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짜 적요란 거래처명 차변 대변 잔액

2015/08/04 [2건]대구월성점 행사배분(대구사이버대학) 개인2명 생계비 지원 천*열 외1명 600,000 0
2015/08/04 [7건]관악자명점 2015 보육원 퇴소아동 지원사업 1차 접수 입금(개인7명 지원) 김*주 외 6명 7,551,000 0
2015/08/04 분당이매 22차 희망나누기 사업 잔액 반환(강*) 분당이매점 -780,000 0
2015/08/04 안국점 2014사회공헌팀-LIG손해보험 행사배분 사업잔액 반납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김*옥) 안국점 -180,000 0
2015/08/05 보물섬 22차 희망나누기 사업 잔액 반환(박*현) 보물섬 -490,000 0
2015/08/06 [4건]강남구청역점 행사배분 개인4명 생계비 지원 원*주 외 3명 1,300,000 0
2015/08/06 [1건]안성점 23차 희망나누기 3차 지원금(의료1) 전*선 2,650,000 0
2015/08/06 안성점 22차 희망나누기 사업 잔액 반환(김*빈) 안성점 -390,000 0
2015/08/06 홍대점 22차 희망나누기 사업 잔액 반납 성산종합사회복지관(박*지) 홍대점 -367,181 0
2015/08/07 [1건]광주운천 23차 희망나누기 3차지원금_단체1곳 기능보강비 지원 맑은샘사회복귀시설 1,200,000 0
2015/08/07 [1건]통영중앙 행사배분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개인4명 생계비지원 강*준 600,000 0
2015/08/07 [1건]통영중앙 행사배분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개인4명 생계비지원 김*난 1,000,000 0
2015/08/07 [1건]통영중앙 행사배분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개인4명 생계비지원 조*현 600,000 0
2015/08/07 [1건]통영중앙 행사배분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개인4명 생계비지원 김*경 600,000 0
2015/08/07 [1건]대전탄방 23차 희망나누기 3차입금_마중물 마중물 6,332,600 0
2015/08/10 [1건]신제주 기주년 행사배분 단체1곳 프로그램지원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820,000 0
2015/08/10 [2건]수원행궁점 행사배분 개인2명 교육비 지원 조*우 외 1명 1,000,000 0
2015/08/10 삼선교점 2015 삼선교점 테마배분 금강장학회 장학지원사업 (재)금강장학회 21,000,000 0
2015/08/10 강서화곡 22차 희망나누기 사업잔액반납-늘푸른나무복지관(김*정) 강서화곡점 -560,000 0
2015/08/11 [1건]미아점 행사배분 1개 단체 기능보강비 지원 강북교육지원센터 도깨비 1,000,000 0
2015/08/11 [0건]미아점 행사배분 1개 단체 기능보강비 지원 강북교육지원센터 도깨비 345,500 0
2015/08/11 원주일산 23차희망나누기 사업잔액반환(신*정) 원주일산점 -400,000 0
2015/08/11 군산명산 22차희망나누기 사업잔액반환(홍*은) 군산명산점 -200,464 0
2015/08/12 [1건]수원행궁점 행사배분 2차 개인1명 생계비 지원 장*중 300,000 0
2015/08/13 [1건]23차 희망나누기 지역4차 지원금_부산금정 긴급지원비 여*태 1,000,000 0
2015/08/13 [1건]23차 희망나누기 지역4차 지원금_부산남수영 긴급지원비 최*순 1,000,000 0
2015/08/13 [1건]23차 희망나누기 지역4차 지원금_부산해운대 주거환경개선비 하*태 1,000,000 0
2015/08/13 [1건]23차 희망나누기 지역4차 지원금_부산해운대 긴급지원비 김*자 500,000 0
