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14.3.14>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쪽)

1. 기본사항

① 법인명          관악정다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122-82-33108

③ 대표자          김혜경 ④  기부단체구분              국내지정기부금단체

⑤  전자우편주소    jungmc2019@gmail.com ⑥ 사업연도                  ’2021.1,1~12.31

⑦  전화번호        02-888-0419 ⑧  기부금지정연도             2021

⑨ 소재지          서울 관악구 신림로 210. 2층

 2.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                                                                  (단위: 원)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8월 2,438,840 2,573,342  1,487,434 

1월 7,292,980 5,717,180 1,575,800 9월 2,592,800 3,657,122  423,112 

2월 647,940 1,333,342 890,398 10월 2,842,900 2,817,122 448,890 

3월 4,400,480 5,280,840    10,038 11월 15,026,070 9,117,850 6,357,110 

4월 1,788,900   980,300  818,638 12월 10,602,340 16,959,450        0 

5월 8,173,040 4,528,262 4,463,416 합계 60,808,410 60,808,410 0

6월 1,844,220 3,836,622 2,471,014 
차기이월 - - -

7월 3,157,900 4,006,978 1,621,936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11-12월 어르신 영양식 지원 30 관악사회복지 12,889,000

11-12월 어르신 비타민제 지원 60 675,000

4월-10월 중장년 1인가구 건강교실 대관 18 사단법인
길벗사랑공동체

500,000 

4월, 10월 중장년 1인가구 건강물품 지원 2 사단법인
길벗사랑공동체 1,777,110 

4월-10월 중장년 1인가구 간식 지원 18 사단법인
길벗사랑공동체

1,704,676 

6월,10월 중장년 1인가구 구급약/비타민제 지원 2 사단법인
길벗사랑공동체 1,381,500 

5월-10월 중장년 1인가구 건강교실 지원 18 박선정 외 2인 5,100,000 

6월-9월 방문의료 지원 4 장혜진 외 2인 1,080,000 

11-12월 어르신 건강교실 지원 5 김동경 외 1인 1,000,000 

1월-12월 공익사업 공간 임차료 12 송진숙  11,880,000 

1월-12월 공익사업 공간 인력비 12 정유미 외 6인 22,821,124 

 연도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2021년

취약계층 건강돌봄(어르신) 150 관악사회복지 14,564,000

취약계층 건강돌봄

(고시촌 중장년 1인가구)
675 사단법인

길벗사랑공동체 10,463,286

방문의료 팀 지원 4 장혜진 외 2인 1,080,000
공익사업 공간 임차료 1 송진숙  11,880,000 

공익사업 공간 인력비 7 정유미 외 6인 22,821,124 

합 계 837 60,808,410

 4. 기부금 지출 명세서 (국외사업)                                                              (단위: 원)

 지출월 국가명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금액



    (단체명/개인)

 연도별 국가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기본사항 : ① ~ ⑨란에는 기부금 단체의 기본사항을 적으며 ④ 기부단체 구분은 국내지정기부금단체, 해외지정기부금단

체, 한국학교(「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전문모금기관(「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6), 공공기관등(「법

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7)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기부금의 수입ㆍ지출명세

   - 란에는 과세기간과 관계없이 1월부터 12월까지를 차례대로 적습니다.

   - 란과 란은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

   - 합계란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전체 수입 및 지출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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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인원을 적습니다. 예시) 10명에게 10만원씩 2회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수혜인원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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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