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발전기금접수대장

지현초등학교 운영위원회

( 단위 : 원 )

순번
접수

번호
접수일자

기탁자

성 명

기 탁 내 역
사용용도 세입일

결재

기금/물품명등 금 액 출납원출납관

1 1 2021.03.02 총동문회 금전 250,000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

동의 지원
2021.03.02

2 3 2021.03.05
근화산업  윤

석남
금전 100,000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

동의 지원
2021.03.05

3 4 2021.04.05
근화산업  윤

석남
금전 100,000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

동의 지원
2021.04.05

4 5 2021.05.06
근화산업  윤

석남
금전 100,000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

동의 지원
2021.05.06

5 6 2021.06.07
근화산업  윤

석남
금전 100,000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

동의 지원
2021.06.07

6 8 2021.07.05
근화산업  윤

석남
금전 100,000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

동의 지원
2021.07.05

7 9 2021.08.05
근화산업  윤

석남
금전 100,000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

동의 지원
2021.08.05

8 10 2021.09.06
근화산업  윤

석남
금전 100,000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

동의 지원
2021.09.06

9 11 2021.10.05
근화산업  윤

석남
금전 100,000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

동의 지원
2021.10.05

10 12 2021.11.05
근화산업  윤

석남
금전 100,000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

동의 지원
2021.11.05

11 13 2021.12.06
근화산업  윤

석남
금전 100,000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

동의 지원
2021.12.06

12 14 2021.12.27
주원플라스틱 

송호관
금전 1,000,000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

동의 지원
2021.12.27

13 16 2021.12.30
화현면의용소

방대
금전 200,000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

동의 지원
2021.12.30

14 17 2021.12.30 화현면체육회 금전 100,000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

동의 지원
2021.12.30

15 18 2021.12.30 지현2리마을회 금전 200,000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

동의 지원
2021.12.30

16 19 2021.12.30 지현초동문회 금전 2,000,000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

동의 지원
2021.12.30

17 20 2021.12.30
화현면 이장협

의회
금전 200,000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

동의 지원
2021.12.30

18 21 2021.12.30
동성캐미칼

(주)
금전 100,000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

동의 지원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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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2 2021.12.30
지현2리마을회

 외 3명
금전 2,000,000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

동의 지원
2021.12.30

20 23 2021.12.30
지현 3리 마을

회
금전 500,000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

동의 지원
2021.12.30

21 24 2022.01.03
베어크리크 골

프클럽
금전 700,000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

동의 지원
2022.01.03

22 25 2022.01.03
화현면 기업인

 협의회
금전 1,000,000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

동의 지원
2022.01.03

23 26 2022.01.03
화현면노인회

분회
금전 100,000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

동의 지원
2022.01.03

24 27 2022.01.05
근화산업  윤

석남
금전 100,000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

동의 지원
2022.01.05

25 28 2022.01.05
(주)이앤에치

(E&H)
도서 150,000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

동의 지원

26 29 2022.01.06
지현4리 마을

회
금전 500,000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

동의 지원
2022.01.06

27 30 2022.02.07
근화산업  윤

석남
금전 100,000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

동의 지원
2022.02.07

28 31 2022.02.22
근화산업  윤

석남
물품 800,000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

동의 지원

누        계 (                         ) 0

기   간   계 (                         ) 11,000,000

합        계 11,000,000

          ~ 2021.02.28

2021.03.01 ~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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