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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하늘샘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05.7.15.>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기간 :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1. 후원금(금전) 수입명세서                                                                               (단위 : 원)

순번
발생

일자
후원금의 종류

후원자

구분
후원자 내역 금액 비고

비영리법인구분 기타내용 모금자기관여부 기부금단체여부

전년도이월금  350,000원

1 01.10 기타 후원금품 개인 문*훈 대체근무비 지원 400,000 지정

2 01.31 기타 후원금품 개인 한*영 10,000 비지정

3 01.31 기타 후원금품 개인 이*현 10,000 비지정

4 02.24 기타 후원금품 개인 한*영 10,000 비지정

5 02.24 기타 후원금품 개인 이*현 10,000 비지정

6 03.08 기타 후원금품 개인 이*원 가구구입 및 프로그램 50,000 지정

7 03.24 기타 후원금품 개인 한*영 가구구입 및 프로그램 10,000 지정

8 03.24 기타 후원금품 개인 이*현 가구구입 및 프로그램 10,000 지정

9 04.09 기타 후원금품 개인 이*원 가구구입 및 프로그램 200,000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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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발생

일자
후원금의 종류

후원자

구분
후원자 내역 금액 비고

비영리법인구분 기타내용 모금자기관여부 기부금단체여부

10 04.24 기타 후원금품 개인 한*영 10,000 비지정

11 04.24 기타 후원금품 개인 이*현 10,000 비지정

12 05.23 기타 후원금품 개인 이*원 가구구입 및 프로그램 50,000 지정

13 05.30 기타 후원금품 개인 한*영 10,000 비지정

14 05.30 기타 후원금품 개인 이*현 10,000 비지정

15 06.23 기타 후원금품 개인 이*원 가구구입 및 프로그램 50,000 지정

16 06.23 기타 후원금품 개인 한*영 10,000 비지정

17 06.23 기타 후원금품 개인 이*현 10,000 비지정

18 07.18 기타 후원금품 개인 이*헌 가구구입 및 프로그램 100,000 지정

19 07.28 기타 후원금품 개인 한*영 10,000 비지정

20 07.28 기타 후원금품 개인 이*현 10,000 비지정

21 08.16 기타 후원금품 개인 이*원 가구구입 및 프로그램 50,000 지정

22 08.17 기타 후원금품 개인 김*준(정*지) 여행프로그램 100,000 지정

23 08.24 기타 후원금품 개인 이*원 가구구입 및 프로그램 50,000 지정

24 08.25 기타 후원금품 개인 한*영 10,000 비지정

25 08.25 기타 후원금품 개인 이*현 10,000 비지정

26 09.07 기타 후원금품 개인 김*순 여행프로그램 100,000 지정

27 09.11 기타 후원금품 개인 이*헌 여행프로그램 300,000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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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발생

일자
후원금의 종류

후원자

구분
후원자 내역 금액 비고

비영리법인구분 기타내용 모금자기관여부 기부금단체여부

28 09.25 기타 후원금품 개인 한*영 10,000 비지정

29 09.25 기타 후원금품 개인 이*현 10,000 비지정

30 10.23 기타 후원금품 개인 이*원 가구구입 및 프로그램 50,000 지정

31 10.24 기타 후원금품 개인 한*영 10,000 비지정

32 10.24 기타 후원금품 개인 이*현 10,000 비지정

33 11.24 기타 후원금품 개인 한*영 10,000 비지정

34 11.24 기타 후원금품 개인 이*현 10,000 비지정

35 12.06 기타 후원금품 개인 이*원 가구구입 및 프로그램 50,000 지정

36 12.24 기타 후원금품 개인 이*헌 200,000 비지정

37 12.26 기타 후원금품 개인 한*영 10,000 비지정

38 12.26 기타 후원금품 개인 이*현 10,000 비지정

합계 1,990,000

2. 후원금(물품) 수입명세서

순번
발생

일자
후원품 종류

후원자

구분
후원자 내역 품명 수량/단위 상당금액 비고비영리법인

구분
기타내용

모금자

기관여부

기부금

단체여부

전년도이월품목 100,000원

1 01.13 기타 후원물품 관공서 ****동 주민센터 생활용품 수면바지 3개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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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발생

일자
후원품 종류

후원자

구분
후원자 내역 품명 수량/단위 상당금액 비고비영리법인

구분
기타내용

모금자

기관여부

기부금

단체여부

2 02.08 기타 후원물품 관공서 샘**집 생활용품 수제비누 20개 60,000

3

06.07 민간단체 보조금품 기업 아***시픽

생활용품 선물셋트AP 4셋트 140,000

4 생활용품
해피바스

바디워시
6개 36,000

5 생활용품
이니스프리 

페이스쉬어링
162개 2,430,000

6 생활용품
아이오페

메이크업
6셋트 240,000

7 생활용품
해피바스바디

기프트셋트
6셋트 72,000

8 06.24 기타 후원물품 개인 김*순 식자재
일본커리

후리카케
6개 70,000

9 09.19 기타 후원물품 개인 서*숙 식자재 포도 2상자 30,000

10 10.15 기타 후원물품 개인 서*숙 식자재 한과 1상자 25,000

11 11.29 기타 후원물품 관공서 ***** 주민센터 식자재 김치 3개 60,000

12 12.07 기타 후원물품 관공서 ****** 주민센터 생활용품 이불 5개 200,000

합계 3,37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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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원금 사용명세서                                                                                      (단위 : 원) 
순번 사용일자 사용내역 금액 결연후원금품여부 산출기준 비고

