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5.12.24>

1. 후원금 수입명세서

비영리
법인구분

기타내용
모금자

기관여부
기부금

단체여부

1 2021-02-22 기타 영리법인 기업 N ㈜ 하나○○○ 지정후원금

2 2021-02-26 기타 영리법인 기업 N ㈜ 하나○○○○○ 지정후원금

3 2021-02-26 기타 영리법인 기업 N ㈜ 하나○○○○○ 지정후원금

4 2021-02-26 기타 영리법인 기업 N ㈜ 하나○○○○○○○○ 지정후원금

5 2021-03-02 기타 영리법인 기업 N ㈜ 하나○○○ 지정후원금

6 2021-03-03 기타 영리법인 기업 N ㈜ 하나○○○○ 지정후원금

7 2021-03-05 기타 영리법인 기업 N ㈜ 하나○○○○ 지정후원금

8 2021-03-10 기타 영리법인 기업 N ㈜ 하나○○○○ 지정후원금

9 2021-03-10 기타 영리법인 기업 N ㈜ 하나○○○○ 지정후원금

10 2021-03-10 기타 영리법인 기업 N ㈜ 하나○○○○ 지정후원금

11 2021-03-17 기타 영리법인 기업 N ㈜ 하나○○ 지정후원금

12 2021-03-11 기타 영리법인 기업 N ㈜ 하나○○○○ 지정후원금

13 2021-05-14 기타 영리법인 기업 N ㈜ 하나○○ 지정후원금

14 2021-04-02 기타 영리법인 기업 N ㈜ 하나○○○○○ 지정후원금

15 2021-06-16 기타 영리법인 기업 N ㈜ 하나○○○○ 지정후원금

16 2021-06-30 기타 영리법인 기업 N ㈜ 하나○○○○ 지정후원금

17 2021-07-22 기타 영리법인 기업 N ㈜ 하나○○○○○ 지정후원금

18 2021-08-04 기타 영리법인 기업 N ㈜ 하나○○ 지정후원금

19 2021-09-30 기타 영리법인 기업 N ㈜ 하나○○○○ 지정후원금

20 2021-09-30 기타 영리법인 기업 N ㈜ 하나○○○○ 지정후원금

21 2021-10-25 기타 영리법인 기업 N ㈜ 하나○○○ 지정후원금

22 2021-12-28 기타 영리법인 기업 N ㈜ 하나○○ 지정후원금

23 2021-02-19 기타 영리법인 기업 N ㈜ 하나○○○ 비지정후원금

24 2021-02-26 기타 영리법인 기업 N ㈜ 하나○○○○○○○○ 비지정후원금

25 2021-02-26 기타 영리법인 기업 N ㈜ 하나○○○○○ 비지정후원금

26 2021-02-26 기타 영리법인 기업 N ㈜ 하나○○○○○ 비지정후원금

27 2021-03-02 기타 영리법인 기업 N ㈜ 하나○○○○ 비지정후원금

28 2021-03-02 기타 영리법인 기업 N ㈜ 하나○○○ 비지정후원금

29 2021-03-03 기타 영리법인 기업 N ㈜ 하나○○○○ 비지정후원금

30 2021-03-04 기타 영리법인 기업 N ㈜ 하나○○○○ 비지정후원금

31 2021-03-04 기타 영리법인 기업 N ㈜ 하나○○○○ 비지정후원금

32 2021-03-08 기타 영리법인 기업 N ㈜ 하나○○○○○ 비지정후원금

33 2021-03-10 기타 영리법인 기업 N ㈜ 하나○○○○ 비지정후원금

34 2021-03-12 기타 영리법인 기업 N ㈜ 하나○○○○ 비지정후원금

35 2021-03-17 기타 영리법인 기업 N ㈜ 하나○○ 비지정후원금

36 2021-05-14 기타 영리법인 기업 N ㈜ 하나○○ 비지정후원금

2021년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사회복지법인 하나금융공익재단)

※ 기간 : 2021년 1월1일~12월31일까지 

(단위:  원)

