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기간 :  2021-01-01～2021-03-31                                                        

(단위: 원)

연번 일자 기부자
용도지정

후원
금 액 사 용 처

1 2021-01-04 조백훈 지정기부금 120,000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지원 
/ 컨설팅 사업비

2 2021-01-04 윤순모 지정기부금 120,000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지원 
/ 컨설팅 사업비

3 2021-01-13 유한회사따슴재가요양기관 지정기부금 100,000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지원 
/ 컨설팅 사업비

4 2021-01-13 오미현(오미토리커피) 지정기부금 10,000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지원 
/ 컨설팅 사업비

5 2021-01-19 최우헌 지정기부금 1,000,000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지원 
/ 컨설팅 사업비

6 2021-02-05 유한회사따슴재가요양기관 지정기부금 100,000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지원 
/ 컨설팅 사업비

7 2021-02-09 오미현(오미토리커피) 지정기부금 10,000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지원 
/ 컨설팅 사업비

8 2021-03-06 유한회사따슴재가요양기관 지정기부금 100,000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지원 
/ 컨설팅 사업비

9 2021-03-10 오미현(오미토리커피) 지정기부금 10,000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지원 
/ 컨설팅 사업비

10 2021-03-11 강릉시농촌체험마을협동조합 지정기부금 360,000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지원 
/ 컨설팅 사업비

11 2021-03-12 주식회사 아트필 지정기부금 120,000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지원 
/ 컨설팅 사업비

합계 2,050,000

누계 2,050,000



2021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기간 :  2021.04.01.～2021.06.30.                                                        

(단위: 원)

연번 일자 기부자
용도지정

후원
금 액 사 용 처

1 2021-04-01 주식회사 건승 지정기부금 120,000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지원 
/ 컨설팅 사업비

2 2021-04-05 유한회사따슴재가요양기관 지정기부금 100,000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지원 
/ 컨설팅 사업비

3 2021-04-23 심헌섭 지정기부금 240,000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지원 
/ 컨설팅 사업비

4 2021-04-25 오미현(오미토리커피) 지정기부금 10,000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지원 
/ 컨설팅 사업비

5 2021-05-03 유한회사따슴재가요양기관 지정기부금 100,000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지원 
/ 컨설팅 사업비

6 2021-05-10 최우헌 지정기부금 240,000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지원 
/ 컨설팅 사업비

7 2021-05-26 오미현(오미토리커피) 지정기부금 10,000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지원 
/ 컨설팅 사업비

8 2021-06-03 유한회사따슴재가요양기관 지정기부금 100,000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지원 
/ 컨설팅 사업비

9 2021-06-17 김미선 지정기부금 120,000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지원 
/ 컨설팅 사업비

10 2021-06-28 김진욱 지정기부금 10,000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지원 
/ 컨설팅 사업비

11 2021-06-30 오미현(오미토리커피) 지정기부금 10,000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지원 
/ 컨설팅 사업비

12 2021-06-30 유한회사 두레건축 지정기부금 2,400,000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지원 
/ 컨설팅 사업비

13 2021-06-30 배재국 지정기부금 120,000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지원 
/ 컨설팅 사업비

14 2021-06-30 윤순모 지정기부금 120,000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지원 
/ 컨설팅 사업비

15 2021-06-30 김남석 지정기부금 120,000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지원 
/ 컨설팅 사업비

합계 3,820,000

누계 5,870,000



2021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기간 :  2021.07.01.～2021.09.30.                                                        

(단위: 원)

연번 일자 기부자
용도지정

후원
금 액 사 용 처

1 2021-07-01 김미희 지정기부금 120,000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지원 
/ 컨설팅 사업비

2 2021-07-05 유한회사따슴재가요양기관 지정기부금 100,000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지원 
/ 컨설팅 사업비

3 2021-07-12 김은화 지정기부금 120,000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지원 
/ 컨설팅 사업비

4 2021-07-15 천은정(유한회사나눔) 지정기부금 120,000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지원 
/ 컨설팅 사업비

5 2021-07-22 오미현(오미토리커피) 지정기부금 10,000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지원 
/ 컨설팅 사업비

6 2021-07-26 김진욱 지정기부금 10,000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지원 
/ 컨설팅 사업비

7 2021-07-30 주식회사 아트필 지정기부금 120,000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지원 
/ 컨설팅 사업비

8 2021-08-06 유한회사따슴재가요양기관 지정기부금 100,000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지원 
/ 컨설팅 사업비

9 2021-08-15 오미현(오미토리커피) 지정기부금 10,000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지원 
/ 컨설팅 사업비

10 2021-08-26 김진욱 지정기부금 10,000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지원 
/ 컨설팅 사업비

11 2021-08-30 조백훈 지정기부금 120,000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지원 
/ 컨설팅 사업비

12 2021-09-03 유한회사따슴재가요양기관 지정기부금 100,000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지원 
/ 컨설팅 사업비

13 2021-09-07 사회적협동조합마음별 지정기부금 60,000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지원 
/ 컨설팅 사업비

14 2021-09-27 김진욱 지정기부금 10,000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지원 
/ 컨설팅 사업비

15 2021-09-30 오미현(오미토리커피) 지정기부금 20,000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지원 
/ 컨설팅 사업비

합계 1,030,000

누계 6,900,000



2021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기간 :  2021.10.01.～2021.12.31.                                                        

(단위: 원)

연번 일자 기부자
용도지정

후원
금 액 사 용 처

1 2021-10-05 유한회사따슴재가요양기관 지정기부금 100,000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지원 
/ 컨설팅 사업비

2 2021-10-26 김진욱 지정기부금 10,000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지원 
/ 컨설팅 사업비

3 2021-10-31 오미현(오미토리커피) 지정기부금 20,000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지원 
/ 컨설팅 사업비

4 2021-11-04 사회적협동조합마음별 지정기부금 60,000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지원 
/ 컨설팅 사업비

5 2021-11-09 유한회사따슴재가요양기관 지정기부금 100,000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지원 
/ 컨설팅 사업비

6 2021-11-25 오미현(오미토리커피) 지정기부금 20,000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지원 
/ 컨설팅 사업비

7 2021-11-26 김진욱 지정기부금 10,000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지원 
/ 컨설팅 사업비

8 2021-12-07 유한회사따슴재가요양기관 지정기부금 100,000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지원 
/ 컨설팅 사업비

9 2021-12-27 김진욱 지정기부금 10,000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지원 
/ 컨설팅 사업비

10 2021-12-30 오미현(오미토리커피) 지정기부금 20,000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지원 
/ 컨설팅 사업비

합계 450,000

총계 7,35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