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위 (원)

후원자명 후원입금액 후원자명 후원입금액 후원자명 후원입금액

강** 30,000 박** 5,000 정** 3,000

강** 10,000 방** 40,000 정** 5,000

강** 10,000 배** 10,000 정** 5,000

강** 10,000 배** 10,000 정** 3,000

고** 30,000 배** 20,000 정** 10,000

고** 5,000 배** 5,000 정** 10,000

곽** 10,000 배** 10,000 정** 5,000

곽** 10,000 백** 5,000 정** 20,000

구** 5,000 백** 10,000 정** 5,000

구** 100,000 백** 10,000 정** 5,000

구** 10,000 변** 5,000 정** 5,000

권** 10,000 서** 5,000 정** 5,000

권** 10,000 서** 3,000 정* 10,000

권** 10,000 서** 5,000 조** 5,000

권** 10,000 서** 5,000 조** 10,000

권** 10,000 서** 10,000 조** 5,000

길** 10,000 서** 200,000 조** 10,000

길** 10,000 서** 10,000 조** 10,000

길** 10,000 서** 5,000 조** 10,000

김** 5,000 선** 5,000 조** 10,000

김* 10,000 설** 5,000 지** 20,000

김** 5,000 성** 5,000 지** 10,000

김** 10,000 성** 10,000 진** 20,000

김** 10,000 손** 5,000 차** 10,000

김** 10,000 손** 10,000 차** 10,000

김** 5,000 손** 5,000 채** 5,000

김** 10,000 손** 5,000 채** 30,000

김** 5,000 손** 10,000 채** 10,000

김** 20,000 손** 10,000 채** 5,000

김** 10,000 손** 10,000 천** 10,000

김** 10,000 송** 5,000 최** 10,000

김** 300,000 송** 10,000 최** 5,000

김** 5,000 송** 5,000 최** 30,000

김** 10,000 송** 5,000 최** 10,000

김** 5,000 신** 5,000 최** 10,000

김** 10,000 신** 5,000 최** 100,000

김** 5,000 신** 10,000 최** 10,000

김** 50,000 신** 10,000 최** 5,000

 시설명: 대동시온재활원

2020년 1월분 후원금 수입내역



김** 10,000 신** 20,000 최** 10,000

김** 10,000 심** 5,000 최** 10,000

김** 10,000 심** 10,000 최** 10,000

김** 10,000 심** 20,000 최** 10,000

김** 10,000 안** 10,000 최** 5,000

김** 10,000 안** 10,000 최** 20,000

김** 5,000 안** 10,000 최** 10,000

김** 10,000 안** 20,000 최** 20,000

김** 5,000 양** 5,000 최** 20,000

김** 5,000 양** 10,000 최** 40,000

김** 10,000 양** 5,000 최** 10,000

김** 20,000 양** 10,000 최** 5,000

김** 10,000 여** 5,000 추** 10,000

김** 5,000 예** 5,000 추** 3,000

김** 5,000 예** 10,000 하** 5,000

김** 5,000 오** 10,000 한** 10,000

김** 5,000 오** 5,000 한** 5,000

김** 10,000 오** 10,000 허** 5,000

김** 3,000 오** 5,000 현** 5,000

김** 50,000 오** 16,000 현** 5,000

김** 10,000 오** 10,000 현** 5,000

김** 5,000 오** 30,000 현** 10,000

김** 10,000 오** 3,000 홍** 10,000

김** 10,000 옥** 20,000 홍* 5,000

김** 5,000 우** 5,000 홍** 10,000

김** 10,000 우** 5,000 황** 5,000

김** 10,000 우** 10,000 황** 20,000

김** 10,000 우** 5,000 황** 5,000

김** 20,000 원** 10,000 황** 10,000