순번 발생일자
후원금
의종류

후원자
구분

후원자 내 역 금 액 비 고

54,077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 지원사업

4,812,814

1,946,756

865,225

17,088,195

1,838,603

 하나금융그룹 민관협력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

108,443,613

32,302,353

1,451,298,570

2,794,153,527

33,257,090

3,244,594

14,762,903

13,248,759

32,013,327

59,267,917

706,037,142

892,929,327

16,492,658,470

소 계 23,073,109,220

지정 후원금 합계 23,613,874,887

357,770,565

594,842

소 계 540,765,667

595,286,218

1,700,000                  

54,800,000                

12,250,000                

550,000                    

3,000,000                  

13,650,000                

50,000

800,000

1,800,000                  

4,450,000

30,750,000                

15,800,000                

29,600,000                

330,800,000              



37 2021-12-31 기타 개인 개인 N 곽○○ 비지정후원금

38 2021-12-31 기타 개인 개인 N 김○○ 비지정후원금

39 2021-12-31 기타 개인 개인 N 임○○ 비지정후원금

40 2021-12-31 기타 개인 개인 N 원○○ 비지정후원금

41 2021-12-31 기타 개인 개인 N 이○○ 비지정후원금

42 2021-12-31 기타 개인 개인 N 강○○ 비지정후원금

43 2021-12-31 기타 개인 개인 N 김○○ 비지정후원금

44 2021-12-31 기타 개인 개인 N 김○○ 비지정후원금

45 2021-12-31 기타 개인 개인 N 김○○ 비지정후원금

2. 후원금품 수입명세서

비영리
법인구분

기타
내용

 모금자
기관여부

 기부금
단체여부

1

3. 후원금 사용명세서 

순번 사용일자

1 2021.01.01~12.31

2 2021.01.01~12.31

3 2021.01.01~12.31

4 2021.01.01~12.31

5 2021.01.01~12.31

6 2021.01.01~12.31

7 2021.01.01~12.31

8 2021.01.01~12.31

9 2021.01.01~12.31

10 2021.01.01~12.31

11 2021.01.01~12.31

12 2021.01.01~12.31

13 2021.12.29

4. 후원품 사용명세서

순번 사용일자 사용내역 사용처

1

120,000                    

2,370                        

 카드포인트후원금

6,910                        

6                              

100                          

4                              

15,000                      

순번 발생일자
후원품
종류

후원자
구분

후원자

140                          

2,477                        

비 지정 후원금 합계 500,147,007

후원금 수입 총계 24,114,021,894

내역 품명  수량단위
 상당
 금액

<해당사항 없음>

사용내역 금 액 결연후원금품여부 산출기준 비 고

2018년하나금융그룹 민관협력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

5,697,098,899                금전

 지정후원금

2019년하나금융그룹 민관협력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

12,148,078,742              금전

2020년하나금융그룹 민관협력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

부산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사업

121,162,091                  금전

광주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사업

143,209,649                  금전

4,035,015,375                금전

2021년하나금융그룹 민관협력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

1,735,107,865                금전

성수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사업

250,644,371                  금전

하나케어센터 전출금 500,000,000                  금전

오정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사업

8,446,345                      금전

둔산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사업

56,242,277                    금전

결연후원
금품여부

수량/단위 상당금액 비 고

<해당사항 없음>

147,007                         금전

합계 24,813,352,621            

 비지정후원금

하나푸르니 신길어린이집 50,200,000                    금전

하나푸르니 반포어린이집 68,000,000                    금전

관리운영비



5. 후원금 전용계좌

하나은행 547-910001-63604 사회복지법인하나금융공익재단

하나은행 284-910015-52504 사회복지법인하나금융공익재단

금융기관등의 명칭 계좌번호 계좌명의

하나은행 547-910005-86204 사회복지법인하나금융공익재단

하나은행 371-910023-00004 사회복지법인하나금융공익재단

하나은행 352-910022-36204 사회복지법인하나금융공익재단

하나은행 155-910038-99304 사회복지법인하나금융공익재단

하나은행 383-910012-41304 사회복지법인하나금융공익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