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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
이사회 귀중

본 감사인은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가 2019년 1월 15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
지 진행한 “유기동물 구조 및 지원, 개식용 반대 등 동물보호 캠페인 등”사업의 모집금
수입∙지출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모집금 수입∙지출명세서를 작성할 책임은 사단법
인의 이사회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명세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모집금 수입∙지출명세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특정목적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
니다. 이 기준은 동 명세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
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모집금 수입∙지출명
세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
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모집금 수입∙지출명세서의 전반적인 표시
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동 명세서의 작성을 위해 이사회가 적용한 회계원칙과 유
의적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의 모집금 수입∙지출명세서는 2019년 1월 15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유기동물 구조 및 지원, 개식용 반대 등 동물보호 캠페인 등”
사업의 모금수입에 대하여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용한 사업비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26일

대

성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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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회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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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박

법

인

광

명

모 집 금 수 입ㆍ지 출 명 세 서

2019년 1월 15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

과

(단위 : 원)

목

금

Ⅰ. 모 집 금 의 수 입(주1)

256,623,373

1. 계 좌 입 금 수 입

256,623,373

Ⅱ. 모 집 금 의 지 출(주2)
1. 집

액

256,623,373

행 액

256,623,373

Ⅲ. 모 집 금 집 행 잔 액

-

Ⅳ. 모 집 금 불 인 정 금 액

-

Ⅴ. 모 집 금 정 산 잔 액

-

(주1) 모집금과 관련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수익 12,636원과 후원물품 3,440점
(평가금액 58,887,210원)은 모집금 수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2) 모집금의 수입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56,767,050원은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 자부담
금액으로 모집금의 지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후원물품 3,440점 (평가금액
58,887,210원)은 모집금 집행금액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3

모집금 수입ㆍ지출 명세서에 대한 주석

1. 모금 및 집행의 개요

(1)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가 수행한 모금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모금기관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

모금명

유기동물 구조 및 지원, 개식용 반대 등 동물보호 캠페인 등
1) 동물입양 활성화사업
2) 유기동물보호소 지원사업
3) 1:1 결연
4) 각종 동물보호 캠페인

모집기간

2019년 1월 15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모금의

1) 보호동물 쉘터 마련 및 치료와 사회화 훈련

주요내용

2) 사설보호소 지원사업 등 유기동물 구조 및 동물 지원사업
3) 시민의식 개선 캠페인 및 길고양이 캠페인 등 캠페인 사업

(2) 모금과 관련한 등록 내역 및 사용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는 ‘2019. 1. 15 ~ 2019. 12. 31’ 기간 동안 유기동물 구조
및 지원, 개식용 반대 등 동물보호 캠페인 등을 목적으로 256,623,373원과 후원물품
3,440점(평가금액 58,887,210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모집목표
액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위 사업을 위한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초 모집등록 내역
사용분야

사업명

금액(원)

동물입양 활성화사업
유기동물보호소 지원사업

24,000,000

1:1 결연

20,000,000

각종 동물보호 캠페인

모집 등록일
~2020년 12월
244,000,000

수수료 등
합

비고

610,000,000

사업비

모집비용

사용세부일정

99,000,000
계

997,000,000

4

모집액의 약 10%

2) 실 모집 및 집행내역
구분

모금방법

금액(원)

사용세부일정

온라인

256,623,373

합계

256,623,373

비고

2019. 1.15 ~ 2020. 12.31

모집금(주1)

사용분야

사업명

금액(원)

동물입양 활성화사업

18,115,315

1:1 결연

-

각종 동물보호 캠페인
소

비고

112,429,296

유기동물보호소 지원사업
사업비(주1)

사용세부일정

2019. 1.15 ~ 2020.12.31

법인 자부담 56,767,050원
추가 지급

182,845,812

계

313,390,423

수수료등

-

모집비용
소
합

계

-

계

313,390,423

(주1) 후원물품 3,440점 (평가금액 58,887,210원)은 모집금 수입 및 사업비 집행금
액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는 당초 등록된 사용계획대로 기부금 집행을 2020년 12월
31일 까지 완료 하였으며, 모집비용은 별도 집행하지 않았으며, 관련법에 따른 회계
감사비용은 법인의 자부담으로 지출하였습니다.

(3) 모집금 세부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지출기관

지출일자

지출내역
개포 재개발 길고양이 텀블벅 펀딩 리워드 상품 제작

지출액

2019-01-14

(주) 진스네트웍스

2019-01-18

부평종합고양이의료센터

시민구조지원-강정은(아롱이) 치료비

2019-01-18

부평종합고양이의료센터

시민구조지원-신하윤(치즈) 치료비

300,000

2019-01-18

24 시잠실 ON 동물병원

시민구조지원-윤서진(소월) 치료비

1,500,000

2019-01-18

이룸동물병원

시민구조지원-조형주(삼색이) 치료비

895,730

2019-01-18

부평종합고양이의료센터

시민구조지원-조혜정(반치즈) 치료비

300,000

2019-01-23

너와함개냥

보호동물 위탁비 1 개월 너와함개냥

2,250,000

2019-01-23

카라동물병원

시민구조지원-권나연(마리) 치료비

1,500,000

2019-01-23

카라동물병원

시민구조지원-양혜선(회색이) 치료비

128,400

2019-01-23

카라동물병원

시민구조지원-이현주(고고) 치료비

385,875

2019-01-29

카라동물병원

시민구조지원-이보경(턱이) 치료비

2019-01-29

조이동물병원(엄미정)

