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난 한 해, 에이블복지재단은 쉼 없이 달렸습니다.
2020년도 에이블복지재단 사업결과보고 및 결산 공고
■ 에이블복지재단 자체 목적사업 추진

홍보사업

에이블복지재단은 2020년 분기별(연 4회) 소식지를 제작하여
약 300여 기관에 무료 배포
에이블복지재단은 자체 사업기금을 통해 보조금지원 사업 및

보장구지원사업

지정기탁 사업에서 예산의 부족으로 안타깝게 지원의 대상에
서 누락될 수 밖에 없었던 절단장애인 분들의 의수족 제작 지
원 사업을 실시

■ 에이블복지재단 보조금사업 추진

‘Dream Again절단장애인의족지원사업’
(AIA생명 & 서울모금회)

절단장애인 의족지원사업
(SK이노베이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체성장이 완성한 절단 장애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활동
형 의족을 맞춤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고 신체기
능 향상을 통해 사회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절단장애 아
동·청소년 3명에게 활동형 의족 제작 지원
의족지원 등과 같은 관련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어온 산간오지
절단장애인 14명 의족 수리 및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절단장애
인들을 대상으로 생업을 위해 왕성환 활동을 하고 있는 절단
장애인 13명과 사회 각계에서 활동 하고 있는 절단장애인 5명
에게 의족 제작 및 수리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의족지원사업 대
상자인 마술사 정원민씨가 장애인식개선 공연을 4회 실시

■ 에이블복지재단 지정후원금사업 추진
㈜금비
절단장애아동 의족지원 사업
AIA생명
‘Dream Again의족지원사업’

2016년부터 장학형태로 절단장애 아동의 성장기 건강한 생활
을 위해 의족지원 사업 실시. 총 3명의 아동에게 맞춤형 의족
지원을 통해 아동의 자존감 향상은 물론 가정경제 부담 경감

꿈을 위해 노력하는 절단장애인 4명에게 맞춤형 고기능 의족
지원을 통해 특화된 나눔을 실현

■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세 입
구 분
□ 합 계

세 출

예산액

집행액

구 분

예산액

집행액

869,132,977

750,969,788

□ 합 계

869,132,977

750,969,788

1. 재산수입

-

-

1. 사무비

90,600,080

63,443,957

2. 사업수입

48,000,000

54,000,000

-

-

3. 과년도수입

-

-

3. 사업비

286,780,000

220,055,916

4. 보조금수입

170,000,000

160,063,622

4. 전출금

-

-

5. 후원금수입

191,500,000

71,063,000

5. 과년도지출

-

-

6. 차입금

-

-

6. 상환금

405,928,239

-

7. 전입금

-

-

7. 잡지출

-

-

8. 이월금

458,632,977

458,632,977

8. 예비비

85,824,658

-

9. 잡수입

1,000,000

7,210,189

-

467,469,915

2. 재산조성비

9. 차년이월

「에이블복지재단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20조에 따
라 에이블복지재단의 2020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 사항을‘에이블희망나눔 – 봄호’를 통해
공고합니다. 늘 투명하게 공익을 실천하는 에이블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2020년 많은 분들의 후원으로
71,063,000원의 가능성 나무가 자랐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 6에 의거 2020년 에이블복지재
단의 후원금품 모집 및 사용결과를 공개합니다.
■ 2020년 후원금품 수입
후원금품 수입은 지정후원금품과 비지정후원금품으로 나뉩니다. 2020년도 에이블복지재단의
지정후원금품은 총 57,500,000원으로 AIA생명 50,000,000원, ㈜금비 7,5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지정후원금은 13,563,000원으로 모두 CMS후원금 13,363,000원, 일반후원금
200,000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2020년 후원금품 지출
에이블복지재단에서는 지정후원으로 AIA생명 절단장애인의족지원사업에 48,000,000원, ㈜금비
의 아동의족에 7,500,000원으로 각각 후원금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의 수익사업 수입금은 법인 자체사업 및 운영에 주로 사용하였는데 법인사무
비로 63,443,957원, 홍보사업으로 5,180,80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