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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여자이야기(원종복지관�피해자�법률기금�모금)� 모집결과�및� 사용보고

1.� 기부금모집내용

1)� 모금목표액� :� 990만원

2)� 모집기간� :� 2019년� 12월� 26일~2020년� 3월� 6일까지

� -.� 납부방법에� 따라� 후원금� 송금일이�다름(휴대전화�납부의� 경우� 결제날짜로부터� 2개

월~3개월� 소요),� 따라서� 최종� 모집결과� 보고는� 송금� 마감일을� 기준으로� 작성함을� 알

림.

3)� 모금계좌� :� 전태일재단�신협� 131-019-938995

4)� 제안단체� :�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손잡고,� 인권중심사람,� 인권운동공간�

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태일재단,� 직장갑

질119,�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5)� 모집방법� :� 온라인�홍보�및� 소셜펀치�후원함�활용�모금

6)� 활용목적� :� 원종복지관�직장�내� 괴롭힘�피해�당사자의�법률기금으로�사용

2.� 기부금모금완료

납부종류
수수료

지출발생

결제금액

(실입금액)

후원계좌�직접입금* - 5,460,000

기부외�수익(결산이자) 2

소셜펀치-

상세항목�

아래� 3)�

확인

무통장입금(소셜펀치� 명단과� 통

장기록�대조�완료)
- 750,001

소셜펀치� 입금(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핸드폰결제)
95,975 1,094,025

최종모금액�합계 7,30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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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화 강슬기 강은진 강찬 강현진 길래현 김경락 김동수 김민정 김보금 김서윤
김선환 김연희 김영재 김우 김은선 김정은 김태원 김현정 남정미 류민 류후남
문홍석 밎 박동휘 박래군 박미옥 박병우 박정준 박희영 방효훈 배나은 변수지
송근이 안영철 안태진 연지선 오여주 오창희 옥나래 올라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유희 윤지선 윤지영 윤충열 이상희 이서영 이선아 이수호 이용석 이정미 이지영
이지현 이지혜 이해경 이혜리 이흥우 임소희 임용현 작은하늘장미 장일호 전경민
전찬영 정경태 정다운 조계성 조길래 조창성 지연호 진윤경 진재연 최동운 최수미
최은비 최정운 최정화 최지원 한상균 한용현 한지선 허석영 현기욱 황세욱 황인희

1)� 총� 모금액(기부금�외� 수익�포함)� :� 7,304,028원

2)� 후원계좌직접입금� :� 소셜펀치를�거치지�않은�경우,� 소셜펀치에�기재내역�없음

3)� 소셜펀치�모금내역�상세

납부방법 결제여부 약정액 수수료* 실입금액

신용카드 완료 810,000 57,915 752,085

실시간계좌이체 완료 120,000 6,600 113,400

휴대폰(결제) 완료 260,000 31,460 228,540

무통장입금** 완료 930,001 - 750,001

합계 2,120,001 95,975 1,844,026

*수수료� :� 소셜펀치� 정책� 상� 납부방법으로�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휴대폰를� 선택한� 경우� 적용되며,�

무통장입금분에는�적용되지�않음

� -.� 신용카드� :� {전자결제업체(원금×수수료� 3.5%)×부가세� 10%}+{소셜펀치이용수수료(원금×수수료�

3%)×부가세� 10%}

� -.� 실시간계좌이체� :� {전자결제업체(원금×수수료� 2%)×부가세� 10%}+{소셜펀치이용수수료(원금×수수료�

3%)×부가세� 10%}

� -.� 휴대폰� :� {전자결제업체(원금×수수료� 8%)×부가세� 10%}+{소셜펀치이용수수료(원금×수수료� 3%)×

부가세� 10%}

**무통장입금� :� 아래� 경우로�나뉨.�

-.� 소셜펀치에�기재하고�무통장입금까지�완료한�사람�

-.� 소셜펀치에�기재하였지만�무통장입금을�진행하지�않은�사람� :� 8건�확인(18만원분)

-.� 약정액과� 실입금액과의� 차이� 18만원� :� 소셜펀치� 무통장입금� 기재자� 중� 8명(18만원분)의� 입금내역을�

통장기록에서�찾을�수� 없음(미입금확인)