시민구조지원-이해림(야옹이) 치료비

2019-01-29

왕십리조은동물병원

시민구조지원-장인영(탭이) 치료비

2019-02-19

너와함개냥

보호동물 위탁비 1 개월 너와함개냥

2019-02-26

날으는 동물병원

시민구조지원-신미나(고양이 제니) 치료비

및 배송

5

5,897,103
300,000

347,050
1,141,255
440,000
2,250,000
627,500

지출기관

지출일자

지출내역

지출액

2019-02-26

안양동물병원(주)

시민구조지원-임도희(고양이 나리) 치료비

900,000

2019-02-26

치료멍멍동물병원

시민구조지원-장준호(고양이 카프) 치료비

1,000,000

2019-02-26

일산시티 동물의료센터

시민구조지원-조미선(고양이 사랑이) 치료비

1,500,000

2019-02-28

한국철도공사

구포 개시장 폐쇄 회의 기차비 부산->서울

179,400

2019-02-28

한국철도공사

구포 개시장 폐쇄 회의 기차비 서울->부산

179,400

2019-03-11

박형우동물병원

개포 재개발 길고양이 치료비

5,359,580

2019-03-18

너와함개냥

보호동물 위탁비 1 개월 너와함개냥

1,950,000

2019-03-29

카라동물병원

시민구조지원-민경진(꼬마) 치료비

2019-04-05

한국철도공사

구포시장 폐쇄 회의 이동 기차비

2019-04-16

너와함개냥

보호동물 위탁비 1 개월 너와함개냥

2019-04-18

(주)이베이코리아

미니피그 임시보호처 1 개월 사료 구입

347,940

2019-05-06

비케이인터내셔날

개식용철폐 광명 개도살장 현장조사 자문

400,000

2019-05-15

이룸동물병원

보호동물 쿠로 내시경 외 외부진료비

631,200

2019-05-16

파주농업협동조합

미니피그 구조 임보처 이동 돼지용 간식

34,000

2019-05-16

운정신도시주유소

미니피그 구조 임보처 이동 주유비

50,000

2019-06-05

카라동물병원

시민구조지원-김민아(고양이 이쁜이) 치료비

360,360

2019-06-13

서울대학교수의과대학

인천대공원 구조 어미견 치료비

657,683

2019-06-13

서울대학교수의과대학

인천대공원 구조 자견 1 치료비

641,550

2019-06-13

서울대학교수의과대학

인천대공원 구조 자견 2 치료비

641,550

2019-06-22

함백순

구포 개시장 조기폐업 지원금 제일개소주 함백순

5,000,000

2019-06-22

김정규

구포 개시장 조기폐업 지원금 진주보신원 김정규

5,000,000

2019-06-22

전홍재

구포 개시장 조기폐업 지원금 충북건강원 전홍재

5,000,000

구포 개시장 사전 현장조사 KTX 교통비 서울->부산

162,800
97,000
2,100,000

2019-06-25

한국철도공사

2019-06-25

윤청목

2019-06-26

한국철도공사

2019-06-27

쿠팡(주)

구포 개시장 폐쇄 진행물픔 릴호스

81,100

2019-06-27

11 번가

구포 개시장 폐쇄 진행물픔 물그릇

407,450

2019-06-27

서울대학교수의과대학

2019-06-28

대성종합건재

구포 개시장 구조 켄넬 조립용 케이블타이 1,500 개

82,500

2019-06-28

한국철도공사

구포 개시장 폐쇄 이동 KTX 서울->구포 10 인 1

52,500

2019-06-28

카라동물병원

시민구조지원_한효림(개 봄이) 치료비 과세

702,160

2019-06-28

카라동물병원

시민구조지원_한효림(개 봄이) 치료비 면세

64,400

2019-07-01

청라공감동물병원

경희대(수원) 교통사고 길고양이 보리 치료비

2인
구포 개시장 조기폐업 지원금 성일보신원 윤청목
구포 개시장 사전 현장조사 KTX 교통비 부산>서울 2 인

인천대공원 구조견 및 자견 치료비 1 차 - 2018 년
기부금 계좌에서 출금

인천대공원 구조견 및 자견 치료비 2 차 과세 1 X

97,600
2,500,000
119,600

10,088,820

750,000

2019-07-02

서울대학교수의과대학

2019-07-04

개별화물

2019-07-09

카라동물병원

시민구조지원 조수아(고양이 순심이) 치료비 과세

467,940

2019-07-09

카라동물병원

시민구조지원 조수아(고양이 순심이) 치료비 면세

18,200

2019-07-09

서울대학교수의과대학

2,023,631
구포 개시장 구조용 켄넬 송달비(구포시장>한스케어)

인천대공원 구조 어미견 뿌구 퇴원 치료비 과세 1 X
250,180

PAYPAL *JESSEALK

동물영화제 상영작 Pariah Dog 상영료

4029357

해외이용금액(350.0)

2019-07-16

에이플러스동물병원

인천대공원 구조견 자견 세치,네치 PCR 검사비

2019-07-17

쿠팡(주)

인천대공원 구조견 빵빵이 레블라이져 구입

2019-07-11

6

3,054,460
110,000

277,680
420,515
146,000
59,560

지출기관

지출일자

지출내역

지출액

2019-07-18

(주)이베이코리아

미니피그 사료 구입

265,740

2019-07-19

주식회사 부산수의약품

구포 개시장 구조견 치료 의약품 구입

326,700

2019-07-25

주식회사 다솜동물메디컬센터

구포 개시장 구조견 외부병원 치료비

740,000

2019-07-30

두원영농조합

참사랑 농장 사료 오류 출금 1

7,020,000

2019-08-01

한스케어스쿨협동조합

구포개시장 구조견 위탁교육비 1 개월

1,410,400

2019-08-02

24 시 올리몰스 동물 메디컬 센터

학대 척추골절 유기견 귀동이 치료비

10,000,000

케미스트리 인더스트리(kEMISTRY

동물영화제 펀딩 리워드 상품 폐현수막 업사이클링

INDUSTRY)

