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산기간 : 2019.01.01 ~ 12.31

연월일 종류  후원자(처)  품명  금액 연월일  수량  단위  금액

2019-03-22 기타 후원금  한진양행  -           400,000 2019-07-12  -  -           288,000

2019-07-03 기타 후원금  박은숙  -           300,000 2019-09-20  -  -           412,000

2019-01-11 기타 후원품  이남희 산딸기듬뿍롤케익 11,000 2019-01-11         1  개(EA) 11,000

2019-01-30 기타 후원품  우종순 홍삼정(보) 102,000 2019-01-30         1
 세트

(SET)
102,000

2019-05-08 기타 후원품  이남희 떡세트 75,000 2019-05-08        25
 박스

(BOX)
75,000

2019-05-10 기타 후원품  이상필 미닛메이드 선물박스 12,000 2019-05-13         1
 박스

(BOX)
12,000

2019-05-13 기타 후원품  김준호 박카스D 7,000 2019-05-14         1
 박스

(BOX)
7,000

2019-06-11 기타 후원품  류재영 박카스F 12,000 2019-06-11         1
 박스

(BOX)
12,000

2019-06-12 기타 후원품  이남희 오렌지 9입 6,000 2019-06-13         1  개(EA) 3,500

기타 후원품  이남희 투유 다크마일드 3,500         1  개(EA) 3,000

기타 후원품  이남희 팥맛사탕 3,000 2019-06-14         1
 묶음

(BUND
6,000

2019-07-01 기타 후원품  이상필 미닛메이드 선물박스 12,000 2019-07-02         1
 박스

(BOX)
12,000

2019-07-04 기타 후원품 이남희 헛개차 1,000 2019-07-05 1 개(EA) 1,000

기타 후원품 이남희 자몽워터 1,200 1 개(EA) 1,200

2019-07-15 기타 후원품 김준호 박카스D 8,000 2019-07-15 1
박스

(BOX)
8,000

2019-09-04 기타 후원품 최혜진 떡 20,000 2019-09-04         1
 박스

(BOX)
20,000

2019-09-05 기타 후원품 이남희 건블루베리 165,000 2019-09-05        11  개(EA) 165,000

2019-09-06 기타 후원품 김욱 비타500 9,000 2019-09-06         1
 박스

(BOX)
9,000

기타 후원품 김욱 롤케잌 22,000         2  개(EA) 22,000

2019-09-17 기타 후원품 우종순 단팥빵 37,200 2019-09-17 1
박스

(BOX)
13,000

기타 후원품 우종순 베지밀B 13,000 2019-09-18        31  개(EA) 37,200

기타 후원품 우종순 슈크림빵 10,800         9  개(EA) 10,800

2019-09-27 기타 후원품 문혜영 카스테라 40,000 2019-09-27         1
 박스

(BOX)
9,000

기타 후원품 우종순 비타500 9,000 2019-09-30         2
 박스

(BOX)
40,000

2019-11-05 기타 후원품 류재영 비타500 9,000 2019-11-05 1
박스

(BOX)
9,000

2019-11-25 기타 후원품 우종순 단팥빵 15,600 2019-11-25 13 개(EA) 15,600

기타 후원품 우종순 앙금빵 15,600 13 개(EA) 15,600

2019-12-24 기타 후원품 이상필 황성주 국산콩 두유 8,000 2019-12-24 1
박스

(BOX)
14,000

기타 후원품 이상필 현미 참두유 14,000 1
박스

(BOX)
8,000

        1,341,900         1,341,900합 계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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