김** 10,000 유** 5,000 (주)건* 500,000

김** 10,000 유** 10,000 (주)호**** 10,000

김** 5,000 유** 5,000 공**** 18,180,000

김** 10,000 유** 20,000 금******* 50,000

김** 20,000 육** 5,000 부****** 50,000

김** 20,000 육** 5,000 성*** 100,000

김** 5,000 윤** 50,000 월*** 2,000,000

김** 5,000 윤** 5,000 이****(주) 10,000

김** 10,000 윤** 3,000 장***** 10,000

김** 20,000 윤** 10,000 정*** 10,000

김** 30,000 윤** 5,000 총 계 26,292,160

김** 10,000 윤** 10,000

김* 10,000 윤** 5,000

김** 5,000 윤** 20,000



김** 10,000 은** 20,000

김** 20,000 이** 10,000

김** 5,000 이** 20,000

김** 5,000 이** 5,000

김** 10,000 이** 20,000

김** 5,000 이** 5,000

김** 10,000 이** 10,000

김** 5,000 이** 10,000

김** 20,000 이** 5,000

김** 10,000 이** 10,000

김** 10,000 이** 10,000

김** 5,000 이** 3,000

김** 500,000 이** 10,000

김** 5,000 이** 40,000

김** 10,000 이** 10,000

김** 10,000 이** 10,000

김** 5,000 이** 50,000

김** 10,000 이** 10,000

김** 10,000 이** 5,000

김** 10,000 이** 30,000

김** 5,000 이** 10,000

김** 5,000 이** 5,000

김** 5,000 이** 5,000

김** 10,000 이** 5,000

김** 5,000 이** 10,000

김** 10,000 이** 20,000

김** 10,000 이** 2,000

김** 5,000 이** 10,000

김** 5,000 이** 10,000

김** 10,000 이** 10,000

김** 10,000 이** 20,000

김** 10,000 이** 3,000

김** 10,000 이** 10,000

김** 5,000 이** 5,000

김** 5,000 이** 10,000

나** 5,000 이** 20,000

나** 10,000 이** 10,000

나** 10,000 이** 10,000

남** 10,000 이** 5,000

남** 10,000 이** 10,000

남** 10,000 이** 5,000

노** 20,000 이** 20,000

노** 5,000 이** 10,000



도** 5,000 이** 3,000

도** 5,000 이** 5,000

도** 10,000 이** 30,000

라** 5,000 이** 10,000

류** 10,000 이** 10,000

류** 5,000 이** 10,000

문** 10,000 이** 5,000

문** 10,000 이** 3,000

민** 10,000 이** 5,000

박** 5,000 이** 10,000

박** 10,000 이** 5,000

박** 5,000 이** 20,000

박** 10,000 이** 10,000

박** 10,000 이** 30,000

박** 20,000 임** 10,000

박** 10,000 임** 10,000

박** 20,000 임** 3,000

박** 10,000 임** 5,000

박** 10,000 임** 10,000

박** 5,000 임** 5,000

박** 10,000 장** 10,000

박** 5,000 장** 5,000

박** 10,000 장** 10,000

박** 10,000 장** 10,000

박** 10,000 장** 10,000

박** 5,000 장** 20,000

박** 10,000 장** 20,000

박** 20,000 장** 20,000

박** 10,000 장** 20,000

박** 10,000 장** 10,000

박** 30,000 장** 10,000

박** 10,000 저** 63,160

박** 5,000 전** 10,000

박** 10,000 전** 20,000

박** 10,000 전** 10,000

박** 10,000 전** 50,000

박** 10,000 전** 5,000

박** 10,000 정** 5,000

박** 10,000 정** 10,000

박** 30,000 정** 30,000

박** 15,000 정** 10,000



(단위:원)