2015/08/17 [1건]순천매곡 병아리 장터배분_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지원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1,977,350 0
2015/08/17 [1건]사회적기업센터 뷰티풀펠로우 지원금 3기 박형일 펠로우_2015년 8월분 박형일 1,500,000 0
2015/08/17 [1건]사회적기업센터 뷰티풀펠로우 지원금 4기 구민근 펠로우_2015년 8월분 구민근 1,500,000 0
2015/08/17 [1건]사회적기업센터 뷰티풀펠로우 지원금 4기 문아영 펠로우_2015년 8월분 문아영 1,500,000 0
2015/08/17 [1건]사회적기업센터 뷰티풀펠로우 지원금 4기 안시준 펠로우_2015년 8월분 안시준 1,500,000 0
2015/08/17 [1건]사회적기업센터 뷰티풀펠로우 지원금 4기 이경재 펠로우_2015년 8월분 이경재 1,500,000 0
2015/08/18 [1건]울산신정 행사수시배분_에세이울산문학회 단체 기능보강비 지원 수암지역아동센터 1,499,800 0
2015/08/18 [1건]울산신정 행사수시배분_에세이울산문학회 단체 기능보강비 지원 징검다리지역아동센터 1,460,000 0
2015/08/18 양재 22차 희망나누기 사업잔액 반납-대치2동 주민센터(김*균,장*경) 양재점 -6,560,000 0
2015/08/19 하남 23차 희망나누기 사업잔액반납 사랑실천천사운동본부(김*순) 하남점 -7,960 0
2015/08/20 [1건]광화문책방 2015 아름다운책방 테마배분-아름다운재단(류무종도서관) 기부문화 활성화사업 아름다운재단 7,904,905 0
2015/08/20 [1건]성미산책방 2015 아름다운책방 테마배분-아름다운재단(류무종도서관) 기부문화 활성화사업 아름다운재단 4,084,593 0
2015/08/20 [1건]동숭동책방 2015 아름다운책방 테마배분-아름다운재단(류무종도서관) 기부문화 활성화사업 아름다운재단 6,053,632 0
2015/08/20 [1건]이태원책방 2015 아름다운책방 테마배분-아름다운재단(류무종도서관) 기부문화 활성화사업 아름다운재단 4,349,665 0
2015/08/21 [11건]개봉점 2015 테마배분사업 청소년 문화예술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11개 단체 프로그램비 지원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외 10개단체 70,096,000 0
2015/08/21 명학점 22차 희망나누기 사업 잔액 반환(장*진) 나눔사업팀 -120,000 0
2015/08/25 [1건]전주전북 병아리 장터배분 개인 생계비 지원 전*진 880,150 0
2015/08/25 [0건]광주전남 병아리배분비_광산구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지원비 광산구장애인복지관 1,917,540 0
2015/08/25 [1건]광주전남 병아리배분비_광산구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지원비 광산구장애인복지관 1,082,460 0
2015/08/25 [1건]광주전남 병아리배분비_개인 교육비 지원비 신*진 1,321,200 0
2015/08/25 연신내점 22차 희망나누기 사업잔액 반납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조*) 연신내점 -15,713 0
2015/08/26 신대방점 22차 희망나누기 사업잔액 반납 상록재가노인지원센터(박*후,이*훈,이*순) 신대방점 -1,070,000 0
2015/08/26 부평산곡 22차 희망나누기 사업 잔액 반환(김*경) 부평산곡점 -15,600 0
2015/08/27 광명하안점 22차 희망나누기 사업잔액반환(장*옥) 광명하안점 -1,400,000 0
2015/08/27 안국점 22차 희망나누기 사업잔액 반납 종로장애인복지관(최*자,김*정) 안국점 -2,780,000 0
