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서식] <개정 2014.3.14>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쪽)

1. 기본사항

①  법인명 (재)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재단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107-82-07595

③  대표자 성명 인  재  근 ④  기부단체 구분 국내지정기부금단체

⑤  전자우편주소 halimi6@naver.com ⑥  사업연도 2017

⑦  전화번호 02-720-9373 ⑧  기부금단체 지정일 2013.09.30

⑨ 소재지 서울 도봉구 도봉로 462, 502호

 2.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
(단위: 원)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44,238,203 8월 1,901,480 178,110 32,055,959

1월 900,000 37,066,000 8,072,203 9월 12,027,843 600,240 43,483,562

2월 1,921,360 312,250 9,681,313 10월 1,651,240 10,178,420 34,956,382

3월 3,517,944 771,010 12,428,247 11월 18,731,480 1,768,020 51,919,842

4월 1,981,120 194,360 14,215,007 12월 13,526,191 17,626,160 47,819,873

5월 10,400,000 235,170 24,379,837 합계 72,945,960 69,364,290 3,581,670

6월 4,465,942 178,570 28,667,209
차기이월 - - 47,819,873

7월 1,921,360 255,980 30,332,589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2017.1 5주기 추모사업 비용 정산 29 숨엔터테인먼트 등 36,735,000

2017.02. 연중 추모사업(제5회 근태생각회) 1 복합공간 에무 등 1,700,000

2017.03. 연중 추모사업(제6회 근태생각회) 1 복합공간 에무 등 1,500,000

2017.04. 연중 추모사업(제7회 근태생각회) 1 복합공간 에무 등 1,500,000

2017.05. 연중 추모사업(제8회 근태생각회) 1 복합공간 에무 등 1,700,000

2017.06. 연중 추모사업(제9회 근태생각회) 1 복합공간 에무 등 1,600,000

2017.07. 연중 추모사업(제10회 근태생각회) 1 복합공간 에무 등 1,500,000

2017.08. 연중 추모사업(제11회 근태생각회) 1 복합공간 에무 등 1,600,000

2017.10. 연중 추모사업(제12회 근태생각회) 1 복합공간 에무 등 1,500,000

2017.11. 연중 추모사업(제13회 근태생각회) 1 복합공간 에무 등 1,600,000

2017.12. "제2회 민주주의자 김근태 상" 상금지원 1 윤민석 작곡가 10,000,000

 연도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2017

5주기 추모사업 비용 정산 36,735,000

연중 추모사업 및 6주기 추모사업(제2회 민주주의자 김근태 상) 24,200,000

사무실 운영비 평균  700,000원 × 12개월 8,400,000

기타경비 29,290

합 계 69,36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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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출합니다.

                       2018년  03 월  28 일

제출인   (재)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재단    [인]

국세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