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모집 등록 내역 및 사용결과
- 사단법인 위스타트는 2017.2.14.~2017.12.22.까지 “국내 저소득 가정 아동 대상 개인 맞춤형
역량강화 서비스(사례관리) 실행 및 저소득 가정 아동을 위한 복지,교육,건강,인성교육의 통합 서비
스 지원”을 목적으로 131,882,408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모집목표액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위 사업을 위한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초 모집등록 내역>
구분

사업비

모집비

사용분야
삼척마을 아동지원
강진글로벌아동센터 다문화 아동지원
고양배움누리 청소년지원
구리공부방 아동지원
강원도마을사업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지원
사업모니터링
긴급지원금
마을활성화진행비
다문화아동 인성센터지원
다문화아동 문화예술지원
문화예술 재능개발지원비
신규사업개발비
실무자역량강화비
고유목적사업 투입인력
모금 및 홍보비

금액(원)
10,000,000
30,000,000
6,000,000
13,000,000
60,000,000
30,000,000
3,000,000
5,000,000
3,000,000
45,000,000
20,000,000
30,000,000
30,000,000
15,000,000
40,000,000

사용세부일정

2017.2.14.
~2017.12.22.

모집액의
15%이내

60,000,000
합 계

400,000,000

사용분야
삼척마을 아동지원
강진글로벌아동센터 다문화 아동지원
고양배움누리 청소년지원
구리공부방 아동지원
강원도마을사업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지원
사업모니터링
긴급지원금
마을활성화진행비(사업모니터링비 통합)
다문화아동 인성센터지원
다문화아동 문화예술지원
문화예술 재능개발지원비
신규사업개발비
실무자역량강화비
고유목적사업 투입인력

금액(원)
12,420,000
7,313,780
11,000,000
22,889,487
4,139,536
19,050,000
4,587,142
15,051,620
2,318,989
13,461,450
-

비고

<실 모집 및 집행내역>
구분

사업비

모집비

모금 및 홍보비

사용세부일정

2017.2.14.
~2017.12.22.

19,650,404
합 계

비고

모집액의
14.9%

131,882,408

- 사단법인 위스타트는 당초 등록된 사용계획대로 기부금 집행을 2017.2.22.까지 완료 하였으며,
모집비용 또한 당초 등록된 대로 모집액의 15%이내에서 집행 하였습니다.

기부금 지출내역
사용분야

세부내용

지출액(원)

삼척마을 법인 전출금 2분기 지급

5,000,000

2017/04/13

660,000

2017/05/10

5,000,000

2017/07/21

삼척마을 아동 2인 결연지원금 4월~7월분 지급

880,000

2017/08/10

삼척마을 아동 결연지원금

440,000

2017/09/20

삼척마을 아동결연 지원금 지급(황주희 변진희)

440,000

2017/12/04

23,780

2017/03/31

40,000

2017/06/23

250,000

2017/06/23

3,000,000

2017/07/17

4,000,000

2017/11/10

4,500,000

2017/04/24

구리 위스타트지역아동센터 3분기 법인전출금

4,500,000

2017/07/28

구리지역아동센터 4분기 법인전출금

2,000,000

2017/10/26

금융인성교실 사업 모니터링비

47,440

2017/06/13

금융인성교실 사업 모니터링비

10,000

2017/06/13

4,000

2017/06/14

667,500

2017/07/10

신규인성센터 추진을 위한 원주마을 프로그램 추진현황 모
니터링

71,149

2017/07/20

신규인성센터 추진을 위한 원주마을 프로그램 추진현황 모
니터링

85,300

2017/07/20

삼성생명 금융인성교실 교육봉사단 3기 면접 진행 식사비
(자부담)

26,000

2017/08/02

한국수추입은행 지원, 다솜인성센터 인성프로그램 강사워크
숍 장소대관료

55,000

2017/08/07

한국수출입은행 지원, 다솜인성센터 인성프로그램 강사워크
숍 강사료 외 진행비

1,140,000

2017/08/10

1,258,085

2017/08/10

144,100

2017/08/24

50,000

2017/08/28

10,000,000

2017/09/11

해밀학교 인성센터 협약식 진행

246,334

2017/09/11

해밀학교 인성센터 협약식 진행

114,400

2017/09/11

삼성생명 금융인성교실 교육봉사단 3기 1차 모니터링(자부
담)

