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장애여성공감 (단위:원)

3,085,742,795       3,085,742,795       

Ⅰ 후원수입 Ⅰ 사무비

1) 후원수입 102,000,000          1) 인건비 223,714,380         

(1) 지정기부금수입 -                         (1) 급여 162,277,110          

(2) 비지정기부금수입 102,000,000        (2) 제수당 15,040,000            

Ⅱ 회비수입 (3) 퇴직금지급및퇴직적립금 14,776,430            

1) 회비수입 1,880,000             (4) 사회보험부담금 17,160,840            

(1) 임원회비수입 800,000               (5) 기타후생경비 14,460,000            

(2) 회원회비수입 1,080,000            2) 업무추진비 5,700,000            

Ⅲ 사업수입 (1) 기관운영비 1,300,000              

1) 사업수입 1,903,000,000       (2) 회의비 4,400,000              

(1) 출판영상수입 2,000,000            2) 운영비 121,897,520         

(2) 공연수입 4,000,000            (1) 여비 1,040,000              

(3) 강의수입 34,000,000          (2) 수용비및수수료 13,414,320            

(4) 기타수익사업 -                         (3) 공공요금 22,620,000            

(5) 활동보조중개사업수입 1,863,000,000     (4) 제세공과금 12,843,200            

Ⅳ 보조금 (5) 차량비 1,460,000              

1) 보조금수입 608,425,226          (6) 사무실임차료 61,380,000            

(1) 국고보조금수입 89,023,000          (7) 기타운영비 8,740,000              

(2) 시도보조금수입 474,402,226        (8) 전담인력교육비 400,000                 

(3) 군구보조금수입 45,000,000          Ⅱ 재산조성비

Ⅴ 기금수입 1) 시설비 2,160,000            

1) 기금공모수입 214,201,000          (1) 시설비 -                           

(1) 치료회복프로그램사업 14,000,000          (2) 자산취득비 -                           

(2) 서울시성평등기금사업 27,000,000          (3) 시설장비유지비 2,160,000              

(3) 장애아동청소년성인권교육사업40,000,000          Ⅲ 사업비

(4) 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 40,000,000          1) 사무국 1,808,140,430      

(5)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 93,201,000          (1) 조직교육사업비 4,100,000              

Ⅶ 지원금수입 (2) 연구정책개발사업비 4,500,000              

1) 지원금수입 55,080,000            (3) 재정홍보사업비 3,000,000              

(1) 고용장려금수입 2,400,000            (4) 장애아동성인권교육사업 40,000,000            

(2) 일자리안정자금수입 52,680,000          (5) 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 40,000,000            

(6)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 10,740,000            

Ⅷ 전입금 (7) 활동보조중개사업 1,705,800,430       

1) 전입금 18,256,820            2) 성폭력상담소 357,706,826         

(1) 법인전입금 18,256,820          (1) 급여 131,444,000          

Ⅸ 참가수입 (2) 제수당 42,383,396            

1) 참가수입 6,700,000             (3) 퇴직금지급및퇴직적립금 11,566,610            

(1) 교육참가수입 6,700,000            (4) 사회보험부담금 18,390,220            

X 기타수입 (5) 기타후생경비 2,160,000              

1) 잡수입 1,304,500             (6) 지원인력지원비 26,306,000            

(1) 기타예금이자수입 184,500               (7) 업무추진비 2,100,000              

(2) 기타잡수입 620,000               (8) 사무운영비 39,422,000            

(3) 전성협간사비 500,000               (9) 피해자의료지원비 20,000,000            

XI 이월금 174,895,249          (10) 상담홍보교통비 12,030,000            

1) 이월금 (11) 치료회복프로그램사업 14,000,000            

(1) 전년도이월금 174,895,249        (12) 서울시성평등기금사업 37,904,600            

3) 숨센터 335,339,820         

(1) 급여 192,830,000          

(2) 제수당 16,640,000            

(3) 퇴직금지급및퇴직적립금 17,455,840            

(4) 사회보험부담금 20,343,460            

(5) 업무추진비 -                           

(6) 운영비 23,244,620            

(7) 사무실임차료 22,440,000            

(8) 활동비 6,440,000              

(9) 서울시IL지원사업 35,945,900            
Ⅳ 전출금

1) 전출금 18,256,820            

(1) 전출금 18,256,820            

Ⅵ 잡지출 -                           

1) 잡지출 48,000                 

(1) 잡지출 48,000                   

Ⅶ 예비비및기타

1) 예비비및기타 237,967                 

(1) 반환금 237,967                 

Ⅸ 이월금

1) 이월금 212,541,032          

(1) 이월금 212,54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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