순번 년월일 계정과목 적요 지출금액

1 2020-01-10 수용비 및 수수료 생활실 수리물품 구입 60,000

2 2020-01-10 수용비 및 수수료 생활실 수리물품 구입 69,000

3 2020-01-10 차량비 차량 타이어 교체 220,000

4 2020-01-17 수용비 및 수수료 생활실 수리물품 구입 25,000

5 2020-01-17 수용비 및 수수료 생활실 수리물품 구입 22,000

6 2020-01-17 수용비 및 수수료 식당 수리물품 구입 38,500

7 2020-01-17 수용비 및 수수료 식당 영양사가운 구입 54,000

8 2020-01-17 수용비 및 수수료 식당 일회용 마스크 구입 71,400

9 2020-01-17 수용비 및 수수료 생활실 수리물품 구입 178,200

10 2020-01-17 수용비 및 수수료 생활실 수리물품 구입 135,300

11 2020-01-17 수용비 및 수수료 생활실 수리물품 구입 116,600

12 2020-01-20 수용비 및 수수료 고속도로 통행카드 충전 50,000

13 2020-01-23 제세공과금 CMS 이행보증보험 가입 44,700

14 2020-01-23 자산취득비 생활실 보일러 교체-로즈빌 480,000

15 2020-01-23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 구입 70,660

16 2020-01-23 자산취득비 사무용 모니터 교체 151,000

17 2020-01-23 자산취득비 생활실 보일러 교체-자립팀 605,000

18 2020-01-23 시설장비유지비 생활실 보일러 교체-자립팀 165,000

19 2020-01-23 공공요금 전기요금-1월 10,000,000

20 2020-01-23 공공요금 전기요금-1월 2,721,810

21 2020-01-23 사회심리 재활 사업비 개인별욕구 지원-예닮 24,000

22 2020-01-23 사회심리 재활 사업비 개인별욕구 지원-해피 28,000

23 2020-01-23 차량비 차량 배터리 교체-1029 88,000

24 2020-01-23 공공요금 등기우편 발송 8,540

25 2020-01-23 공공요금 우표구입 38,000

26 2020-01-23 수용비 및 수수료 생활실 수리물품 구입 47,850

27 2020-01-23 수용비 및 수수료 생활실 창문유리 교체 99,000

28 2020-01-23 수용비 및 수수료 식자재 입찰 이용수수료 30,000

29 2020-01-23 수용비 및 수수료 홈페이지 관리비-1월 50,000

30 2020-01-23 수용비 및 수수료 지문인식기등 사용료-1월 121,000

31 2020-01-23 수용비 및 수수료 위성방송 수신료-1월 84,690

시설명 : 대동시온재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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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020-01-23 수용비 및 수수료 로즈빌 유선방송-1월 78,920

