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장애여성공감 (단위:원)

3,916,026,367       3,916,026,367       

Ⅰ 후원수입 Ⅰ 사무비

1) 후원수입 110,000,000         1) 인건비 273,862,170          

(1) 지정기부금수입 -                         (1) 급여 170,823,500          

(2) 비지정기부금수입 110,000,000        (2) 제수당 32,467,870            

Ⅱ 회비수입 (3) 퇴직금지급및퇴직적립금 18,154,200            

1) 회비수입 1,880,000             (4) 사회보험부담금 22,096,600            

(1) 임원회비수입 800,000               (5) 기타후생경비 30,320,000            

(2) 회원회비수입 1,080,000            2) 업무추진비 9,400,000             

Ⅲ 사업수입 (1) 기관운영비 1,000,000              

1) 사업수입 2,539,400,000       (2) 회의비 8,400,000              

(1) 출판영상수입 1,000,000            2) 운영비 128,109,800          

(2) 공연수입 -                         (1) 여비 1,100,000              

(3) 강의수입 52,000,000          (2) 수용비및수수료 17,670,800            

(4) 기타수익사업 -                         (3) 공공요금 20,984,000            

(5) 활동보조중개사업수입 2,486,400,000     (4) 제세공과금 15,975,000            

Ⅳ 보조금 (5) 차량비 1,480,000              

1) 보조금수입 611,045,524         (6) 사무실임차료 64,440,000            

(1) 국고보조금수입 92,014,000          (7) 기타운영비 5,860,000              

(2) 시도보조금수입 469,031,524        (8) 전담인력교육비 600,000                 

(3) 군구보조금수입 50,000,000          Ⅱ 재산조성비

Ⅴ 기금수입 1) 시설비 22,500,000           

1) 기금공모수입 144,412,000         (1) 시설비 -                           

(1) 치료회복프로그램사업 10,000,000          (2) 자산취득비 -                           

(2) 서울시성평등기금사업 -                         (3) 시설장비유지비 22,500,000            

(3) 장애아동청소년성인권교육사업 -                         Ⅲ 사업비

(4) 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 40,000,000          1) 사무국 2,383,629,515       

(5)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 94,412,000          (1) 조직교육사업비 3,500,000              

Ⅶ 지원금수입 (2) 연구정책개발사업비 800,000                 

1) 지원금수입 32,627,540           (3) 재정홍보사업비 500,000                 

(1) 고용장려금수입 7,200,000            (4) 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 40,000,000            

(2) 일자리안정자금수입 25,427,540          (5)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 8,060,000              

(6) 활동보조중개사업 2,330,769,515       

Ⅷ 전입금 2) 성폭력상담소 302,972,524          

1) 전입금 18,727,100           (1) 급여 126,425,000          

(1) 법인전입금 18,727,100          (2) 제수당 33,001,554            

Ⅸ 과년도수입 (3) 퇴직금지급및퇴직적립금 15,779,550            

1) 과년도수입 19,831,220           (4) 사회보험부담금 18,256,420            

(1) 과년도수입 19,831,220          (5) 기타후생경비 2,100,000              

X 기타수입 (6) 지원인력지원비 29,952,000            

1) 잡수입 770,000                (7) 운영비 27,000,000            

(1) 기타예금이자수입 130,000               (8) 피해자의료지원비 10,000,000            

(2) 기타잡수입 640,000               (9) 상담홍보교통비 11,978,000            

(3) 전성협간사비 -                         (10) 치료회복프로그램사업 10,000,000            

XI 이월금 437,332,983         (11) 사무실임차료 18,480,000            

1) 이월금

(1) 전년도이월금 437,332,983        3) 숨센터 358,097,100          

(1) 급여 200,535,330          

(2) 제수당 28,796,000            

(3) 퇴직금지급및퇴직적립금 19,110,960            

(4) 사회보험부담금 23,144,790            

(5) 일용잡급 5,874,000              

(6) 운영비 20,084,720            

(7) 사무실임차료 22,440,000            

(8) 활동비 5,100,000              

(9) 서울IL지원사업 33,011,300            

Ⅳ 전출금
1) 전출금 16,727,100           

(1) 전출금 16,727,100            

Ⅵ 부채상환금 -                           

1) 부채상환금 40,000,000           

(1) 부채상환금 40,000,000            

Ⅶ

1) 잡지출 50,000                 

1) 잡지출 50,000                  

Ⅶ 예비비및기타

1) 예비비및기타 20,192,208           

(1) 반환금 20,192,208            

Ⅷ 과년도지출

1) 과년도지출 197,882,107          

(1) 과년도지출 197,882,107          

Ⅸ 이월금

1) 이월금 162,603,843          

(1) 이월금 162,603,843          

잡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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