14,000

2017/09/11

위스타트 인성센터 운영기관(지역아동센터) 2차 지원금 배분

8,760,000

2017/09/11

인성프로그램 협력 지역아동센터 아동 인성캠프 진행비

44,000

2017/09/18

인성프로그램 협력 지역아동센터 아동 인성캠프 진행비

109,779

2017/09/18

인성프로그램 협력 지역아동센터 아동 인성캠프 진행비

22,900

2017/09/18

위스타트 삼척마을 결연지원금 1분기 집행
삼척마을
아동지원

삼척마을 3분기 법인전출금

고양배움누리 CEO특강 회의
고양배움누리 '꿈꾸는우리' 식사 및 사업지원
고양배움누리
고양배움누리 '꿈꾸는우리' 식사 및 사업지원
청소년지원
고양배움누리 법인전출금 2차 지급
고양배움누리 법인전출금 3차 지급
구리 위스타트지역아동센터 2분기
구리공부방
아동지원

날짜

법인전출금

금융인성교실 일산중학교 모니터링비
인성프로그램 지원기관 상반기 간담회 진행

인성교육
프로그램지원 한국수출입은행 지원, 다솜인성센터 인성프로그램 강사워크
숍 강사료 외 진행비
해밀학교 신규인성센터 추진을 위한 현판식 준비
삼성생명 금융인성교실 3기 발대식 참석
해밀인성교육센터 프로그램 지원금

삼성생명 금융인성교실 교육봉사단 3기 3차 모니터링비

19,500

2017/12/12

위탁사업장 지도점검-강진글로벌 모니터링

954,570

2017/05/31

위탁사업장 지도점검-삼척마을 모니터링

504,630

2017/05/31

위탁사업장 지도점검-강진글로벌 모니터링비

400,000

2017/05/31

94,000

2017/05/31

6월 모금및지원사업 진행관련 우편발송

108,900

2017/07/04

고양배움누리 사업진행 회의 및 모니터링

194,100

2017/07/04

구리위스타트지역아동센터 사업 협의

234,500

2017/08/02

41,800

2017/08/04

39,050

2017/08/21

삼척마을 운영관련 삼척시 관계자 미팅

139,145

2017/09/20

삼척마을 운영관련 삼척시 관계자 미팅

60,200

2017/09/20

고양배움누리 9월 사업 점검 및 진행비

92,340

2017/10/10

273,250

2017/11/06

25,000

2017/11/06

958,001

2017/11/16

20,050

2017/12/08

1,800,000

2017/05/22

속초마을 신강식 아동 지정기탁금 지급(송광수 기부자)

