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서식] <개정 20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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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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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7,819,873 8월 5,548,690 4,947,650 36,795,148

1월 2,921,720 10,391,120 40,350,473 9월 2,814,871 1,667,850 37,942,169

2월 400,000 25,685,743 15,064,730 10월 12,533,700 356,570 50,119,299

3월 4,669,754 544,640 19,189,844 11월 18,864,495 207,350 68,776,444

4월 1,951,420 599,860 20,541,404 12월 13,534,279 19,200,190 63,110,533

5월 2,230,440 197,900 22,573,944 합계 79,805,203 64,514,543 　

6월 10,424,994 308,170 32,690,768
차기이월 - - 63,110,533

7월 3,910,840 407,500 36,194,108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2018.01. 6주기 추모사업 정산 등 1 숨엔터테인먼트 등 10,000,500

2018.02. 6주기 추모사업 정산 등 4 숨엔터테인먼트 등 25,603,093

2018.03. 연중 추모사업 “근태생각회” 1 복합공간 에무 등 406,500

2018.04. 연중 추모사업 “근태생각회” 1 복합공간 에무 등 408,000

2018.06. 특별 추모사업 기획회의 1 신라스테이 주식회사 등 118,800

2018.07. 연중 추모사업 “근태생각회” 1 복합공간 에무 등 206,000

2018.08. 기획 추모사업
“변하지 않는 믿음과 희망으로” 8 더 벨즈 등 4,284,840

2018.09. 기획 추모사업 정산 1 숨엔터테인먼트 등 1,500,500

2018.10. 기획 추모사업 정산 1 숨엔터테인먼트 등 200,500

2018.12. 7주기 추모행사 및
제3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상금지원 8 숨엔터테인먼트,

이철, 리버스위트 등 16,913,000

 연도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2018
고유목적사업 500 숨엔터테인먼트 등 59,641,733

(사무실 운영비 평균  238,000원 × 12개월) + 인건비 등 4,872,810

합 계 64,51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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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제출합

니다.

                       2019년  03 월  28 일

제출인   (재)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재단    [인]

국세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