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7. 7.>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
등록번호 2018-145-2 모집기간 2019.1.1.~2020.10.31.

모집자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법인ㆍ단체명

군인권센터

법인(사업자)등록번호

101-80-06648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성명

임태훈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14길 20, 4층 (노고산동, 태인빌딩)    ( 전화번호: 02-733-7119 )

모집목적 군성폭력상담소(가) 개소 추진사업

모집등록금액 금 오천만 원 (\50,000,000)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1. 현금

모금방법 모금액(원) 비 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금 37,820,000

합계 37,820,000 ※ 모집등록금액 대비 비율(75.6%)

2. 물품

품명 물품건수 물품가액 비고

 - - - -

합계 - - -

3. 기타수입:   0   원    

기부금품의 사용명세

사용항목 금액(원) 사용방법 비 고

상담인력인건비 34,469,762 첨부1
※ 모집금액 대비 비율(91.1%)

    - 첨부3. 사유서

모집비용 4,015,000 첨부2
※ 모집금액 대비 비율(10.6%)

    - 첨부3. 사유서

합 계 38,484,762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일               2021년        2월       22일

첨부1. 상담인력인건비 지출내역

첨부2. 모집비용 지출내역

첨부3. 사유서

첨부4. 영수증 등 지출증명서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명세를 보고합니다.

2021년       2월       23일

모집자         군인권센터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1] 상담인력인건비 지출내역

연번 회계일자 적요 지출액 누계 증빙번호

1 2019.06.25. 2019-06 상담원A인건비 2,013,251 2,013,251 1호

2 2019.06.25. 2019-06 상담원B인건비 2,293,099 4,306,350 2호

3 2019.07.25. 2019-07 상담원B인건비 2,349,679 6,656,029 3호

4 2019.07.25 2019-07 상담원A인건비 2,067,921 8,723,950 4호

5 2019.08.23 2019-08 상담원A인건비 1,959,071 10,683,021 5호

6 2019.08.23 2019-08 상담원B인건비 2,239,929 12,922,950 6호

7 2019.09.25. 2019-09 상담원B인건비 2,244,479 15,167,429 7호

8 2019.09.25. 2019-09 상담원A인건비 1,964,741 17,132,170 8호

9 2019.10.25 2019-10 상담원A인건비 1,971,701 19,103,871 9호

10 2019.10.25. 2019-10 상담원B인건비 2,253,209 21,357,080 10호

11 2019.11.25. 2019-11 상담원A인건비 1,972,171 23,329,251 11호

12 2019.11.25. 2019-11 상담원B인건비 2,253,209 25,582,460 12호

13 2019.12.23. 2019-12 상담원A인건비 1,964,931 27,547,391 13호

14 2019.12.23. 2019-12 상담원B인건비 2,324,349 29,871,740 14호

15 2020.01.23. 2019-01 상담원A인건비 2,067,625 31,939,365 15호

16 2020.01.23. 2019-01 상담원B인건비 2,530,397 34,469,762 16호

합계 34,469,762

Ÿ 인건비 중 명절상여, 휴가상여, 당직수당은 서울특별시에 등록하여 모집한 기부금품이 아닌 단체재산
으로 지출하였음. (구체내역은 증빙자료로 제출한 급여명세서에 명시)

※참고. 기부금품모집등록 시 사용계획서
사용분야 금액

피해자지원비 2,700,000

법률지원비 2,700,000

교육비 2,500,000

상담인력인건비 36,000,000

합계 43,900,000

Ÿ 피해자지원비, 법률지원비 항목은 모집된 금품의 총액이 목표 모집금액에 미달하여 서울특별시에 등
록하여 모집한 기부금품이 아닌 단체 재산으로 지출하였음. 

Ÿ 교육비(외부기관에서 주최하는 성폭력상담원 양성교육 이수 비용) 항목은 단체에서 직접 성폭력상담
원 양성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음.



[첨부2] 모집비용 지출내역

연번 회계일자 적요 지출액 누계 증빙번호

1 2019.05.17. 면접/전화 상담실 공사비용 4,015,000 4,015,000 17호

합계 4,015,000

※참고. 기부금품모집등록 시 사용계획서
사용분야 금액

운영비 5,500,000

홍보비 600,000

합계 6,100,000

Ÿ 운영비(일부), 홍보비 항목은 모집된 금품의 총액이 목표 모집금액에 미달하여 서울특별시에 등록하
여 모집한 기부금품이 아닌 단체 재산으로 지출하였음. 



[첨부3] 사유서

사   유   서

1. 모집된 기부금품의 총액이 모집목표액에 미달하여 상담인력인건비 지출분 중 금 육

십육만사천칠백유십이 원(￦664,762)을 법인(단체)의 보통재산으로부터 지출하여 사

용한 바, 모집금품의 사용명세 합계액과 모집완료보고 모집총액의 불일치가 발생하

였습니다.

2. 이에 서울특별시에서 교부한 지침에 따라 모집금품의 사용명세 합계액과 모집완료

보고 모집총액의 불일치의 사유를 적시합니다.

 

2020. 02. 22.

모집자 군인권센터



[첨부4] 영수증 등 지출증명서류

<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