33 2020-01-23 공공요금 로즈빌 가스요금-1월 97,620

34 2020-01-23 공공요금 로즈빌 전기요금-1월 27,490

35 2020-01-23 공공요금 로즈빌 수도요금-1월 151,270

36 2020-01-23 공공요금 팩스요금 납부-1월 17,690

37 2020-01-28 월드비전사업비 월드비전 결연후원금-1월 45,000

38 2020-01-28 수용비 및 수수료 로즈빌 정수기-1월 9,900

39 2020-01-29 일용잡급 임금지급 350,700

40 2020-01-29 여비 병원진료 출장여비 9,500

41 2020-01-29 여비 병원진료 출장여비 10,750

42 2020-01-29 사회심리 재활 사업비 개인별욕구 지원-예닮 12,000

43 2020-01-29 여비 병원진료 출장여비 9,500

44 2020-01-29 여비 병원진료 출장여비 9,500

45 2020-01-29 사회심리 재활 사업비 개인별욕구 지원-해피 11,800

46 2020-01-29 사회심리 재활 사업비 개인별욕구 지원-예닮 51,000

47 2020-01-29 사회심리 재활 사업비 원가정유대 지원-레마 7,000

48 2020-01-29 여비 병원진료 출장여비 9,500

49 2020-01-29 여비 병원진료 출장여비 10,750

50 2020-01-29 여비 병원입원 출장여비 49,000

51 2020-01-29 여비 병원입원 출장여비 189,000

52 2020-01-31 수용비 및 수수료 생수 사용료-1월 13,860

53 2020-01-31 수용비 및 수수료 생수 사용료-1월 178,640

54 2020-01-31 제세공과금 한국소방안전원 회비 납부 48,000

55 2020-01-31 사회심리 재활 사업비 3급 이용인 용돈-1월 100,000

56 2020-01-31 사회심리 재활 사업비 3급 이용인 용돈-1월 50,000

57 2020-01-31 수용비 및 수수료 생활실 수리물품 구입-자립 93,500

58 2020-01-31 수용비 및 수수료 생활실 수리물품 구입-예닮 25,000

59 2020-01-31 수용비 및 수수료 생활실 수리물품 구입-예닮 8,000

60 2020-01-31 자산취득비 생활실 보일러 교체-자립 550,000

61 2020-01-31 수용비 및 수수료 떡 나누기 행사 지원 150,000

62 2020-01-31 수용비 및 수수료 CMS 출금이체 수수료-1월 88,520

63 2020-01-31 수용비 및 수수료 보관함 잠금장치 교체 30,800

64 2020-01-31 여비 병원진료 출장여비 9,500

65 2020-01-31 여비 병원진료 출장여비 9,500

66 2020-01-31 사회심리 재활 사업비 이미지메이킹 지원-자립 12,900

67 2020-01-31 사회심리 재활 사업비 지역사회활용 지원-해피 2,500



68 2020-01-31 사회심리 재활 사업비 이미지메이킹 지원-자립 7,500

69 2020-01-31 사회심리 재활 사업비 이미지메이킹 지원-자립 8,500

70 2020-01-31 사회심리 재활 사업비 문화생활 지원-자립 14,500

71 2020-01-31 사회심리 재활 사업비 문화생활 지원-자립 5,000

72 2020-01-31 사회심리 재활 사업비 문화생활 지원-자립 13,400

73 2020-01-31 사회심리 재활 사업비 개인별욕구 지원-자립 9,500

74 2020-01-31 시설장비유지비 냉장고 수리-자립 18,000

75 2020-01-31 사회심리 재활 사업비 이미지메이킹 지원-자립 8,500

76 2020-01-31 사회심리 재활 사업비 원가정유대 지원-자립 7,000

77 2020-01-31 사회심리 재활 사업비 개인별욕구 지원-자립 210,400

78 2020-01-31 시설장비유지비 가스레인지 수리-자립 25,000

79 2020-01-31 사회심리 재활 사업비 문화생활 지원-자립 7,500

18,760,660합계



시설명: 대동시온재활원

후원자명 품명 단위 수량

1 행****** 케이크 개 1

2 행****** 빵 봉지 3

3 또**** 하양점 통닭 마리 6

4 천*** 아동용 목도리 개 75

5 천*** 대야 개 70

6 천*** 바구니 개 50

7 천*** 슬리퍼 개 96

8 천*** 타이즈 개 139

9 천*** 어린이 마스크 개 166

10 천*** 황사 마스크 개 250

11 천*** 탄력밴드 통 138

12 천*** 펀칭볼 개 33

13 천*** 패드 상자 1

14 천*** 아동용 귀마개 개 29