750,000

2017/07/03

속초마을 신강식 아동결연 후원금 4~6월분 지급

750,000

2017/08/10

해피빈 긴급지원 아동사례 지원 - 솔빛지역아동센터 지영이

7,000,000

2017/08/23

해피빈 긴급지원 아동사례 지원 - 위스타트원주마을 민정이

3,000,000

2017/08/23

750,000

2017/09/28

5,000,000

2017/10/10

3,375,000

2017/06/14

폴리텍다솜인성센터 학생 생활복 전달식 외 모니터링 진행

498,357

2017/07/04

다문화아동 폴리텍다솜인성센터 학생 생활복 전달식 외 모니터링 진행
인성센터지원 해밀학교 신규인성센터 확장을 위한 추진 진행비

18,100

2017/07/04

123,485

2017/08/02

해밀학교 신규인성센터 확장을 위한 추진 진행비

172,200

2017/08/02

해밀학교 신규인성센터 확장을 위한 인성프로그램 강사비

400,000

2017/08/04

신학기 물품지원

9,000,000

2017/02/27

BGF리테일 후원 CU발렌타인 나눔더하기 전달식 착오지급

61,100

2017/03/06

BGF리테일 후원 CU발렌타인 나눔더하기 전달식 진행비

10,500

2017/03/07

BGF리테일 후원 CU 발렌타인 나눔더하기 전달식 보드제작
및 진행비

50,600

2017/03/07

BGF리테일 후원 CU발렌타인 나눔더하기 전달식 착오지급

-61,100

2017/03/07

JTBC 한끼의나눔 신학기 물품지원금 배분

948,016

2017/05/23

60,281

2017/06/27

위탁사업장 지도점검-삼척마을 모니터링비

고양배움누리 센터 관리 및 모니터링 회의비
사업모니터링 7월 국내사업 진행 관련 발송비

고양배움누리 위탁협약서 공증
고양배움누리 10월 사업진행 회의비
강진글로벌아동센터 2017년도 사업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
회의
고양배움누리 사업회의 및 근로계약서 발송
해피빈 긴급아동사례(속초마을 지희)

긴급지원금

모금액 보고 및 지원

속초마을 신강식 아동 지정기탁금 3분기 지급
해피빈 준성이 주거지원 긴급아동사례 지원
제천인성센터 폴리텍다솜학교 학생 생활복

BGF리테일후원 CU발렌타인 나눔더하기

문화예술
재능개발
지원비

지원

6월 22일 비비큐 치킨파티 안산중부지역아동센터 진행 모니
터링

비비큐 치킨파티 진행 모니터링

136,955

2017/07/21

비비큐 치킨캠프 진행비

127,008

2017/07/24

비비큐 치킨캠프 진행비

42,000

2017/07/24

4,500,000

2017/08/10

150,300

2017/08/21

안산중부지역아동센터 브레댄코 파티쉐교실 진행 모니터링

25,960

2017/11/17

안산중부지역아동센터 브레댄코 파티쉐 교실 진행 모니터링
비 착오지급

25,960

2017/11/20

안산중부지역아동센터 브레댄코 파티쉐 교실 진행 모니터링
비 착오지급 환급

-25,960

2017/11/20

9,000

2017/07/05

삼척마을 시설전환 관련 직원면담 및 상담소 추진단 회의

312,921

2017/11/15

삼척마을 시설전환 관련 직원면담 및 상담소 추진단 회의

521,830

2017/11/15

삼척마을 시설전환 관련 추진단 준비회의

145,845

2017/11/15

삼척마을 시설전환 관련 추진단 준비회의

74,200

2017/11/15

삼척마을 시설전환 관련 자문회의비

149,720

2017/11/21

삼척마을 시설전환관련 아동상담소 사업계획 회의

305,383

2017/12/05

삼척마을 시설전환관련 아동상담소 사업계획 회의

800,090

2017/12/05

리부자 리서치 워크숍

46,100

2017/03/31

홍보부 직무향상 및 업무역량강화를 위한 도서 구입

18,000

2017/06/09

홍보부 직무향상 및 업무역량강화를 위한 도서 구입비

120,000

2017/06/09

콜라주를 이용한 미술치료 워크숍 진행비

500,000

2017/06/28

콜라주를 이용한 미술치료 워크숍 진행비

424,000

2017/06/28

60,000

2017/08/23

전국 위스타트 워크숍 지출정산-숙박,식사,관광,팀미션,차량,
다과 등

2,426,050

2017/09/28

전국 위스타트 워크숍 지출정산-숙박,식사,관광,팀미션,차량,
다과 등

480,000

2017/09/28

전국 위스타트 워크숍 지출정산-숙박,식사,관광,팀미션,차량,
다과 등

9,387,300

2017/09/28

위스타트 경향신문 지면 광고비

1,100,000

2017/11/21

825,000

2017/12/05

13,200,000

2017/12/08

840,000

2017/12/18

위대한토크(금난새연주회)진행비-사전미팅,초청장,출연료 등

2,200,000

2017/12/19

위대한토크(금난새연주회)진행비-사전미팅,초청장,출연료 등

387,140

2017/12/19

1,098,264

2017/12/22

에드링턴코리아 후원 - 구리마을 파라나오케스트라 지정기탁
사업 지원
비비큐 치킨파티 진행 모니터링

비비큐 2017년 사회공헌사업 기획

신규사업
개발비

실무자
역량강화비

회의

비영리 재무회계 실무교육 신청

별별산타(동인) 케이터링비
모금및홍보비

위대한토크 금난새 연주회 입장권 60매 구입
별별산타(한국암웨이) 크리스마스 파티 업체 계약

위스타트 홈페이지 유지보수 7~11월분
합 계

131,882,408

기부금 세부지출내역
No.

