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자체운영비 사용 내역
12월>1월 이월금액
항목

₩21,891,631
수입

세부 내용

지출

-. 12/8 경남장애인체육회 실업팀 김민 감독 결혼 축하 화환(\88,000)
-. 12/21 대한장애인탁구협회 이영혜 이사 자녀 결혼 축하 화환(\45,000)
O 화환 구입비

₩313,000

-. 12/22 대한장애인탁구협회기초종목지도자 김기범 지도자 결혼 축하 화환(\45,000)
-. 12/13 2019 경상남도장애인탁구협회장배 전국장애인탁구대회 축하 화환(\45,000)
-. 12/28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장애인 탁구팀 창단식 축하 화환(\45,000)

일반수용비

O 달력 구입비

-. 1/15 경상북도장애인탁구협회 김기헌 회장 모친상 조화 구입(\45,000)
₩35,000 -. 1/10 대한장애인탁구협회 신기철 수석부회장 이사 간담회 임원 다과비
₩149,000 -. 그룹웨어 라이선스 추가 구입
₩990,000 -. 2020 장애인스포츠 테마달력 구입

O 연회비

₩240,000 -. 장애인체육가맹단체사무국연맹 2019년 연회비

O 대관료

₩150,000 -. 1/30 2020년 제1차 이사회 회의실 대관료(이천훈련원 1층 대회의실)

O 행정운영비

O 임원 출장 주유비

₩45,520 -. 사무실 임대료 부족분
₩174,400 -. 2019 4분기 사무국 통행료 미지급분 지급
₩120,000 -. 1/30 2020년 제1차 이사회 진행 및 국가대표 훈련개시식 참석 이동간 주유비(총 차량 2대 \120,000 서울<->이천 )
₩70,000 -. 1/30 대한장애인탁구협회 (김재선 실무부회장) 이천훈련원 개시식 및 이사회 참석 이동간 유류비(\70,000 부산<->이천)

O 임원 출장 교통비

₩104,900

O 다과비
O 라이센스구입비

O 사무국 고속도로 통행료
차량비

교통비
특근매식비
업무추진비
반환금

O 사무국 주유비

O 야근 식대비
O 명절(설날) 선물 구입비
O 장탁사랑 후원금 환원

₩600,000 -. 1월 사무국 직원(6명) 교통비 지원

O 1월 사무국 식대비 지원

₩900,000 -. 1월 사무국 직원(6명) 식대비 지원

O 명절(설날) 상여금 지원

₩1,800,000 -. 사무국 직원(6명) 명절 상여금 지원
₩791,310

O 퇴직금 부족분 지원

₩394,790 -. 2019년 국제전문인력 퇴직금 부족분 부족분 지원

유형자산

O 자산취득비

각종 수수료

O 문자수수료

지정기탁금
수입

-. 1월 사무국 직원(3명) 급여보조 지원(\236,990 갑근세)

O 1월 사무국 직원 급여보조

O 2019 퇴직소득세

여비

1/31 대한장애인탁구협회 (김재선 실무부회장) 체육회 및 협회 업무 관련 이동간 교통비(\36,500 동서울<->해운대)

₩18,400 -. 1/10 사무국 직원 야근 식대비(\18,400)
₩100,000 -. 경북장애인탁구협회 김기헌 회장 모친상 조의금
₩2,880,000 -. 대한장애인탁구협회 임원 및 사무국 직원 명절(설날) 선물 구입
₩10,000,000 -. 2018년 대한장애인탁구협회 자체운영비 사용을 위하여, 계좌대체 하였던 장탁사랑 후원금 일부 금액 환원

O 조의금

O 1월 사무국 교통비 지원

복리후생비

-. 1/16 대한장애인탁구협회 (김재선 실무부회장) 인사위원회 참석 교통비(\68,400 좌천<->동서울)

₩24,840

-. 1월 사무국 직원(3명) 급여보조 지원(\554,320 4대보험)
-. 2019 퇴직소득세 (\22,590)
-. 2019 지방소득세 퇴직소득분 (\2,250)

₩847,000 -. 대한장애인탁구협회 전무이사 업무용 노트북 구입
₩61,200

O 임원 이사회 여비

₩1,030,000

-. 하나은행 문자 통지 수수료 (\31,200)
-. 신한은행 문자 통지 수수료 (\30,000)
-. 2019년 12월 1일 이사 간담회 참석 여비(\120,000 총 2명)

-. 2020년 1월 10일 이사 간담회 참석 여비(\910,000 총 15명)
₩2,000,000 -. 지정기탁금 입금 후 전주사무소 지정기탁금 계좌로 계좌대체(신한_126-910009-03404)

O 지정기탁금
O 2019년 국내 전문체육대회 승인비

₩2,401,142

-. 2019년 국내 전문체육대회 승인비 계좌대체(신한은행: 140-010-120486)

O 2019년 종합선수권 대회중식 신청비

₩2,102,669

-. 2019 전국장애인탁구 종합선수권대회 시도지부 대회중식 신청비 계좌대체(하나은행: 126-910009-03404)

O 지정기탁금

₩2,360,000

합계
1월>2월 이월금액

₩6,863,811

'-. 지정기탁금 계좌대체(하나은행: 126-910008-32104)

₩23,839,360
₩4,916,0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