풉백 제작

2019-08-07

황미요조

동물영화제 포럼 자문회의비 4 회 황미요조

600,000

2019-08-07

손소영

동물영화제 프로그래밍 자문회의비 4 회 손소영

600,000

2019-08-08

24cats per second llc

동물영화제 상영작 <캣 레스큐어> 1 회 상영료

323,315

2019-08-08

(주)우리은행

2019-08-05

2019-08-09
2019-08-12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
pursuing giraffe adventures in

동물영화제 상영작 <캣 레스큐어> 외화
전신,송금,중계수수료

275,000

35,003

구포 개시장 구조견 외부병원 치료비

330,000

동물영화제 상영작 <기린과 앤> 상영료

368,643

동물영화제 상영작 <기린과 앤> 외화

2019-08-12

(주)우리은행

2019-08-12

두원영농조합

참사랑 농장 사료 오류 출금 2

2019-08-13

(주)이베이코리아

미니피그 사료 구입

2019-08-20

황미요조

동물영화제 포럼 자문회의비 황미요조

2019-08-21

PAYPAL *FANHAIJIANC

고양이 쿠로 복막염 약품 해외이용금액(1895.0)

2019-08-23

페덱스

동물영화제 상영작 <고양 구조자들> 운송료

48,220

2019-08-23

이랑 패브릭

동물영화제 패브릭 현수막 샘플제작

26,950

케미스트리 인더스트리(kEMISTRY

동물영화제 펀딩 리워드 상품 폐현수막 업사이클링

INDUSTRY)

풉백 제작

2019-08-27

가온누리

동물영화제 텀블벅 리워드 굿즈 키링 제작

2019-08-27

손소영

동물영화제 프로그램 자문회의비 손소영

150,000

2019-08-29

하니동물병원

시민구조지원-서순희(고양이 미미) 치료비

910,200

2019-08-29

광진동물의료센터

시민구조지원-신승민(고양이 그레이) 치료비

657,050

2019-08-29

(주)성원애드피아

동물영화제 엽서 제작 (1000 장)

2019-08-29

유항우

참사랑 농장 사료 긴급지원 유향우

2019-08-29

이랑 패브릭

동물영화제 패브릭 현수막 제작 100 장

2019-08-29

두원영농조합

7/30 &8/12 일 오류 출금분 환급

2019-08-30

대구 24 시동물병원

시민구조지원-이다영(고양이 붕빵이) 치료비

2019-08-30

Autour de minuit

동물영화제 상영작 <우아한 시체> 1 회 상영료

2019-08-23

전신,송금,중계수수료

동물영화제 상영작 <우아한 시체> 외화

35,141
7,020,000
96,000
150,000
2,332,182

2,447,500
2,013,000

69,750
14,519,120
880,000
14,040,000
153,750
94,457

2019-08-30

(주)우리은행

2019-08-30

이승진동물병원

구포 개시장 구조견 외부병원 치료비

1,433,236

2019-08-30

주식회사 사하동물의료원

구포 개시장 구조견 외부병원 치료비

2,418,162

고양이 쿠로 복막염 약품 해외이용금액(2274.0)

2,808,834

2019-09-02
2019-09-02

PAYPAL *FANHAIJIANC
4029357

전신,송금,중계수수료

(주)이베이코리아

미니피그 사료 구입

RO CO FILMS EDUCATIONA

동물영화제 상영작 해외이용금액(425.0) 사업비-

SAUSALI

Eating Animals 상영료 1 회

2019-09-05

한국교육방송공사

동물영화제 상영작 <새를 위하여> 한글 자막본 대여

2019-09-05

최연애

파주 동패동 보호소 위탁비 대납 최연애

2019-09-04

7

46,734

96,000
525,884
385,000
4,560,000

지출기관

지출일자

지출내역

지출액

2019-09-05

마포세무서

파주 동패동 보호소 위탁비 대납 최연애 원천세

2019-09-05

이승진동물병원

구포 개시장 구조견 외부병원 치료비

2,700,000

2019-09-06

한스케어스쿨협동조합

구포개시장 구조견 위탁교육비 1 개월

4,661,150

2019-09-10

THE LAST ANIMALS

동물영화제 상영작 <THE LAST ANIMALS> 상영료
동물영화제 상영작 <THE LAST ANIMALS> 외화

440,000

600,390

2019-09-10

(주)우리은행

2019-09-10

페덱스

동물영화제 상영작 Eating Animals DCP 운반비

2019-09-11

카라동물병원

시민구조지원-이주원(고양이 청아) 치료비

985,340

2019-09-11

24 시닥터멍동물병원

방치견 다리절단 개 진순이 치료비

442,750

2019-09-11

한스케어스쿨협동조합

구포개시장 구조견 위탁교육비 1 개월

4,825,800

2019-09-18

(주)성원애드피아몰

어린이대공원 TNR 안내 현수막 인쇄

100,100

2019-09-19

(주)성원애드피아몰

개식용 반대 외부홍보물 제작

233,640

2019-09-20

서울망원동 우체국

동물영화제 프로그램북/포스터 등기 (39 건)

