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산기간 : 2017.01.01 ~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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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15 지역사회후원금  김**  -                  340 -  -  -  -

2017-02-10 기타 후원품  이** 돌빌레 감귤 25,600 2017-02-10         2
 박스

(BOX)
25,600

2017-03-17 기타 후원품  이** 당도 선별 감귤 29,000 2017-03-17         2
 박스

(BOX)
29,000

2017-03-23 기타 후원품  이** 파리바게뜨 제주녹차 카스테라 11,000 2017-03-25         1  개(EA) 11,000

2017-03-29 기타 후원품  문** 맥심 포카골드 마일드 10,200 2017-03-29         1
 박스

(BOX)
10,200

2017-04-17 기타 후원품  류** 정신번쩍 졸음탈출껌 20,700 2017-04-17         6  개(EA) 20,700

2017-05-26 기타 후원품  이** 김용환의 토마토즙 23,000 2017-05-29        11  개(EA) 14,300

2017-05-29 기타 후원품  한** 야쿠르트 윌 14,300 2017-05-30         1
 박스

(BOX)
23,000

2017-06-01 기타 후원품  이** 비타파워 28,500 2017-06-01         1
 박스

(BOX)
28,500

2017-06-13 기타 후원품  심** 비타500 40,200 2017-06-13         5
 박스

(BOX)
40,200

2017-07-20 기타 후원품  고** 하늘작 충주복숭아 30,000 2017-07-20         1  개(EA) 11,000

기타 후원품 고** 수박 19,800 1 개(EA) 11,000

기타 후원품 서** 호두파운드케익 11,000 1 개(EA) 11,000

2017-07-20 기타 후원품 서** 블루베리듬뿍롤케익 11,000 2017-07-21 2
박스

(BOX)
30,000

기타 후원품 서** 산딸기듬뿍롤케익 11,000         2  개(EA) 19,800

2017-08-09 기타 후원품 이** 델몬트망고음료 11,600 2017-08-09         1
 세트

(SET)
11,600

2017-09-05 기타 후원품 이** 오로나민c 12,550 2017-09-05         1
 박스

(BOX)
12,550

2017-09-12 기타 후원품 문** 수박 10,400 2017-09-15  1개  개(EA) 10,400

2017-11-02 기타 후원품 전** 정통파운드케익 11,000 2017-11-03 1Box 개(EA) 11,000

기타 후원품 전** 호두파운드케익 11,000  4개  개(EA) 20,000

기타 후원품 전** 제주녹차 카스테라 11,000  2Box  개(EA) 11,000

기타 후원품 전** 제주 천혜향 카스테라 11,000 2017-11-06  1통  개(EA) 11,000

2017-11-03 기타 후원품 고** 오색정과 20,000  1kg  개(EA) 11,000

2017-11-13 기타 후원품 류** 몽쉘 피넛&아몬드 33,000 2017-11-13 1Box
박스

(BOX)
12,600

기타 후원품 이** 미에로 화이바 12,600 2017-11-14 1Box
박스

(BOX)
33,000

          429,790           429,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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