지출일자

적요

차변

1

2017/02/27 BGF리테일후원 CU발렌타인 나눔더하기
물품지원

신학기

2

2017/03/06

BGF리테일 후원 CU발렌타인
착오지급

나눔더하기 전달식

3

2017/03/07

BGF리테일 후원 CU발렌타인
진행비

나눔더하기 전달식

4

BGF리테일 후원 CU 발렌타인
2017/03/07 보드제작 및 진행비

5

2017/03/07 BGF리테일 후원 CU발렌타인
착오지급

6

누계

9,000,000

9,000,000

61,100

9,061,100

10,500

9,071,600

50,600

9,122,200

-61,100

9,061,100

2017/03/31 고양배움누리 CEO특강 회의

23,780

9,084,880

7

2017/03/31 리부자 리서치 워크숍

46,100

9,130,980

8

2017/04/13 삼척마을 법인 전출금 2분기 지급

5,000,000

14,130,980

9

2017/04/24 구리 위스타트지역아동센터 2분기

4,500,000

18,630,980

660,000

19,290,980

나눔더하기 전달식
나눔더하기 전달식

법인전출금

10

2017/05/10 위스타트 삼척마을 결연지원금 1분기

집행

11

2017/05/22 해피빈 긴급아동사례(속초마을 지희)
지원

모금액 보고 및 1,800,000

21,090,980

12

2017/05/23 JTBC 한끼의나눔 신학기 물품지원금

배분

948,016

22,038,996

13

2017/05/31 위탁사업장 지도점검-강진글로벌 모니터링

954,570

22,993,566

14

2017/05/31 위탁사업장 지도점검-삼척마을 모니터링

504,630

23,498,196

15

2017/05/31 위탁사업장 지도점검-강진글로벌

400,000

23,898,196

16

2017/05/31 위탁사업장 지도점검-삼척마을 모니터링비

94,000

23,992,196

17

2017/06/09 홍보부 직무향상 및 업무역량강화를 위한

도서 구입 18,000

24,010,196

18

2017/06/09 홍보부 직무향상 및 업무역량강화를 위한
구입비

도서

120,000

24,130,196

19

2017/06/13 금융인성교실 사업 모니터링비

47,440

24,177,636

20

2017/06/13 금융인성교실 사업 모니터링비

10,000

24,187,636

21

2017/06/14 금융인성교실 일산중학교 모니터링비

4,000

24,191,636

22

2017/06/14 제천인성센터 폴리텍다솜학교 학생 생활복

3,375,000

27,566,636

23

2017/06/23 고양배움누리 '꿈꾸는우리' 식사 및

사업지원

40,000

27,606,636

24

2017/06/23 고양배움누리 '꿈꾸는우리' 식사 및

사업지원

250,000

27,856,636

25

6월 22일 비비큐 치킨파티
2017/06/27 진행 모니터링

60,281

27,916,917

26

2017/06/28 콜라주를 이용한 미술치료 워크숍 진행비

500,000

28,416,917

27

2017/06/28 콜라주를 이용한 미술치료 워크숍 진행비

424,000

28,840,917

28

2017/07/03 속초마을 신강식 아동 지정기탁금
기부자)

