192,059                 

Ⅸ 이월금

1) 이월금 182,680,205          

(1) 이월금 182,6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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