3.� 기부자�명단(입금확인�기준)

1)� 소셜펀치�명단� (카드결제,� 실시간계좌이체,� 무통장입금,� 휴대폰�결제�중�통장입금확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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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호 (87건)

for990 ISHIKAWA J KEC지회가임기오승은 건설산업연맹 공군자 권경욱 권 오 광 긴
급법률 금속노조쌍용차 김대현 김명주 김민주 김수억 김승화 김일규 김정옥 김지선
김현숙 꼭승리하실거라 남유선 노성철 노애경 마고/이은주응 무매입금차경윤 문우정
민주경기소송연 민주노총부전시 민주연합톨게이트 박수아 박신서 박효진 방승범 배춘환
백선영 백현종 부천새시대여성 송다영 송단 신현자 안경선 안주영 유성영동지회
유승준 윤경희 윤덕진 윤종욱 윤충열 응원합니다 의료연대기금후 이강수 이남신
이동현 이비함 이성종 이수호 이승주 이연재 이우경 이은영법률기금 이은주 이은주
이정선 이정아 이정아함께 이정언 이종명 이창근 이현경(소송비) 이현영 이희원
전교조부천중동 전국건설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일반노조 전국사무금융서
정보라 정세정 정소희 정찬용(광주) 정홍조 조은선 주형민 직장갑질119 진상경
차성욱 최상철 최영진 최용선 한국메디칼샤푸 한석호 한희섭 허지영 홍기빈 홍기빈
홍예원 황동훈 (96건)

for990 ISHIKAWA J KEC지회가임기오승은 강덕화 강슬기 강은진 강찬 강현진
건설산업연맹 공군자 권경욱 권오광긴급법률 금속노조쌍용차 길래현 김경락 김대현
김동수 김명주 김민정 김민주 김보금 김서윤 김선환 김수억 김승화 김연희 김영재
김우 김은선 김일규 김정옥 김정은 김지선 김태원 김현숙 김현정 꼭승리하실거라
남유선 남정미 노성철 노애경 류민 류후남 마고/이은주응 무매입금차경윤 문우정
문홍석 민주경기소송연 민주노총부전시 민주연합톨게이트 밎 박동휘 박래군 박미옥
박병우 박수아 박신서 박정준 박효진 박희영 방승범 방효훈 배나은 배춘환 백선영
백현종 변수지 부천새시대여성 송근이 송다영 송단 신현자 안경선 안영철 안주영
안태진 연지선 오여주 오창희 옥나래 올라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유성영동지회
유승준 유희 윤경희 윤덕진 윤종욱 윤지선 윤지영 윤충열 윤충열 응원합니다
의료연대기금후 이강수 이남신 이동현 이비함 이상희 이서영 이선아 이성종 이수호
이수호 이승주 이연재 이용석 이우경 이은영법률기금 이은주 이은주 이정미 이정선
이정아 이정아함께 이정언 이종명 이지영 이지현 이지혜 이창근 이해경
이현경(소송비) 이현영 이혜리 이흥우 이희원 임소희 임용현 작은하늘장미 장일호
전경민 전교조부천중동 전국건설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일반노조
전국사무금융서 전찬영 정경태 정다운 정보라 정세정 정소희 정찬용(광주) 정홍조
조계성 조길래 조은선 조창성 주형민 지연호 직장갑질119 진상경 진윤경 진재연
차성욱 최동운 최상철 최수미 최영진 최용선 최은비 최정운 최정화 최지원
한국메디칼샤푸 한상균 한석호 한용현 한지선 한희섭 허석영 허지영 현기욱 홍기빈
홍기빈 홍예원 황동훈 황세욱 황인희 황재호 (183건)

2)� 후원계좌�직접입금�명단

3)� 전체명단� (소셜펀치와�후원계좌바로이체�명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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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부금�사용보고

1)� 사용금액� :�7,304,028원

2)� 수혜대상� :� 2명� –� 긴급법률기금�대상으로�소송비용�및� 손배�판결금액�등�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