750,000

29,590,917

29

2017/07/04 6월 모금및지원사업 진행관련 우편발송

108,900

29,699,817

30

2017/07/04 고양배움누리 사업진행 회의 및 모니터링

194,100

29,893,917

31

2017/07/04

폴리텍다솜인성센터 학생 생활복 전달식
모니터링 진행

외

498,357

30,392,274

32

폴리텍다솜인성센터 학생 생활복 전달식
2017/07/04 모니터링 진행

외

18,100

30,410,374

33

2017/07/05 비비큐 2017년 사회공헌사업 기획

9,000

30,419,374

34

2017/07/10 인성프로그램 지원기관 상반기 간담회

667,500

31,086,874

35

2017/07/17 고양배움누리 법인전출금 2차 지급

3,000,000

34,086,874

36

신규인성센터 추진을 위한 원주마을
2017/07/20 추진현황 모니터링

프로그램

71,149

34,158,023

37

2017/07/20 신규인성센터 추진을 위한 원주마을

프로그램

85,300

34,243,323

모니터링비

지원

안산중부지역아동센터

지급(송광수

회의
진행

38

추진현황 모니터링
2017/07/21 삼척마을 3분기 법인전출금

5,000,000

39,243,323

39

2017/07/21 비비큐 치킨파티 진행 모니터링

136,955

39,380,278

40

2017/07/24 비비큐 치킨캠프 진행비

127,008

39,507,286

41

2017/07/24 비비큐 치킨캠프 진행비

42,000

39,549,286

42

2017/07/28 구리 위스타트지역아동센터 3분기

4,500,000

44,049,286

43

2017/08/02

26,000

44,075,286

44

2017/08/02 구리위스타트지역아동센터 사업 협의

234,500

44,309,786

45

2017/08/02 해밀학교 신규인성센터 확장을 위한 추진

진행비

123,485

44,433,271

46

2017/08/02 해밀학교 신규인성센터 확장을 위한 추진

진행비

172,200

44,605,471

47

2017/08/04 고양배움누리 센터 관리 및 모니터링

41,800

44,647,271

48

2017/08/04 해밀학교 신규인성센터 확장을 위한
강사비

인성프로그램

400,000

45,047,271

49

2017/08/07

한국수추입은행 지원, 다솜인성센터
강사워크숍 장소대관료

인성프로그램

55,000

45,102,271

50

2017/08/10 삼척마을 아동 2인 결연지원금

880,000

45,982,271

51

2017/08/10 한국수출입은행 지원, 다솜인성센터
강사워크숍 강사료 외 진행비

인성프로그램

1,140,000

47,122,271

52

2017/08/10

한국수출입은행 지원, 다솜인성센터
강사워크숍 강사료 외 진행비

인성프로그램

1,258,085

48,380,356

53

2017/08/10 속초마을 신강식 아동결연 후원금

750,000

49,130,356

54

2017/08/10

4,500,000

53,630,356

55

2017/08/21 7월 국내사업 진행 관련 발송비

39,050

53,669,406

56

2017/08/21 비비큐 치킨파티 진행 모니터링

150,300

53,819,706

57

해피빈 긴급지원 아동사례 지원 - 솔빛지역아동센터
2017/08/23 지영이
7,000,000

60,819,706

58

2017/08/23 해피빈 긴급지원 아동사례 지원 - 위스타트원주마을 3,000,000
민정이

63,819,706

59

2017/08/23 비영리 재무회계 실무교육 신청

60,000

63,879,706

60

2017/08/24 해밀학교 신규인성센터 추진을 위한

144,100

64,023,806

61

2017/08/28 삼성생명 금융인성교실 3기 발대식 참석

50,000

64,073,806

62

2017/09/11 해밀인성교육센터 프로그램 지원금

10,000,000

74,073,806

63

2017/09/11 해밀학교 인성센터 협약식 진행

246,334

74,320,140

64

2017/09/11 해밀학교 인성센터 협약식 진행

114,400

74,434,540

65

삼성생명 금융인성교실 교육봉사단 3기
2017/09/11 모니터링(자부담)

14,000

74,448,540

66

2017/09/11 위스타트 인성센터
지원금 배분

8,760,000

83,208,540

67

2017/09/18 인성프로그램 협력 지역아동센터 아동
진행비

인성캠프

44,000

83,252,540

68

2017/09/18

인성프로그램 협력 지역아동센터 아동
진행비

인성캠프

109,779

83,362,319

69

인성프로그램 협력 지역아동센터 아동
2017/09/18 진행비

인성캠프

22,900

83,385,219

70

2017/09/20 삼척마을 아동 결연지원금

440,000

83,825,219

71

2017/09/20 삼척마을 운영관련 삼척시 관계자 미팅

139,145

83,964,364

72

2017/09/20 삼척마을 운영관련 삼척시 관계자 미팅

60,200

84,024,564

73

2017/09/28 속초마을 신강식 아동 지정기탁금 3분기

750,000

84,774,564

74

2017/09/28

2,426,050

87,200,614

법인전출금

삼성생명 금융인성교실 교육봉사단 3기
식사비(자부담)

