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번

1

순번 발생일자 상당금액 비고

순번 지출 구분 지출일

1 관리비 01.06

2 관리비 01.07

3 운영비 01.11

4 운영비 01.11

5 관리비 01.15

6 관리비 01.18

7 관리비 01.26

8 운영비 01.26

9 관리비 01.26

1 관리비 01.26

순번 사용일자

938,620                628,671                7,012,157             

628,671                

없음

5. 전체 수입 지출 

잔액 총 수입 총 지출 잔액

사무국 소모품 구입

법인세 납부

비고

CMS 수수료

관리점 수수료(CMS)

관리점 수수료(CMS)5,800                   

20,000                 

500,000                

31,630                 사무국 전기료

후원금 2

2,480                   

21,241                 

44,000                 

1,520                   

UMS수수료

UMS수수료

1,000                   

1,000                   

관리점 수수료(CMS)

없음

합계 938,620                

2. 후원품 수입 내역

후원품 내용 수량/단위

CMS 후원금 938,620                

6,702,208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기간 : 2021년  01월 ~ 03월

1. 후원금 수입 내역

후원금 구분 금액 비고

춘천영화제 2021년 01월 수입 및 지출 내역서

합계

4. 후원품 지출 내역

후원품 내용 사용처 비고

금액

3. 후원금 지출 내역

금융결제원



순번

1

순번 발생일자 상당금액 비고

순번 지출 구분 지출일

1 관리비 02.01

2 관리비 02.08

3 관리비 02.08

4 운영비 02.10

5 관리비 02.15

6 관리비 02.16

7 운영비 02.18

8 운영비 02.18

9 운영비 02.23

10 관리비 02.26

11 관리비 02.26

1 운영비 02.19

2 운영비 02.19

순번 사용일자

10,000                 하나은행UMS 수수료

잔액 총 수입 총 지출 잔액

7,012,157             903,940                283,954                7,632,143             

48,400                 

45,600                  우편발송비

후원금 2

44,000                 

1,440                   관리점 수수료(CMS)

10,000                 

2. 후원품 수입 내역

후원품 내용 수량/단위

없음

3. 후원금 지출 내역

금액 비고

2,500                   관리점 수수료(CMS)

1,000                   

52,600                 

사무국 소모품 구입

18,414                 

CMS 후원금 903,940                

합계 903,940                

1. 후원금 수입 내역

후원금 구분 금액 비고

춘천영화제 2021년 02월 수입 및 지출 내역서

5. 전체 수입 지출 

4. 후원품 지출 내역

비고

없음

합계 283,954                

43,900                 사무국 소모품 구입

관리점 수수료(CMS)

500                      우편발송비

5,600                   

 KT 통신비

엔콤 CMS

UMS 수수료

금융결제원

후원품 내용 사용처



순번

2

순번 발생일자 상당금액 비고

순번 지출 구분 지출일

1 관리비 03.02

2 운영비 03.03

3 관리비 03.08

4 관리비 03.08

5 운영비 03.10

6 운영비 03.10

7 관리비 03.15

8 관리비 03.16

9 운영비 03.23

10 운영비 03.23

11 운영비 03.23

12 운영비 03.23

13 관리비 03.23

14 운영비 03.23

15 관리비 03.26

16 운영비 03.30

17 운영비 03.30

18 운영비 03.30

1 운영비 03.22

2 운영비 03.23

순번 사용일자

후원금 2

50,000                  사무국 소모품 구입

291,550                 사무국 물품 구입

1,580                   관리점 수수료(CMS)

36,410                  기타소득세납부

4,660                   법인세 납부

2. 후원품 수입 내역

후원품 내용 수량/단위

잔액 총 수입 총 지출 잔액

7,632,143             978,640                2,386,450             6,224,333             

4. 후원품 지출 내역

후원품 내용 사용처 비고

없음

5. 전체 수입 지출 

금액 비고

52,700                 KT 통신료

CMS 후원금 978,640                

합계 978,640                

춘천영화제 2021년 03월 수입 및 지출 내역서

1. 후원금 수입 내역

후원금 구분 금액 비고

합계 2,386,450             

75,000                 

2,340                   관리점 수수료(CMS)

18,392                 엔콤 CMS

712,120                서울보증보험

없음

3. 후원금 지출 내역

 사무국 소모품 배송비

1,000                   UMS 수수료

3,400                   사무국 렌탈비

44,000                 금융결제원

990,000                세무사비

16,620                 사무국 전기료

지방세460                     

5,700                    사무국 소모품 구입

46,638                  고유목적금 입금

5,880                   관리점 수수료(CMS)

28,000                  사무국 소모품 구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