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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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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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3,110,533 8월 22,820,680 5,192,970 98,077,052

1월 14,651,015 31,831,540 45,930,008 9월 8,660,544 296,860 106,440,736

2월 15,093,445 2,384,450 58,639,003 10월 8,989,370 313,800 115,116,306

3월 9,726,247 2,338,000 66,027,250 11월 19,079,685 17,673,040 116,522,951

4월 9,294,286 2,132,930 73,188,606 12월 21,526,931 23,288,578 114,761,304

5월 9,912,715 1,864,500 81,236,821 합계 156,721,519 105,070,748

6월 8,211,706 454,380 88,994,147
차기이월 - - 114,761,304

7월 8,754,895 17,299,700 80,449,342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2019.01. 7주기 추모사업 정산 등 3 숨엔터테인먼트 등 29,313,050

2019.05. 연중 추모사업 “근태생각회” 정산 등 1 복합공간 에무 등 1,500,000

2019.06. 민주주의자 김근태 사료화 사업 7 한국철도공사 등 220,720

2019.07.
민주주의자 김근태 사료화 사업 1 한국문헌정보기술 10,000,500

8주기 추모행사 계약금 1 세종문화회관 7,096,820

2019.08. 기획 추모사업
“민주주의와 평화 끝나지 않은 길” 9 양평 오커빌리지 등 5,035,150

2019.11. 8주기 추모전시회 “도래할 공동체” 12 세종문화회관 등 17,034,480

2019.12. 8주기 추모행사 및
제4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상금지원 4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등 20,834,550

 연도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2019
고유목적사업 500 숨엔터테인먼트 등 91,035,270

운영비(월평균 약 334천원 × 12개월) + 인건비(약 2,000,000원 × 5개월) 등 14,035,478

합 계 105,07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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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03 월  30 일

제출인   (재)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재단    [인]

국세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