15 천*** 아동용 모자세트 개 12

16 천*** 핑킹가위 개 44

17 천*** 휴지통 개 78

18 계***** 대란 판 100

19 행****** 빵 봉지 1

20 행****** 케이크 개 3

21 김** 케어선물세트 개 100

22 김** 소독기 대 1

23 경*** 플러스크린 상자 18

24 행****** 케이크 개 2

25 행****** 빵 봉지 2

26 경**** 청도쌀 포 5

27 경**** 수퍼타이 상자 2

2020년 1월분 후원품 수입내역



시설명: 대동시온재활원

사용일 후원물품종류 사용내역 품명 단위 수량 사용처

2020-01-06 빵 물품지원 빵 봉지 3 생활실

물품지원 케이크 개 1 생활실

치킨 물품지원 통닭 마리 6 생활실

2020-01-09 생필품류 물품지원 황사 마스크 개 250 생활실

물품지원 핑킹가위 개 44 생활실

물품지원 아동용 모자세트 개 12 생활실

물품지원 아동용 목도리 개 75 생활실

물품지원 바구니 개 50 생활실

물품지원 패드 상자 1 생활실

물품지원 펀칭볼 개 33 생활실

물품지원 탄력밴드 통 138 생활실

물품지원 휴지통 개 78 생활실

물품지원 어린이 마스크 개 166 생활실

물품지원 타이즈 개 139 생활실

물품지원 슬리퍼 개 96 생활실

물품지원 대야 개 70 생활실

물품지원 아동용 귀마개 개 29 생활실

2020-01-10 계란 물품지원 대란 판 100 식당

2020-01-13 빵 물품지원 빵 봉지 1 생활실

물품지원 케이크 개 3 생활실

2020-01-15 생필품류 물품지원 케어선물세트 개 100 생활실

2020-01-16 주방용품 물품지원 소독기 대 1 생활실

2020-01-20 빵 물품지원 빵 봉지 2 생활실

물품지원 케이크 개 2 생활실

세제 물품지원 플러스크린 상자 18 생활실

2020-01-21 과자 물품지원 에이스 상자 2 생활실

물품지원 후렌치파이 상자 3 생활실

2020년 1월분 후원품 사용내역



물품지원 홈런볼 상자 3 생활실

라면 물품지원 컵라면 상자 5 생활실

물품지원 신라면 상자 6 생활실

쌀 물품지원 청도쌀 포 5 생활실

세제 물품지원 수퍼타이 상자 2 생활실

휴지 물품지원 두루마리 개 90 생활실

물품지원 각티슈 개 269 생활실

물품지원 두루마리 묶음 5 생활실

칫솔 물품지원 칫솔 개 300 의무실

2020-01-22 의류 물품지원 팬티 개 1 생활실

물품지원 팬티 개 39 생활실

물품지원 팬티 개 42 생활실

물품지원 내의 세트 벌 3 생활실

물품지원 내의 하의 개 2 생활실

물품지원 내의 하의 개 1 생활실

물품지원 내의 상의 개 4 생활실

물품지원 내의 상의 개 1 생활실

물품지원 내의 상의 개 2 생활실

물품지원 면티 개 11 생활실

물품지원 런닝셔츠 개 3 생활실

물품지원 팬티 개 8 생활실

물품지원 아동내의 개 5 생활실

2020-01-28 빵 물품지원 케이크 개 2 생활실

물품지원 빵 봉지 2 생활실

계란 물품지원 대란 판 100 식당

2020-01-31 생필품류 물품지원 칫솔 묶음 5 생활실

물품지원 주방세제 상자 1 생활실

물품지원 컨디셔너 개 4 생활실

물품지원 샴푸 개 3 생활실

물품지원 샴푸 리필 상자 1 생활실



28 경**** 에이스 상자 2

29 경**** 후렌치파이 상자 3

30 경**** 홈런볼 상자 3

31 경**** 컵라면 상자 5

32 경**** 신라면 상자 6

33 경**** 두루마리 묶음 5

34 경*** 두루마리 개 90

35 경*** 각티슈 개 269

36 이** 칫솔 개 300

37 정** 내의 세트 벌 3

38 정** 팬티 개 1

39 정** 팬티 개 39

40 정** 팬티 개 42

41 정** 아동내의 개 5

42 정** 내의 하의 개 2

43 정** 내의 하의 개 1

44 정** 내의 상의 개 4

45 정** 내의 상의 개 1

46 정** 내의 상의 개 2

47 정** 면티 개 11

48 정** 런닝셔츠 개 3

49 정** 팬티 개 8

50 행****** 빵 봉지 2

51 행****** 케이크 개 2

52 계***** 대란 판 100

53 박** 주방세제 상자 1

54 박** 컨디셔너 개 4

55 박** 샴푸 개 3

56 박** 샴푸 리필 상자 1

57 박** 칫솔 묶음 5

2,348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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