1 01.10 일용자급 50,000 대체근무 / 지정

2 01.10 공공요금 235,880 1월 가스요금 (이월후원금, 지정)

3 01.31 일용잡급 125,000 대체근무 2명 / 지정

4 02.15 일용잡급 37,500 대체근무 / 지정

5 03.10 일용잡급 25,000 대체근무 / 지정

6 03,22 일용잡급 25,000 대체근무 / 지정

7 03.24 공공요금 114,120 3월 가스요금 (이월후원금, 지정)

8 03.24 프로그램비 32,000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봄맞이 대청소

9 04.01 자산취득 39,900 4단 서랍장 / 지정

10 04.01 일용잡급 25,000 대체근무 / 지정

11 04.07 일용잡급 25,000 대체근무 / 지정

12 04.11 자산취득 220,500 옷장구입 / 지정

13 04.15 일용잡급 25,000 대체근무 / 지정

14 05.02 일용잡급 50,000 대체근무 / 지정

15 05.06 일용잡급 12,500 대체근무 / 지정

16 07.24 프로그램비 52,570 생일파티

17 07.29 프로그램비 25,400 독립지원가 교육프로그램

18 08.18 프로그램비 220,000 여행프로그램 /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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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사용일자 사용내역 금액 결연후원금품여부 산출기준 비고

19 09.02 프로그램비 55,300 여행프로그램 / 지정

20 09.04 프로그램비 84,720 여행프로그램 / 지정

21 09.18 프로그램비 65,000 여행프로그램 / 지정

22 09.24 프로그램비 5,700 사회기술훈련지원

23 10.01 프로그램비 6,700 사회기술훈련지원

24 11.24 수용비 및 수수료 29,900 크리스마스 트리 구입

25 12.03 프로그램비 239,000 생일파티 및 실습생 송별회

26 12.06 프로그램비 32,680 자조모임 지원

27 12,06 자산취득 89,000 선반장 구입 / 지정

28 12.11 생활용품비 13,000 생활용품(앞치마 외)

29 12.20 프로그램비 46,000 회원 이사지원

30 12.25 프로그램비 94,800 성탄파티 및 송년회(지정+비지정)

31 12.26 생활용품비 9,000 생활용품(롤클리너 외)

32 12.27 생활용품비 88,980 생활용품(화장지 외)

33 12.27 생계비 139,850 주부식비(고구마 외)

합계 2,3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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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원금(물품) 사용명세서
순번 사용일자 사용내역 사용처 결연후원금품여부 수량/단위 상당금액 비고

1 01.09 쌀 10Kg 회원주식 10Kg 25,000 2016년 후원물품 잔여분

2 01.13 수면바지 회원지급 3개 15,000

3 01.23 쌀 10Kg 회원주식 10Kg 25,000 2016년 후원물품 잔여분

4 02.15 쌀 10Kg 회원주식 10Kg 25,000 2016년 후원물품 잔여분

5 02.28 쌀 10Kg 회원주식 10Kg 25,000 2016년 후원물품 잔여분

6 02.28 수제비누 회원 생활용품 1개 3,000

7 03.05 수제비누 회원 생활용품 2개 6,000

8 03.08 수제비누 회원 생활용품 1개 3,000

9 03.21 수제비누 회원 생활용품 3개 9,000

10 04.15 수제비누 회원 생활용품 4개 12,000

11 04.30 수제비누 회원 생활용품 4개 12,000

12 05.04 수제비누 회원 생활용품 2개 6,000

13 06.09 메이크업제품 회원 개인지급 6셋트 240,000

14 06.11 메이크업제품 회원개인/유관기관 30개 450,000

15 06.17 메이크업제품 회원개인/유관기관 132개 1,980,000

16 06.30 바디워시 화곡하늘샘 3셋트 36,000

17 07.06 커리 화곡하늘샘 식자재 2개 10,000

18 07.22 수제비누 회원 생활용품 1개 3,000

19 08.11 커리 화곡하늘샘 식자재 2개 10,000

20 08.17 후리카케 화곡하늘샘 식자재 4개 40,000

21 08.20 바디워시 회원 생활용품 2셋트 70,000

22 09.03 바디워시 회원 생활용품 2개/1세트 47,000

23 09.03 수제비누 회원 생활용품 1개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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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사용일자 사용내역 사용처 결연후원금품여부 수량/단위 상당금액 비고

24 09.19 포도 화곡하늘샘 식자재 2상자 30,000

25 10.03 바디워시 회원 생활용품 1세트 12,000

26 10.15 한과 화곡하늘샘 식자재 1상자 25,000

27 10.16 커리 화곡하늘샘 식자재 2개 10,000

28 11.12 바디워시 회원 생활용품 1세트 35,000

29 11.18 바디워시 회원 생활용품 1세트 12,000

30 11.28 바디워시 회원 생활용품 1개 6,000

31 12.07 김치 화곡하늘샘 식자재 1상자 20,000

32 12.07 이불 회원 생활용품 5개 200,000

33 12.10 바디워시 회원 생활용품 1세트 12,000

34 12.10 수제비누 회원 생활용품 1개 3,000

35 12.12 김치 화곡하늘샘 식자재 1상자 20,000

36 12.22 김치 화곡하늘샘 식자재 1상자 20,000

37 12.24 바디워시 회원 생활용품 3개 18,000

합계 3,478,000

5. 후원금전용계좌
금융기관 등의 명칭 계좌번호 계좌명의

신한은행 140-007-531871 화곡하늘샘

신한은행 100-027-737279 화곡하늘샘(공동모금회)

31313-19111일
99.2.10 개정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