2015/08/27 신대방점 22차 희망나누기 사업잔액 반납 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강*나) 신대방점 -10,000 0
2015/08/27 상록수점 22차 희망나누기 사업잔액 반환(박*우) 상록수점 -230,000 0
2015/08/27 나눔사업팀 아름다운도서관 2호(넥슨도서관) 최종지원 네팔 아름다운도서관 2호 6,193,527 0
2015/08/27 나눔사업팀 아름다운도서관 2호(넥슨도서관) 최종지원 송금 해외CHARGE 네팔 아름다운도서관 2호 23,749 0
2015/08/27 나눔사업팀 아름다운도서관 2호(넥슨도서관) 최종지원 송금수수료 네팔 아름다운도서관 2호 27,500 0
2015/08/27 [1건]목동점 사회공헌팀-아시아나항공 행사배분 1개단체 프로그램비 지원 (사)함께가는 강서장애인부모회 1,084,000 0
2015/08/27 [1건]안국점 사회공헌팀-아시아나항공 행사배분 1개단체 프로그램비 지원 (사)함께가는 강서장애인부모회 2,118,000 0
2015/08/27 [1건]인천논현점 사회공헌팀-아시아나항공 행사배분 1개단체 프로그램비 지원 (사)함께가는 강서장애인부모회 1,006,000 0
2015/08/27 [1건]동숭동책방 사회공헌팀-아시아나항공 행사배분 1개단체 프로그램비 지원 (사)함께가는 강서장애인부모회 130,000 0
2015/08/27 [1건]세종로책방 사회공헌팀-아시아나항공 행사배분 1개단체 프로그램비 지원 (사)함께가는 강서장애인부모회 318,000 0
2015/08/27 사회적기업센터 뷰티풀펠로우 국내외연수지원 안시준펠로우 코디네이터 및 통역비 심*준 3,000,000 0
2015/08/28 [1건]창원팔용 23차 희망나누기 지역5차입금 주거환경개선비지원 이*옥 2,000,000 0
2015/08/28 [1건][네팔]나눔사업팀 2015 네팔긴급구호 2차지원_신두팔촉커피생산협동조합 송금 신두팔촉커피생산협동조합 31,548,012 0
2015/08/28 [0건][네팔]나눔사업팀 2015 네팔긴급구호 2차지원_신두팔촉커피생산협동조합 송금 신두팔촉커피생산협동조합 3,348,300 0
2015/08/28 [0건][네팔]나눔사업팀 2015 네팔긴급구호 2차지원_신두팔촉커피생산협동조합 송금수수료 신두팔촉커피생산협동조합 37,500 0
2015/08/28 [1건][네팔]나눔사업팀 2015 네팔긴급구호 2차지원_수카워티재단 송금 수카워티 재단 6,661,299 0
2015/08/28 [0건][네팔]나눔사업팀 2015 네팔긴급구호 2차지원_수카워티재단 송금 수카워티 재단 705,700 0
2015/08/28 [0건][네팔]나눔사업팀 2015 네팔긴급구호 2차지원_수카워티재단  송금수수료 수카워티 재단 27,500 0
2015/08/28 사회적기업센터 뷰티풀펠로우 국내외연수지원-안*준 펠로우 유럽현지 사용금액 안*준 749,913 0
2015/08/28 강동고덕 23차 희망나누기 사업잔액 반납 암사1동주민센터(장*훈) 강동고덕점 -1,080,000 0
2015/08/31 2015년 8월 현물나눔(재사용)_총 500점 서울노숙인협회 의류 상하의 지원(단체/국내) 나눔사업팀 1,000,000 0
2015/08/31 [1건][네팔]나눔사업팀 아름다운도서관1호(GS기부)-최종지원 송금 네팔 아름다운도서관 1호 711,168 0
2015/08/31 [0건][네팔]나눔사업팀 아름다운도서관1호(GS기부)-최종지원 송금수수료 네팔 아름다운도서관 1호 14,500 0
2015/08/31 [1건][네팔]나눔사업팀 2015 네팔 긴급구포 2차지원 리드네팔 송금 리드네팔 50,000,000 0
2015/08/31 [0건][네팔]나눔사업팀 2015 네팔 긴급구포 2차지원 리드네팔 송금 리드네팔 33,303,848 0

2015/08/31 [0건][네팔]나눔사업팀 2015 네팔 긴급구포 2차지원 리드네팔 송금수수료 리드네팔 37,500 0

[월          계] 287,915,493 0

2015.08 나눔사업비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