에드링턴코리아 후원 - 구리마을
지정기탁사업 지원

면접 진행

회의비

4월~7월분 지급

4~6월분 지급
파라나오케스트라

현판식 준비

1차

운영기관(지역아동센터) 2차

지급

전국 위스타트 워크숍
지출정산-숙박,식사,관광,팀미션,차량,다과 등

75

2017/09/28

76

전국 위스타트 워크숍
지출정산-숙박,식사,관광,팀미션,차량,다과 등

480,000

87,680,614

전국 위스타트 워크숍
2017/09/28 지출정산-숙박,식사,관광,팀미션,차량,다과 등

9,387,300

97,067,914

77

2017/10/10 고양배움누리 9월 사업 점검 및 진행비

92,340

97,160,254

78

2017/10/10 해피빈 준성이 주거지원 긴급아동사례

79

지원

5,000,000

102,160,254

2017/10/26 구리지역아동센터 4분기 법인전출금

2,000,000

104,160,254

80

2017/11/06 고양배움누리 위탁협약서 공증

273,250

104,433,504

81

2017/11/06 고양배움누리 10월 사업진행 회의비

25,000

104,458,504

82

2017/11/10 고양배움누리 법인전출금 3차 지급

4,000,000

108,458,504

83

2017/11/15

삼척마을 시설전환 관련 직원면담 및
회의

상담소 추진단

312,921

108,771,425

84

삼척마을 시설전환 관련 직원면담 및
2017/11/15 회의

상담소 추진단

521,830

109,293,255

85

2017/11/15 삼척마을 시설전환 관련 추진단 준비회의

145,845

109,439,100

86

2017/11/15 삼척마을 시설전환 관련 추진단 준비회의

74,200

109,513,300

87

2017/11/16

958,001

110,471,301

88

2017/11/17 안산중부지역아동센터 브레댄코 파티쉐교실
모니터링

25,960

110,497,261

89

2017/11/20

안산중부지역아동센터 브레댄코 파티쉐
모니터링비 착오지급

교실 진행

25,960

110,523,221

90

안산중부지역아동센터 브레댄코 파티쉐
2017/11/20 모니터링비 착오지급 환급

교실 진행

-25,960

110,497,261

91

2017/11/21 삼척마을 시설전환 관련 자문회의비

149,720

110,646,981

92

2017/11/21 위스타트 경향신문 지면 광고비

1,100,000

111,746,981

93

2017/12/04 삼척마을 아동결연 지원금 지급(황주희

440,000

112,186,981

94

2017/12/05 삼척마을 시설전환관련 아동상담소

사업계획 회의

305,383

112,492,364

95

2017/12/05 삼척마을 시설전환관련 아동상담소

사업계획 회의

800,090

113,292,454

96

2017/12/05 별별산타(동인) 케이터링비

825,000

114,117,454

97

2017/12/08 고양배움누리 사업회의 및 근로계약서

20,050

114,137,504

98

2017/12/08 위대한토크 금난새 연주회 입장권 60매

13,200,000

127,337,504

99

2017/12/12

19,500

127,357,004

840,000

128,197,004

2,200,000

130,397,004

강진글로벌아동센터 2017년도 사업평가
사업계획 회의

삼성생명 금융인성교실 교육봉사단 3기
모니터링비

및 향후
진행

변진희)

발송
구입
3차

100

2017/12/18 별별산타(한국암웨이) 크리스마스 파티

101

2017/12/19

102

위대한토크(금난새 연주회)
2017/12/19 진행비-사전미팅,초청장,출연료 등

387,140

130,784,144

103

2017/12/22 위스타트 홈페이지 유지보수 7~11월분

1,098,264

131,882,408

위대한토크(금난새 연주회)
진행비-사전미팅,초청장,출연료 등

업체 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