126,630

2019-09-20

태호공업견사

파주 동패동 보호소 견사 제작비용

2019-09-23

단체티 주문제작 카카오티

동물영화제 현장 단체티 38 장 인쇄

2019-09-25

신풍동물병원

인천대공원 구조견 홍역 치료비

전신,송금,중계수수료

사설보호소 파주 동패동 강제집행 지원 콘테이너

34,645
39,840

4,620,000
269,550
15,000,000

2019-09-25

대륙컨테이너

2019-09-25

한스케어스쿨협동조합

구포개시장 구조견 위탁교육비 1 개월

2,300,000

2019-09-25

해운대 24 시동물의료원

구포 개시장 구조견 외부병원 치료비

2,366,000

2019-09-25

부산동물메디컬

구포 개시장 구조견 외부병원 치료비

1,600,000

2019-09-25

주식회사 다솜동물메디컬센터

구포 개시장 구조견 외부병원 치료비

1,742,000

2019-09-26

롯데컬쳐웍스(주)롯데시네마홍대입구

동물영화제 홀드 티켓 추가 구입분 1

259,000

2019-09-26

롯데컬쳐웍스(주)롯데시네마홍대입구

동물영화제 홀드 티켓 추가 구입분 2

280,000

2019-09-26

롯데컬쳐웍스(주)롯데시네마홍대입구

동물영화제 홀드 티켓 추가 구입분 3

70,000

2019-09-26

롯데컬쳐웍스(주)롯데시네마홍대입구

동물영화제 홀드 티켓 추가 구입분 4

301,000

2019-09-26

롯데컬쳐웍스(주)롯데시네마홍대입구

동물영화제 홀드 티켓 추가 구입분 5

315,000

2019-09-27

롯데컬쳐웍스(주)롯데시네마홍대입구

동물영화제 상영관 롯데시네마 대관 1

465,000

2019-09-27

롯데컬쳐웍스(주)롯데시네마홍대입구

동물영화제 상영관 롯데시네마 대관 10

935,000

2019-09-27

롯데컬쳐웍스(주)롯데시네마홍대입구

동물영화제 상영관 롯데시네마 대관 2

935,000

2019-09-27

롯데컬쳐웍스(주)롯데시네마홍대입구

동물영화제 상영관 롯데시네마 대관 3

695,000

2019-09-27

롯데컬쳐웍스(주)롯데시네마홍대입구

동물영화제 상영관 롯데시네마 대관 4

935,000

2019-09-27

롯데컬쳐웍스(주)롯데시네마홍대입구

동물영화제 상영관 롯데시네마 대관 5

935,000

2019-09-27

롯데컬쳐웍스(주)롯데시네마홍대입구

동물영화제 상영관 롯데시네마 대관 6

695,000

2019-09-27

롯데컬쳐웍스(주)롯데시네마홍대입구

동물영화제 상영관 롯데시네마 대관 7

935,000

2019-09-27

롯데컬쳐웍스(주)롯데시네마홍대입구

동물영화제 상영관 롯데시네마 대관 8

935,000

2019-09-27

롯데컬쳐웍스(주)롯데시네마홍대입구

동물영화제 상영관 롯데시네마 대관 9

935,000

2019-09-27

티피아통신

동물영화제 무전기 10 대 대여 (3 일)

220,000

2019-09-27

페덱스

동물영화제 상영작 <고양 구조자들> 반납 운송료

175,180

PAYPAL *IRISBLAAUW

동물영화제 게스트 아이리스호 초청비(비행기

4029357

왕복티켓)/해외이용금액(1477.57)

2019-10-01
2019-10-02

주식회사 스튜디오에프앤티

2019-10-02

(주)아주호텔서교

2019-10-02

(주)네이버

2019-10-02

손소영

구입

동물영화제 행사 아이덴티티 및 디자인, 트레일러
외주 제작비
동물영화제 초청게스트 숙박비 (아이리스 호)
개식용철폐 펀딩 리워드 키링굿즈 포장봉투 추가
구매
동물영화제 GV 사회비 손소영

8

6,050,000

1,807,231
5,500,000
709,500
22,000
600,000

지출내역

지출액

2019-10-02

김경진

지출기관

동물영화제 GV 초청비 김경진

250,000

2019-10-02

김성호

동물영화제 GV 초청비 김성호

250,000

2019-10-02

안백린

동물영화제 GV 초청비 안백린

250,000

2019-10-02

유주연

동물영화제 GV 초청비 유주연

250,000

2019-10-02

임진평

동물영화제 GV 초청비 임진평 감독

250,000

2019-10-02

황주영

동물영화제 GV 초청비 황주영

250,000

지출일자

사설보호소 파주 동패동 사료 상차 지계차 비용_사료

2019-10-02

두영지게차

2019-10-02

주식회사해마루

방치견 다리절단 개진순이 외부 치료비

3,421,120

2019-10-02

사랑종합동물병원

보호동물 외부병원 치료비(반야, 들달, 달래)

1,033,600

2019-10-04

조이동물병원(엄미정)

