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11.09. ~ 12.07.

주제
· 공익법인 세무안내 끝내기

기간
· 11월9일~12월7일 

매주 토요일 10:00~16:00

장소
· 서울시 NPO 지원센터

신청문의
·

·

koreapca@naver.com

010-3981-0770

비용
· 35만원

강사
· 김일석 상임이사

주최
· 한국공익법인협회
  (http://www.공익법인.kr)

  (http://cafe.naver.com/koreapca)

공익법인

실무자

교육과정

(1시간 중식, 1시간 토론)



5회

공익법인 세무안내 교육 시간표

회차

1회

3회

4회

시간

2019-11-09
(토)

10:00~16:00 
(4시간)

2019-11-16
(토)

10:00~16:00
(4시간)

2019-11-23
(토)

10:00~16:00
(4시간)

2019-11-30
(토)

10:00~16:00
(4시간)

2019-12-07
(토)

10:00~16:00
(4시간)

교재 범위

l.공익법인이란

V.기부금단체

ll.공익법인과 세금

1.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지원

lll.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lV.공익법인이 지켜야할 일

장소

패스트파이브
시청점 5층

패스트파이브
시청점 5층

패스트파이브
시청점 5층

ll.공익법인과 세금

2. 수익사업이 있는 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지원

lV.공익법인이 지켜야할 일

4.주식취득 및 보유시 지켜야 할 일

    법인세 신고납부

5.출연자등의 이사취임시 지켜야 할 일

NPO지원센터
(주다)

NPO지원센터
(주다)

10:00~13:00

패스트파이브
시청점 5층

14:00~16:00

 

교육내용

1. 공익법인의 개념 및 세법상 정의

2. 지정기부금단체 유형과 주요 의무사항

3. 공익법인의 세제상 혜택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지원)

     지방세법상 공익법인 지원

1. 공익법인의 주요 의무 및 연간일정 1부
   

    1) 출연재산보고서 등 제출 의무 및 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2)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및 공시서식 작성시 유의사항
    3) 장부작성 비치 의무
    4)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 의무

2. 공익법인의 주요 의무 및 연간일정 2부
   

    1)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
    2)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
    3) 공익법인 등의 회계기준 적용 의무
    4)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 보관, 제출 의무
    5)(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

1. 출연재산을 사용의무 규정 이해 및 관련 사례연구

2.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 규정 이해 및 관련 사례

    매각대금 계산 방법

3.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의무 규정 이해 및 관련 사례연구

    운용소득 계산 방법

4.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시 지켜야 할 일

5. 특정기업의 광고 등의 행위금지 및 자기내부 거래 금지

6.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 제공 금지 및 해산시 유의사항

1. 출연재산을 사용의무 규정 이해 및 관련 사례연구

2.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 규정 이해 및 관련 사례

    매각대금 계산 방법

3.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의무 규정 이해 및 관련 사례연구

    운용소득 계산 방법

4.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시 지켜야 할 일

5. 특정기업의 광고 등의 행위금지 및 자기내부 거래 금지

6.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 제공 금지 및 해산시 유의사항

6회 보강 ll.공익법인과 세금 

1. 토지 등 양도소득과 관련한 내용

2. 출연자의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 과세

1. 공익법인 주식 규정의 이해

    성실공익법인의 개념이해

2. 주식취득 및 보유시 유의사항 및 과세사례

    공익법인 특수관계인의 정의

2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