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자체운영비 사용 내역
3월>4월 이월금액
항목

₩68,323,308
수입

O 수리비

₩20,000 -. 사무국 업무용 외장하드 수리 비용
₩45,000 -. 4/1 울산광역시장애인탁구협회 김후섭 회장 장모상 조화(\45,000)
₩149,000 -. 그룹웨어 라이선스 추가 구입

O 화환 구입비
O 라이센스구입비
일반수용비

O 생수 구입비

₩48,600 -. 4/29 사무국 생수 및 회의 진행용 생수 구입 비용(\48,600)

O 서류 발송비

₩7,460

O 세무사무실 업무 대행비
차량비
업무추진비
숙박비

세부 내용

지출

O 사무국 고속도로 통행료

₩100,600 -. 2020 1분기 사무국 통행료 지급

O 임원 출장 주유비

₩50,000 -. 4/28 대한장애인탁구협회 (임원) 제2차 인사위원회 회의 참석 이동간 유류비(\50,000 인천<->서울)

O 조의금
O 임원 출장 숙박비

₩100,000 -. 울산광역시장애인탁구협회 김후섭 회장 장모상 조의금
₩60,000 -. 4/20 2019년도 행정감사 진행 관련 행정감사 서울 출장 숙박비

O 다과비

-. 4/6 2020년 제3차 법제상벌위원회 회의 관련 다과비(45,650)
₩100,240 -. 4/27 2020년 제2차 인사위원회 회의 준비 관련 다과(\34,790)

O 식사비

₩261,800

O 4월 사무국 교통비 지원

₩600,000 -. 4월 사무국 직원(6명) 교통비 지원

O 4월 사무국 식대비 지원

₩900,000 -. 4월 사무국 직원(6명) 식대비 지원

-. 4/28 2020년 제2차인사위원회 회의 관련 다과(\19,800)

O 4대보험 부족분 지원

₩69,240

-. 4/10 2020년 제4차 법제상벌위원회 회의 관련 식사비(\74,800)
-. 4/21 2019년도 행정감사 진행 관련 식사비(\187,000)

-. 4월 사무국 4대보험(직장납입분) 부족분 지원(\380)

-. 2019년 퇴사자 퇴직정산 보험료 지원(\68,860)
₩646,200 -. 4월 사무국 4대보험(직장납입분) 및 갑근세 부족분 지원(\646,200)
₩27,200 -. 하나은행 문자 통지 수수료

O 4월 사무국 직원 급여보조
각종 수수료

-. 4/27 사무국 서류 발송 비용(\5,660 심판 자격증 및 협회장배 보조금 신청 관련 서류 발송)

₩80,000 -. 3월 세무사무실 업무 대행비

회의비

복리후생비

-. 4/24 사무국 서류 반송 비용(\1,800)

O 문자수수료

-. 2020 코스타브라바 오픈 자부담 잔액 및 예금 이자(하나은행: 126-910008-26004) 계좌대체(1,809)
수입

O 사업잔액 이동

-. 2020 폴란드 오픈 예금 이자(하나은행: 126-910014-76704) 계좌대체(\682)

₩7,240

-. 2019 체코 오픈, 2020 중국 오픈 자부담 잔액 및 예금 이자(하나은행: 126-910008-30904) 계좌대체(\2,941)
-. 2019년 회장 선거 기탁금 계좌 예금 이자(하나은행: 126-91009-01104) 계좌대체(\1,808)

합계
4월>5월 이월금액

₩7,240

₩3,265,340
₩65,065,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