사설보호소 계수동 삼색이 치료비 지원

2,379,315

2019-10-07

(주)청산인쇄

동물영화제 KAFF 스티커,포스터,리프렛 인쇄대

1,937,650

2019-10-07

주식회사 진미디어

동물영화제 상영작 작업 및 영화제 운영

3,300,000

2019-10-07

(주)네이버

개식용철폐 펀딩 리워드 배송 박스 및 테이프 구매

2019-10-07

한스케어스쿨협동조합

구포개시장 구조견 위탁교육비 1 개월

2019-10-08

손소영

동물영화제 원고료 손소영

2019-10-08

손소영

동물영화제 회의비 2 회 손소영

2019-10-14

마미분식

인천시 계양구 방치견 촬영 외근 식대 - 2 인

2019-10-15

주식회사해마루

화성 학대 구조견 말랑이 외부 치료비

2019-10-15

24 시블레스동물메디컬센터

시민구조지원-김아로(야옹이 고양이) 치료비

104,000

2019-10-15

잠실베스트 동물메디컬센터

시민구조지원-김지연(노랑이 고양이) 치료비

800,000

2019-10-15

에피소드동물병원

시민구조지원-염지웅(동산이 고양이) 치료비

1,000,000

2019-10-15

중앙동물병원

시민구조지원-오민희, 오효윤, 이수경 치료비

2019-10-15

헬릭스동물메디컬센터

시민구조지원-이아름(도비 고양이) 치료비

1,281,700

2019-10-15

카라동물병원

시민구조지원-정경섭(누룩 고양이) 치료비

284,520

2019-10-15

24 시 쓰담쓰담 동물메디컬센터

시민구조지원-정영숙(심순이 고양이) 치료비

2019-10-15

대구동물메디컬센터

시민구조지원-황다혜(산이 고양이) 치료비

2019-10-16

동행동물병원

인천시 계양구 방치견 프로젝트 - 퍼피사료구입

2019-10-17

꽃피는 4 월밀익는 5 월

동물영화제 개막작 관객 간식 제공 비건쿠키 100 개

200,000

2019-10-17

이원호

개포 재개발 쉼터 월세 지원비 이원호

700,000

2019-10-17

Be 동물병원

시민구조지원-이윤희(오대오 고양이) 치료비

800,000

2019-10-17

대구동물메디컬센터

시민구조지원-황다혜(산이 고양이) 치료비 추가 입금

600,000

2019-10-17

Be 동물병원

시민구조지원-황지유(고등어 고양이) 치료비

600,000

2019-10-18

이승진동물병원

시민구조지원-전윤화(밤이 고양이) 치료비

1,100,000

2019-10-18

부평 24 시 SKY 동물의료센터

시민구조지원-주은아(아가 고양이) 치료비

1,300,000

2019-10-24

(주)이베이코리아

인천시 계양구 방치견 프로젝트 - 사료 구입

380,230

2019-10-25

일산동물의료원

시민구조지원-고형주(길양이 고양이) 치료비

178,000

2019-10-25

주식회사 닥터펫

시민구조지원-구현지(푸들가족 개) 치료비

2019-10-25

로얄동물병원

시민구조지원-김정진(구월이 고양이) 치료비

125,000

2019-10-25

페덱스

동물영화제 상영작 상영본 발송비 eating animals

132,720

2019-10-27

일산동물의료원

인천시 계양구 방치견 프로젝트 - 토르 치료비

219,990

2019-10-27

웰케어동물세상 PETSHOP

인천시 계양구 방치견 프로젝트 - 퍼피사료 구입

23,000

2019-10-27

길모퉁이칠리차차

인천시 계양구 방치견 프로젝트- 주말근무 식대

7,000

2019-10-30

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

2019-10-30

동행동물병원

인천시 계양구 방치견 프로젝트 - 퍼피 사료 구입

46,000

2019-10-30

조림이랑 탕

인천시 계양구 방치견 프로젝트 외근 식대 -

16,000

배분 달봉이네->동패동

인천시 계양구 방치견 프로젝트 - 입양대상개체
이동

9

66,000

100,750
4,800,000
50,000
200,000
13,500
2,606,240

544,750

1,000,000
900,000
30,000

1,200,000

40,800

지출기관

지출일자

지출내역

지출액

지영,효림
2019-10-31

(주)이베이코리아

인천시 계양구 방치견 프로젝트 - 와이어개줄 구입

2019-11-01

청라공감동물병원

방치견 다리절단 개진순이 외부 치료비

122,160

2019-11-01

아프리카 24 시동물병원

시민구조지원-최태경(샤샤 고양이) 치료비

600,000

2019-11-05

더애견샵

인천시 계양구 방치견 개집 구입

740,000

2019-11-05

일산동물의료원

인천시 계양구 방치견 토르 치료비

2019-11-06

큰마음동물메디컬센터

구포 개시장 구조견 외부병원 치료비

2019-11-06

주식회사 부산수의약품

구포 개시장 구조견 치료 의약품 구입

40,400

2019-11-06

한스케어스쿨협동조합

구포개시장 구조견 위탁교육비 1 개월

4,850,000

2019-11-07

한스케어스쿨협동조합

구포개시장 구조견 위탁교육비 1 개월

256,250

2019-11-07

주식회사 사하동물의료원

구포 개시장 구조견 외부병원 치료비

197,270

2019-11-15

너와함개냥

보호동물 위탁비 1 개월 너와함개냥

2019-12-10

한스케어스쿨협동조합

구포개시장 구조견 위탁교육비 1 개월

539,900

2019-12-10

한스케어스쿨협동조합

구포개시장 구조견 위탁교육비 1 개월

2,475,000

2019-12-16

너와함개냥

보호동물 위탁비 1 개월 너와함개냥

2,100,000

2020-01-17

행강애견호텔

보호동물 위탁비 1 개월 행강

2020-01-30

즐겨찾기 반려견클럽

보호동물 위탁비 1 개월 즐겨찾기

3,960,000

2020-02-05

즐겨찾기 반려견클럽

보호동물(농장 구조) 위탁비 1 개월 즐겨찾기

4,290,000

2020-02-12

즐겨찾기 반려견클럽

보호동물(농장 구조) 위탁비 1 개월 즐겨찾기

1,485,000

2020-02-22

행강애견호텔

보호동물 위탁비 1 개월 행강

2020-03-04

즐겨찾기 반려견클럽

보호동물 위탁비 1 개월 즐겨찾기

2020-03-13

즐겨찾기 반려견클럽

보호동물 위탁비 1 개월 즐겨찾기

2020-03-25

행강애견호텔

보호동물 위탁비 1 개월 행강

1,100,000

2020-03-25

즐겨찾기 반려견클럽

보호동물(농장 구조) 위탁비 1 개월 즐겨찾기

1,815,000

2020-04-03

즐겨찾기 반려견클럽

보호동물 위탁비 1 개월 즐겨찾기

1,650,000

2020-04-03

즐겨찾기 반려견클럽

보호동물(농장 구조) 위탁비 1 개월 즐겨찾기

2020-04-27

즐겨찾기 반려견클럽

보호동물 위탁비 1 개월 즐겨찾기

5,197,500

2020-05-07

즐겨찾기 반려견클럽

보호동물(농장 동물) 위탁비 1 개월 즐겨찾기

