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서식] <개정 2018. 3. 21.>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쪽)

1. 기본사항

①  법인명 (사)전국문해기초교육협의회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391-82-00085

③  대표자 성명 김인숙 ④  기부단체 구분 국내지정기부금단체

⑤  전자우편주소 munhae1999@hanmail.net ⑥  사업연도 2020-12

⑦  전화번호 02-790-3199 ⑧  기부금단체 지정일 2017.6.30.

⑨ 소재지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77길 10 용산빌리지 303호

 2.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
(단위: 원)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5,232,358 - 5,232,358 8월 1,623,000 5,091,050 1,742,749

1월 1,751,681 2,830,010 4,154,029 9월 3,194,800 2,546,580 2,390,969

2월 10,000 208,280 3,955,749 10월 3,459,200 2,635,330 3,214,839

3월 3,610,000 5,210,410 2,355,339 11월 35,113,360 2,522,630 35,805,569

4월 1,510,000 1,424,090 2,441,249 12월 2,591,440 36,730,290 1,666,719

5월 0 268,740 2,172,509 합계 61,149,181 64,714,820 1,666,719

6월 5,710,000 5,179,380 2,703,129
차기이월 - - 1,666,719

7월 2,575,700 68,030 5,210,799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3664542
(단위: 원)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2020-01 기관운영·사무비, ,목적사업 14 인터파크 외 2,830,010
2020-02 기관운영·사무비, ,목적사업 8 한강시스템 외 208,280
2020-03 기관운영·사무비, ,목적사업 10 서울도시가스 외 5,210,410
2020-04 기관운영·사무비, ,목적사업 11 서울특별시 NPO 지원센터 외 1,424,090
2020-05 기관운영·사무비, ,목적사업 13 다이소 외 268,740
2020-06 기관운영·사무비, ,목적사업 15 김형민 사무소 외 5,179,380
2020-07 기관운영·사무비, ,목적사업 5 법원행정처 외 68,030
2020-08 기관운영·사무비, ,목적사업 12 케이티 외 5,091,050
2020-09 기관운영·사무비, ,목적사업 9 한국전력 외 2,546,580
2020-10 기관운영·사무비, ,목적사업 7 한국전력 외 2,635,330
2020-11 기관운영·사무비, ,목적사업 9 우정사업본부 외 2,522,630
2020-12 기관운영·사무비, ,목적사업 14 대동문화사 외 36,730,290

 연도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2020
기관운영·사무비, 

문해교육교재 및 기자재 배포
13,069 64,714,820

합 계 13,069 64,71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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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제5항 또는 제36조의2제8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제출합니다.

                      2021 년    3월     29일

제출인:  (사)전국문해기초교육협의회         (단체의 직인)     [인]

국세청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