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장애여성공감 (단위:원)

3,102,995,886     3,102,995,886      

Ⅰ 후원수입 Ⅰ 사무비

1) 후원수입 96,928,636          1) 인건비 197,452,266        

(1) 지정기부금수입 -                       (1) 급여 155,558,256        

(2) 비지정기부금수입 96,928,636        (2) 퇴직금지급및퇴직적립금 14,811,340          

Ⅱ 회비수입 (3) 사회보험부담금 15,005,120          

1) 회비수입 956,000               (4) 기타후생경비 12,077,550          

(1) 임원회비수입 200,000             2) 업무추진비 2,805,660            

(2) 회원회비수입 756,000             (1) 기관운영비 480,000               

Ⅲ 사업수입 (2) 회의비 2,325,660            

1) 사업수입 1,939,581,163     2) 운영비 117,339,253        

(1) 출판영상수입 3,139,605          (1) 여비 986,520               

(2) 공연수입 1,290,000          (2) 수용비및수수료 16,871,773          

(3) 강의수입 41,733,898        (3) 공공요금 19,968,510          

(4) 기타수익사업 -                       (4) 제세공과금 15,119,250          

(5) 활동보조중개사업수입 1,893,417,660    (5) 차량비 589,900               

Ⅳ 보조금 (6) 사무실임차료 62,715,000          

1) 보조금수입 583,826,000        (7) 기타운영비 1,088,300            

(1) 국고보조금수입 83,023,000        Ⅱ 재산조성비

(2) 시도보조금수입 455,803,000       1) 시설비 2,165,000            

(3) 군구보조금수입 45,000,000        (1) 시설비 -                         

(4) 기타보조금수입 -                       (2) 자산취득비 1,944,000            

Ⅴ 기금수입 211,201,000        (3) 시설장비유지비 221,000               

1) 기금공모수입 Ⅲ 사업비

(1) 서울시성인권교육사업 40,000,000        1) 사무국 1,764,773,053      

(2) 한국문화예술기금사업 35,000,000        (1) 조직교육사업비 2,373,680            

(3) 치료회복프로그램사업 16,000,000        (2) 연구정책개발사업비 2,449,440            

(4) 서울시성평등기금사업 27,000,000        (3) 장애아동성인권교육사업 40,150,000          

(5) 여성장애인교육사업 93,201,000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9,178,146          

(6) 한국여성재단사업 -                       (5) 여성장애인교육사업 9,990,190            

Ⅵ 차입금 (6) 활동보조중개사업 1,670,631,597      

1) 차입금 -                         (7) 한국여성재단사업 -                         

(1) 금융기관차입금 2) 성폭력상담소 311,036,406        

(2) 기타차입금 -                       (1) 급여 143,414,056        

Ⅶ 지원금수입 (2) 퇴직금지급및퇴직적립금 13,338,110          

1) 지원금수입 64,939,640          (3) 사회보험부담금 16,455,470          

(1) 고용장려금수입 3,000,000          (4) 기타후생경비 1,330,000            

(2) (고용공단)무상지원수입 -                       (5) 지원인력지원비 26,306,000          

(3) 일자리안정자금수입 61,939,640        (6) 사무운영비 37,245,870          

Ⅷ 전입금 (7) 피해자의료지원비 8,000,000            

1) 전입금 9,646,480            (8) 상담홍보교통비 12,142,300          

(1) 법인전입금 9,646,480          (9) 치료회복프로그램사업 16,000,000          

Ⅸ 참가수입 (10) 서울시성평등기금사업 36,804,600          

1) 참가수입 5,600,000            3) 숨센터 326,994,880        

(1) 교육참가수입 5,600,000          (1) 급여 207,110,660        

X 기타수입 (2) 퇴직금지급및퇴직적립금 15,359,280          

1) 잡수입 6,574,608            (3) 사회보험부담금 20,101,220          

(1) 기타예금이자수입 282,468             (4) 업무추진비 1,796,760            

(2) 기타잡수입 2,982,140          (5) 사무운영비 22,101,060          

(3) 전성협간사비 1,000,000          (6) 사무실임차료 22,440,000          

(4) 코로나19지원금 2,310,000          -                         (7) 활동비 2,140,000            

XI 이월금 183,742,359        (8) 서울시IL지원사업 33,345,900          

1) 이월금 (9) 방역비 2,600,000            

(1) 전년도이월금 183,742,359       Ⅳ 전출금

1) 전출금 9,646,480            

(1) 전출금 9,646,480            

Ⅴ 상환금
1) 부채상환금

(1) 원금상환금 -                         

(2) 이자지급금 -                         

Ⅵ 잡지출 -                         

1) 잡지출 10,160,000          

(1) 잡지출 10,160,000          

Ⅶ 예비비및기타

1) 예비비및기타 11,521,121          

(1) 반환금 11,521,121          

Ⅸ 이월금

1) 이월금 349,101,767        

(1) 이월금 349,10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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