2,200,000

2020-06-22

즐겨찾기 반려견클럽

보호동물(농장 동물) 위탁비 1 개월 즐겨찾기

2,200,000

2020-07-06

즐겨찾기 반려견클럽

보호동물(농장 동물) 위탁비 1 개월 즐겨찾기

2,200,000

2020-08-05

즐겨찾기 반려견클럽

보호동물(농장 동물) 위탁비 1 개월 즐겨찾기

2,200,000

2020-09-08

즐겨찾기 반려견클럽

보호동물(농장 동물) 위탁비 1 개월 즐겨찾기

2,200,000

2020-10-05

즐겨찾기 반려견클럽

보호동물(농장 동물) 위탁비 1 개월 즐겨찾기

2,200,000

2020-11-09

즐겨찾기 반려견클럽

보호동물(농장 동물) 위탁비 1 개월 즐겨찾기

2,200,000

2020-12-07

즐겨찾기 반려견클럽

보호동물(농장 동물) 위탁비 1 개월 즐겨찾기

5,318,560

418,170
4,018,750

2,100,000

11,605,000

11,715,000
3,300,000
495,000

합계

495,000

2,200,000
313,390,423

(4) 기부물품 수입 및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월일

기부자명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01-15

서울지점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01-15

서울지점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01-15

서울지점

품명

수량

비고

CAT CHOW COMPLETE CIQ 16Lb N9 US

11

대공원 급식소 지원

CAT CHOW COMPLETE CIQ 16Lb N9 US

17

대공원 급식소 지원

CAT CHOW COMPLETE CIQ 16Lb N9 US

28

8 개 대학 급식소 지원

10

연월일
2019-01-15

기부자명
롯데네슬레코리아(주)

BEYOND GRAIN FREE Cat Chkn Egg 4x5Lb

서울지점

US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01-15

서울지점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01-15
2019-01-31

서울지점
오주* 외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02-15

서울지점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02-15

서울지점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02-15
2019-02-15

서울지점

2019-02-28

서울지점
서울지점
강효* 외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03-12

서울지점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03-12
2019-03-12
2019-03-12
2019-03-12

서울지점

2019-03-31

법인 소진 및 사설보호소 지원

CAT CHOW COMPLETE CIQ 16Lb N9 US

11

대공원 급식소 지원

CAT CHOW COMPLETE CIQ 16Lb N9 US

17

대공원 급식소 지원

PP Large Breed Puppy 1*12kg XI

6

사설보호소 사료 지원

15

사설보호소 사료 지원

BEYOND DogGrainFreeTuna Egg 4x1.6kg

29

사설보호소 사료 지원

CAT CHOW COMPLETE CIQ 16Lb N9 US

6

8 개 대학 급식소 지원

BEYOND GRNFRE Cat Whitefish 4x5Lb US

50

8 개 대학 급식소 지원

사료 및 동물용품 외

38

법인 소진 및 사설보호소 지원

CAT CHOW COMPLETE CIQ 16Lb N9 US

11

대공원 급식소 지원

CAT CHOW COMPLETE CIQ 16Lb N9 US

17

대공원 급식소 지원

서울지점

Z

롯데네슬레코리아(주)

BEYOND SIMPLY9 DOG Chicken Barley

서울지점

24LB

서울지점
서울지점
고명* 외

서울지점
서울지점
서울지점
서울지점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04-22

52

FNCYFSTTunaSurimiWhitebaitBrt4(12x40g)N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04-22

사료 및 동물용품 외

롯데네슬레코리아(주)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04-22

사설보호소 사료 지원

US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04-22

30

서울지점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04-22

BEYOND Dog Simply 9 chicken 4x2.5kg

BEYOND GRAIN FREE Cat Chkn Egg 4x5Lb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03-12

8 개 대학 급식소 지원

롯데네슬레코리아(주)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03-12

40

6x1.3kg KR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02-15

FF Grilled Turkey & Gblt 24*3oz

서울지점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02-15

서울지점

비고
8 개 대학 급식소 지원

PRO PLAN ADULT-TOY BREED Dog

서울지점

수량
33

롯데네슬레코리아(주)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02-15

품명

100

8 개 대학 급식소 지원

30

8 개 대학 급식소 지원

30

사설보호소 사료 지원

PP Large Breed Puppy 1*12kg XI

22

사설보호소 사료 지원

PPVD CANINE OM Dry 32Lb N0 US

20

사설보호소 사료 지원

사료 및 동물용품 외

28

법인 소진 및 사설보호소 지원

CAT CHOW COMPLETE CIQ 16Lb N9 US

11

대공원 급식소 지원

CAT CHOW COMPLETE CIQ 16Lb N9 US

17

대공원 급식소 지원

Friskies Seafood Sensation 4*3kg

30

8 개 대학 급식소 지원

FF Delights Turkey 16(3x85g)

