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시행규칙 [별지제63호의7서식] <개정 2014.3.14>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쪽)

1.기본사항

법인명1 （사）한국자원봉사협의회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2 203-82-329**

대표자 성명3 손인웅 기부단체 구분4 국내지정기부금단체

전자우편주소5 vkorea@vkorea.or.kr 사업연도6 2018-12

전화번호7 02-737-6922 기부금단체 지정일8 2011-12-29

소재지9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93(동자동, 동산빌딩 3층)

2.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
(단위 : 원)

월별10 수입11 지출12 잔액13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194,550,679 2018년08월 7,166,460 23,893,255 55,074,034

2018년01월 3,145,111 11,374,376 186,321,414 2018년09월 28,071,270 83,140,385 4,919

2018년02월 580,000 21,390,755 165,510,659 2018년10월 48,391,600 26,679,734 21,716,785

2018년03월 7,631,870 17,403,010 155,739,519 2018년11월 78,342,770 43,006,702 57,052,853

2018년04월 570,000 26,130,760 130,178,759 2018년12월 223,844,137 80,896,990 200,000,000

2018년05월 510,000 21,208,525 109,480,234 합계 401,154,818 395,705,497

2018년06월 400,000 21,992,428 87,887,806

차기이월 - - 200,000,000

2018년07월 2,501,600 18,588,577 71,800,829

지출월14 지급목적15 지급건수16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17

금액18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 원)

2018-01 사무국 운영비 83 (주)이엔티아이 외 11,374,376

2018-02 은둔환자 의료지원 사업 외 151 유월애 외 21,390,755

2018-03 사무국 운영비 133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외 17,403,010

2018-04 사무국 운영비 189 대성삼경회계법인 외 26,130,760

2018-05 은둔환자 의료지원 사업 외 155 (주)디뉴먼트 외 21,208,525

2018-06 사무국 운영비 147 에스아이신도판매(주) 외 21,992,428

2018-07 은둔환자 의료지원 사업 외 102 통나무인터내셔날 외 18,588,577

2018-08 사무국 운영비 95 퍼스트프린트 외 23,893,255

2018-09 은둔환자 의료지원 사업 외 275 (주)헬스경향 외 83,140,385

2018-10 사무국 운영비 188 (주)미르나인넷 외 26,679,734

2018-11 후원음악회 사업 외 201 주식회사 리어스 외 43,006,702

2018-12 은둔환자 의료지원 사업 외 334 (주)문화방송 외 80,896,990

연도별19 지급목적20 수혜인원21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22

금액23

2018

법인 사무국 운영비 30 에스아이신도판매(주) 181,679,519

은둔환자 의료지원 사업 220 (주) 디뉴먼트 외 202,510,292

후원음악회 70 주식회사 리어스 외 11,515,686

합계 320 395,705,497

4.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단위 : 원)

지출월24 국가명25 지급목적26 지급건수27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28

금액29



연도별30 국가명31 지급목적32 수혜인원33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34

금액35

합계 0 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9항 또는제36조의2제8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제출합니다.

2019년 05월 02일

제출인: 손인웅 (단체의 직인) [인]

국 세 청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