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63호의7서식] <개정 2020. 4. 21.>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쪽)

1. 기본사항
①  법인명 사단법인 우리소리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338-82-00221

③  대표자 성명 안 영수 ④  기부단체 구분 지정기부금단체

⑤  전자우편주소 pansory5749@daum.net ⑥  사업연도

⑦  전화번호 032)434-5749 ⑧  기부금단체 지정일 2019.3.29

⑨ 소재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5. 703호(주안동)

 2.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
(단위: 원)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5,030 8월 510,000 992,920 2,841,670

1월 610,000 - 615,030 9월 3,490,000 - 6,331,670

2월 410,000 - 1,025,030 10월 530,000 7,813,850 -952,180

3월 440,000 110,440 1.354,590 11월 510,000 - -442,180

4월 340,000 - 1,694,590 12월 510,000 - 67,820

5월 540,000 - 2,234,590 합계 8,985,030 8,917,210

6월 560,000 - 2,794,590
차기이월 - - 67,820

7월 530,000 - 3,324,590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2020-03 기획공연 사업 등 1 인천문화예술회관 110,440

2020-08 기획공연 사업 등 5 홈마트 992,920

2020-10 기획공연 사업 등 16 엘림아트홀 7,813,850

 연도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2020 기획공연 사업등 22 엘림아트홀 외 8,917,210

합 계 22 8,91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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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개합니다.

                  2021 년    3 월   2 일

제출인:  사단법인 우리소리  (단체의 직인)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기본사항 : ① ~ ⑨란에는 기부금 단체의 기본사항을 적으며, ④ 기부단체 구분은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학교(유치원),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법정기부금
단체

한국학교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4호자목에 해당하는 한국학교를 말합니다.

전문모금기관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지정기부금

단체

사회복지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어린이집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포함)을 말합니다.

학교(유치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포함)를 말합니다.

의료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
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법인을 말합니다.

비영리외국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비영리외국법인을 말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기
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법인 말합니다.

공공기관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
라 직접 설립된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법인을 말합니다.

  2.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

   - 란에는 사업연도 개시월부터 사업연도 종료월까지를 차례대로 적습니다(앞쪽의 ⑩란은 사업연도가(1월~12월) 법인 예시)

   - 란과 란은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

   - 합계란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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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