30

8 개 대학 급식소 지원

FF Delights Turkey 24*3oz E-Mart

37

8 개 대학 급식소 지원

11

연월일
2019-04-22
2019-04-30

기부자명
롯데네슬레코리아(주)

BEYOND GRAIN FREE RECIPE Tuna Egg

서울지점

23LB

(주)컴스테이 외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05-17

서울지점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05-17

서울지점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05-19

서울지점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05-19

서울지점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05-19

서울지점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05-19
2019-05-31

서울지점
김민* 외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06-14

서울지점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06-14

서울지점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06-14
2019-06-14
2019-06-14
2019-06-14
2019-06-30

서울지점

11

대공원 급식소 지원

CAT CHOW COMPLETE CIQ 16Lb N9 US

17

대공원 급식소 지원

PRO PLAN ADULT Cat Housecat 4x1.3kg XI

26

8 개 대학 급식소 지원

BEYONDCatGrainFreeWhitefishEgg4x3LB

30

8 개 대학 급식소 지원

BEYONDCatGrainFreeWhitefishEgg4x5LB

10

8 개 대학 급식소 지원

PRO PLAN ADULT Medium Dog 12kg XI

25

사설보호소 사료 지원

사료 및 동물용품 외

34

법인 소진 및 사설보호소 지원

Friskies Surfin & Turfin 4*3kg

10

대공원 급식소 지원

Friskies Surfin & Turfin 4*3kg

15

대공원 급식소 지원

ALPO Adult 2*10kg Lotte

19

사설보호소 사료 지원

20

8 개 대학 급식소 지원

12

8 개 대학 급식소 지원

18

8 개 대학 급식소 지원

롯데네슬레코리아(주)

FF 2018 SPECIAL PACK CHICKEN

서울지점

6(18*85g)

한진* 외

사료 및 동물용품 외

13

법인 소진 및 사설보호소 지원

Friskies Surfin & Turfin 4*3kg

10

대공원 급식소 지원

Friskies Surfin & Turfin 4*3kg

15

대공원 급식소 지원

FRISKIES Surfin Favourites6x1.2kg

10

8 개 대학 급식소 지원

3

8 개 대학 급식소 지원

FRSK PRTMXCNCH US Chse Crz 10x60g

51

8 개 대학 급식소 지원

FF Gravy Lovers Turkey 16(3*85g)

45

8 개 대학 급식소 지원

BEYONDCatGrainFreeChicken Egg 4x3LB

29

8 개 대학 급식소 지원

PP Large Breed Puppy 1*12kg XI

49

사설보호소 사료 지원

ONE Chicken Puppy 6*1.3kg

47

사설보호소 사료 지원

서울지점
서울지점
서울지점
서울지점
서울지점
서울지점
서울지점
서울지점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07-12

CAT CHOW COMPLETE CIQ 16Lb N9 US

6(18*85g)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07-12

법인 소진 및 사설보호소 지원

FF 2018 SPECIAL PACK SEAFOOD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07-12

22

서울지점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07-12

사료 및 동물용품 외

롯데네슬레코리아(주)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07-12

사설보호소 사료 지원

US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07-12

50

BEYOND GRAIN FREE Cat Chkn Egg 4x3Lb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07-12

비고

서울지점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07-12

수량

롯데네슬레코리아(주)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07-12

품명

서울지점

Friskies Surfin & Turfin 6*1.2kg

12

연월일

기부자명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07-12

서울지점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07-12
2019-07-31

서울지점
리우* 외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08-05

서울지점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08-05

서울지점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08-05
2019-08-05

서울지점

2019-08-05

서울지점
서울지점

2019-08-31

서울지점
서울지점
서울지점
이보* 외

서울지점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09-10

서울지점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09-10

서울지점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09-10

서울지점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09-10

서울지점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09-10
2019-09-10

서울지점

2019-09-30

FRISKIES Surfin Favourites6x1.2kg

12

대공원 급식소 지원

CAT CHOW COMPLETE CIQ 16Lb N9 US

17

대공원 급식소 지원

PP Large Breed Puppy 1*12kg XI

72

사설보호소 사료 지원

20

사설보호소 사료 지원

PRO PLAN ADULT Dog Stve Digt 4x2.5kg XI

19

사설보호소 사료 지원

PRO PLAN ADULT Medium Dog 12kg XI

25

사설보호소 사료 지원

200

사설보호소 사료 지원

76

8 개 대학 급식소 지원

4

8 개 대학 급식소 지원

100

8 개 대학 급식소 지원

FRISKIES PRTMXCNCH Orgl 6x6oz

95

8 개 대학 급식소 지원

사료 및 동물용품 외

31

법인 소진 및 사설보호소 지원

CAT CHOW COMPLETE CIQ 16Lb N9 US

11

대공원 급식소 지원

FRISKIES Surfin Favourites6x1.2kg

17

대공원 급식소 지원

PRO PLAN SENIOR Dog StveSkn 7+ 12kg XI

50

사설보호소 사료 지원

PRO PLAN PUPPY Sensitive Skin 12kg XI

50

사설보호소 사료 지원

100

사설보호소 사료 지원

30

8 개 대학 급식소 지원

50

8 개 대학 급식소 지원

3

8 개 대학 급식소 지원

400

8 개 대학 급식소 지원

ONE Chicken Puppy 16.5lb

BEYONDCatGrainFreeChicken Egg 4x3LB
FRSK PRTMXCNCHOrgl 6(2x170g) KR

ONE Chicken Puppy 16.5lb
CAT CHOW COMPLETE CIQ 16Lb N9 US
FF Royale Seafood & Chicken Medley, glazed

