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기간 : 2020년  10월 ~ 12월

춘천영화제 2020년 10월 수입 및 지출 내역서

1. 후원금 수입 내역
순번 후원금 구분 금액 비고

1 후원금                 10,000

2 CMS 후원금             1,863,260
3 후원금             2,500,000

합계             4,373,260

2. 후원품 수입 내역
순번 발생일자 후원품 내용 수량/단위 상당금액 비고

없음

3. 후원금 지출 내역
순번 지출 구분 지출일 금액 비고

1 관리비 10.05                 82,410 사무실 통신료

2 관리비 10.06                  2,180 CMS 수수료
3 운영비 10.06                 38,600 사무국 소모품 구입
4 운영비 10.06               237,600 홈페이지 트래픽  구입
5 운영비 10.06                 11,000 홈페이지 트래픽  구입

6 관리비 10.07                 18,458 CMS 수수료
7 관리비 10.12                  1,000 UMS 수수료
8 운영비 10.14                 56,650 사무국 소모품 구입
9 운영비 10.14                 48,000 사무국 소모품 구입

10 관리비 10.14               110,000 사무국 관리비 
11 운영비 10.14               131,000 상패 구입
12 관리비 10.15                 44,000 금융결제원
13 관리비 10.16                  1,820 CMS 수수료

14 관리비 10.20               149,000 사무국 운영비
15 관리비 10.27                  6,120 CMS 수수료
16 운영비 10.29               499,000 사무국 운영비

합계             1,436,838

4. 후원품 지출 내역
순번 사용일자 후원품 내용 사용처 비고

없음

5. 전체 수입 지출 
잔액 총 수입 총 지출 잔액

            1,541,513             4,373,260             1,436,838             4,477,935



춘천영화제 2020년 11월 수입 및 지출 내역서

1. 후원금 수입 내역
순번 후원금 구분 금액 비고

1 후원금                 10,000
2 CMS 후원금             6,443,660

합계             6,453,660

2. 후원품 수입 내역

순번 발생일자 후원품 내용 수량/단위 상당금액 비고

없음

3. 후원금 지출 내역
순번 지출 구분 지출일 금액 비고

1 운영비 11.02                 80,120 사무실 통신료

2 운영비 11.04               912,000 영화제 수상 상금
3 운영비 11.04               478,000 영화제 수상 상금
4 운영비 11.04               478,000 영화제 수상 상금
5 운영비 11.04               478,000 영화제 수상 상금

6 운영비 11.04             1,000,000 기본 재형성
7 관리비 11.04               116,080 사무실 전기료
8 관리비 11.06                  2,280 CMS 수수료
9 관리비 11.09                 27,522 CMS 관리비

10 관리비 11.10                  1,000 UMS 수수료
11 운영비 11.16                  4,400 법인 공인인증서료
12 관리비 11.16                 33,000 금융결제원
13 관리비 11.17                  1,680 CMS 관리비

14 운영비 11.18             5,500,000 법인 타 계좌로 송금
15 운영비 11.18             1,000,000 기본재형성
16 운영비 11.26                  5,820 CMS 관리비
17 관리비 11.27               287,920 사무실 관리비+전기료

18 관리비 11.30                 62,980 사무실 통신료
합계           10,468,802

4. 후원품 지출 내역
순번 사용일자 후원품 내용 사용처 비고

없음

5. 전체 수입 지출 
잔액 총 수입 총 지출 잔액

            4,477,935             6,453,660           10,468,802               462,793



춘천영화제 2020년 12월 수입 및 지출 내역서

1. 후원금 수입 내역
순번 후원금 구분 금액 비고

1 후원금                 10,000
2 CMS 후원금             1,008,280

3 예금 이자                    726
합계             1,019,006

2. 후원품 수입 내역
순번 발생일자 후원품 내용 수량/단위 상당금액 비고

없음

3. 후원금 지출 내역
순번 지출 구분 지출일 금액 비고

1 관리비 12.07                 21,362 CMS 수수료

2 관리비 12.08                  2,420 관리점 수수료
3 관리비 12.10                  1,000 UMS 수수료
4 관리비 12.15                 44,000 금융결제원
5 관리비 12.16                  1,800 CMS 수수료

6 관리비 12.29                  5,880 관리점 수수료
7 운영비 12.30               148,640 사무국 관리비 + 전기료
8 관리비 12.31                 55,090 사무실 통신료

합계               280,192

4. 후원품 지출 내역
순번 사용일자 후원품 내용 사용처 비고

없음

5. 전체 수입 지출 
잔액 총 수입 총 지출 잔액

              462,793             1,019,006               280,192             1,201,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