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서식] <개정 2019. 3. 20.>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쪽)

1. 기본사항

①  법인명 (사)등대복지회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101-82-11602

③  대표자 성명 장 창 만 ④  기부단체 구분 국내지정기부금단체

⑤  전자우편주소 lhfkorea@hanmail.net ⑥  사업연도 2004년 5월 24일

⑦  전화번호 02-919-8551 ⑧  기부금단체 지정일 2015년 3월 31일

⑨ 소재지 서울시 성북구 월곡로 14길 24, 501호

 2.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
(단위: 원)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227,527,477 8월 6,312,889 11,414,987 224,723,288

1월 16,659,826 22,804,635 221,382,668 9월 19,764,650 26,431,405 218,056,533

2월 9,022,009 12,400,821 218,003,856 10월 9,138,756 10,947,255 216,248,034

3월 18,314,028 11,226,079 225,091,805 11월 10,827,611 14,815,708 212,259,937

4월 52,612,494 41,842,061 235,862,238 12월 27,690,749 27,476,304 212,474,382

5월 7,763,793 10,495,383 233,130,648 합계 205,410,566 220,463,661

6월 17,299,140 19,858,279 230,571,509
차기이월 - - 212,474,382

7월 10,004,621 10,750,744 229,825,386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2020년01월 사무국 운영지원 및 회원관리사업 외 51 근로복지공단 외 13,078,285

2020년02월 사무국 운영지원 및 회원관리사업 외 43 더블루랩 외 9,814,492

2020년03월 사무국 운영지원 및 회원관리사업 외 42 효성에프엠에스(주) 외 9,197,641

2020년04월 사무국 운영지원 및 회원관리사업 외 35 엔케이이노베이션 외 8,293,170

2020년05월 사무국 운영지원 및 회원관리사업 외 43 지마켓 외 8,092,090

2020년06월 사무국 운영지원 및 회원관리사업 외 35 네오비즈시스템 외 8,322,019

2020년07월 사무국 운영지원 및 회원관리사업 외 52 다이소 외 9,231,523

2020년08월 사무국 운영지원 및 회원관리사업 외 45 드림디포 외 9,463,098

2020년09월 사무국 운영지원 및 회원관리사업 외 35 cms 메카 외 10,027,055

2020년10월 사무국 운영지원 및 회원관리사업 외 38 석관동 우체국 외 8,549,799

2020년11월 사무국 운영지원 및 회원관리사업 외 36 산수 외 8,783,897

2020년12월 사무국 운영지원 및 회원관리사업 외 38 한국전력공사 외 12,766,205

 연도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2020년
국내 홍보사업 및 기타 목적 사업비 외 506 115,619,274

합 계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단위: 원)

 지출월  국가명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2020년01월 말라위 해외지원, 기타사업비 1 치브웨야 유치원 1,609,360

2020년01월 캄보디아 해외지원, 기타사업비 1 헤브론병원 씨엠립 분원 외 6,240,432

2020년01월 말라위 해외지원, 기타사업비 8 LAB ENTERPRISE 외 1,876,558

2020년02월 말라위 해외지원, 기타사업비 9 GP MOTORS 외 2,586,329

2020년03월 말라위 해외지원, 기타사업비 8 KAPINGA 외 2,028,438

2020년04월 말라위 해외지원, 기타사업비 12 KAPINGA 외 33,548,891

2020년05월 말라위 해외지원, 기타사업비 6 m.Raphael 외 2,403,293

2020년06월 말라위 해외지원, 기타사업비 12 DIVASON 외 11,536,260



2020년07월 말라위 해외지원, 기타사업비 7 DIVASON 외 1,519,221

2020년08월 말라위 해외지원, 기타사업비 9 LILANGWE 외 1,951,889

2020년09월 말라위 해외지원, 기타사업비 12 PHARMAVET LTD 외 16,404,350

2020년10월 말라위 해외지원, 기타사업비 9 DUNCAN 외 2,397,456

2020년11월 말라위 해외지원, 기타사업비 10 PHIRI 외 6,031,811

2020년12월 말라위 해외지원, 기타사업비 20 PHARMAVET LTD 외 14,710,099

 연도별  국가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2020년
말라위 해외지원, 기타사업비 30,000 치브웨야 유치원 외 98,603,955

캄보디아 해외지원, 기타사업비 300 헤브론병원 씨엠립 분원 외 6,240,432

합 계 0 104,844,387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

합니다.

                     2021  년  2 월  15 일

                                                     제출인: (사)등대복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