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서식] <개정 2014.3.14>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쪽)

1. 

 법인명 재단법인 긍정적인미래재단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114-82-11141

③  대표자 성명 CHRISTOPHER PAUL ASHWORTH ④  기부단체 구분 국내지정기부금단체

⑤  전자우편주소 Mkim@oxfam.org.uk ⑥  사업연도 2014.04.16-2014.12.31

⑦  전화번호 02-6247-1177 ⑧  기부금단체 지정일 2014.06.30                

⑨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24길 20 301 (효자동, 이음빌딩)

 2.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  ( 영국본부운영지원금 988,000,000원과 기부금모금 14,980,000으로 구성됩니다)

(단위: 원)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 8월 0 21,122,827 714,112,130

1월 - - - 9월 0 15,349,016 698,763,114

2월 - - - 10월 1,005,000 25,585,214 674,182,900

3월 - - - 11월 248,935,000 118,678,078 804,439,822

4월 - - - 12월 9,040,000 104,668,095 708,811,727

5월 500,000,000 0 500,000,000 합계 1,002,980,000 294,168,273

6월 244,000,000 0 744,000,000
차기이월 - - 708,811,727

7월 0 8,765,043 735,234,957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7월 오픈 준비비 7 베스트플러스, 제일은행외 8,765,043

8월 모금캠페인사업/후원서비스 준비비 25 이음빌딩, 슬로워크외 21,122,827

9월 모금캠페인사업/후원서비스 준비비 30 단티 외 15,349,016

10월 모금캠페인사업/후원서비스 및 운영비 25 팝스21외 25,585,214

11월 모금캠페인사업/후원서비스 및 운영비 40 쉐어하우스 외 118,678,078

12월 모금캠페인사업/후원서비스 및 운영비 32 오길비앤매더외 104,668,095

 연도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2014 목적사업수행 159 294,168,273

합 계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단위: 원)

 지출월  국가명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연도별  국가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합 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9항 또는 제36조의2제8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단체의 직인)     [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성 방 법

  1. : ① ~ ⑨란에는 기부금 단체의 기본사항을 적으며, ④ 기부단체 구분은 국내지정기부금단체, 해외지정기부금단

체, 한국학교(별표 6의5), 전문모금기관(별표 6의6), 공공기관등(별표 6의7)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

   - 란에는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1월부터 12월까지를 차례대로 적습니다.

   - 란과 란은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

   - 합계란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전체 수입 및 지출 금액을 적습니다.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 국내사업 관련 ◯지원사업(장학금지급 등), 일반관리비, 기금조성비(정기예금 또는 적금 등), 그 밖의 비용(구체

적인 내용 기재) 등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매월 같은 목적으로 동

일한 사람에게 유사한 금액을 지급한 비용은 지출월란에 적지 않고  연도별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 란은 연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천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란 수혜인원은 연간 지급한 실제 인원을 적습니다. 예시) 10명에게 10만원씩 2회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수혜인

원은 10명으로 적습니다.

      ※ 예시(장학금 지급: 10명에게 10만원씩 1월, 2월에 각각 지급, 복지단체 지원: A 복지단체에 2월에 1,000만원, 1회 

지원(수혜인원 50명))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1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2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2월 복지단체 지원 1 A복지단체 10,000,000

⋮ ⋮ ⋮ ⋮ ⋮
연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2013년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2,000,000

복지단체 지원 50 A복지단체 10,000,000

합 계 63 12,000,000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대표 지급처명은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구분된 지급처 중 가장 큰 대표 지급처를 적으며,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되, 그 지급금액과 지급내용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 국외사업이 있는 단체는 국가별 지출명세를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란은 해당 연도의 국가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천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국가명,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