서울지점

in Tuna Jus 24*85g

서울지점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09-10

법인 소진 및 사설보호소 지원

롯데네슬레코리아(주)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09-10

24

US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09-10

사료 및 동물용품 외

서울지점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08-05

사설보호소 사료 지원

BEYOND GRAIN FREE Cat Chkn Egg 4x3Lb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08-05

39

롯데네슬레코리아(주)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08-05

ONE True Origin GrainFree Chick 4X1.6kg

6x1.3kg KR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08-05

사설보호소 사료 지원

PRO PLAN ADULT-TOY BREED Dog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08-05

서울지점
박성* 외

비고

43

서울지점
서울지점

수량

ONE True Origin Salmon Tuna 4X1.6kg

롯데네슬레코리아(주)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08-05

품명

FRISKIES Surfin Favourites6x1.2kg
FRISKIES PRTMXCNCH Bchsd 6x6oz
사료 및 동물용품 외

17

13

법인 소진 및 사설보호소 지원

연월일

기부자명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10-08

서울지점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10-08

서울지점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10-08

서울지점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10-08

서울지점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10-08

서울지점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10-08
2019-10-08
2019-10-31

서울지점

2019-11-30

2019-12-19

2019-12-31

ONE SMTBLTRINST Smn Tuna 27.5LB

33

사설보호소 사료 지원

PRO PLAN ADULT Dog Stve Skin 4x2.5kg XI

30

사설보호소 사료 지원

KITTEN CHOW 4x3kg

25

8 개 대학 급식소 지원

50

8 개 대학 급식소 지원

BEYONDCatGrainFreeChicken Egg 4x3LB

13

대공원 급식소 지원

BEYONDCatGrainFreeChicken Egg 4x5LB

6

대공원 급식소 지원

서울지점
서울지점
서울지점
서울지점
서울지점
서울지점
서울지점
심주* 외

서울지점
서울지점

ONE SMTBLTRINST Smn Tuna 27.5LB

BEYONDCatGrainFreeChicken Egg 4x5LB

15

8 개 대학 급식소 지원

BEYONDCatGrainFreeWhitefishEgg4x5LB

10

8 개 대학 급식소 지원

FF Royale Roasted Succulent Chicken 24*85g

50

8 개 대학 급식소 지원

사료 및 동물용품 외

22

법인 소진 및 사설보호소 지원

7

대공원 급식소 지원

FRISKIES Surfin Favourites6x1.2kg

17

대공원 급식소 지원

27

사설보호소 사료 지원

Cat Chow 1*25lb

39

8 개 대학 급식소 지원

FRSK PARTMXCNCH Mxd Grld 10x60g KR

10

8 개 대학 급식소 지원

사료 및 동물용품 외

29

법인 소진 및 사설보호소 지원

N5US

김가* 외

대공원 급식소 지원

FRISKIES Surfin Favourites 4x3kg

PRO PLAN Dog Prfm 30/20 Smn Ri 33Lb

서울지점

사설보호소 사료 지원

5

서울지점
서울지점

67

BEYONDCatGrainFreeWhitefishEgg4x5LB

롯데네슬레코리아(주)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12-19

사설보호소 사료 지원

대공원 급식소 지원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12-19

70

12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12-19

ONE SMTBLTRINST Smn Tuna 27.5LB

BEYONDCatGrainFreeWhitefishEgg4x5LB

서울지점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12-19

대공원 급식소 지원

법인 소진 및 사설보호소 지원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11-08

10

21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11-08

KITTEN CHOW 4x3kg

사료 및 동물용품 외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11-08

대공원 급식소 지원

이지* 외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11-08

10

CatTreatMixedGr2(8x60g)TrEXX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11-08

CAT CHOW 4x3kg KR

FK PartyMix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11-08

비고

서울지점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11-08

수량

롯데네슬레코리아(주)

롯데네슬레코리아(주)
2019-11-08

품명

14

2. 관련규정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3. 예금현황

2019년 12월 31일 현재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가 보유하고 있는 보통예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기관
우리은행

계좌번호

금액(단위:원)

1005-403-622795

256,636,009(주1)

비

고

모집금 통장

(주1) 잔액 256,636,009원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배분금으로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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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내 역
> 모금정보
(단위 : 원)
등록번호
모금명

제 2019–14-1호
유기동물 구조 및 지원, 개식용 반대 등 동물보호 캠페인 등

모금기관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

모집기간

2019년 1월 15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모집금액

연도
2019년

대표자

계좌이체(A)

ARS모집(B)

256,623,373

임 순 례

신용카드외(C)
-

합계(D)

-

256,623,373

> 감사결과
(단위 : 원)
* 주요수식 계산방법: D=A+B+C , I=E+F+G+H , J=D-I , L=J+K
* 정산잔액(L)은 사용잔액(J)가 “음(-)”인 경우에는 불인정금액(K)만 포함.

사
계좌이체(E)
결과내역

감사기관

용 금 액

ARS모집(F)

256,623,373

합계(I)

신용카드외(G) 법인자부담(H)

-

-

56,767,050

313,390,423

사용잔액(J)

불인정금액(K)

정산잔액(L)

(56,767,050)

-

-

대 성 삼 경 회 계 법 인

1. 결과내역 중 사용잔액 (56,767,050원)은 법인자부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의견

2. 법인자부담액은 모집금액과 함께 전액 사업비로 사용 되었습니다.

3. (사)동물권행동 카라는 상기 모집금과 관련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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