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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
등록번호 2019-33-2 모집기간 2019. 0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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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소수자 군인 색출사건 피해자 지원

모집등록금액 금 오천만 원 (\50,000,000)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1. 현금

모금방법 모금액(원) 비 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금 3,870,763 ※ 모집등록금액 대비 비율(7.7%)

합계 3,870,763

2. 물품

품명 물품건수 물품가액 비고

 - - - -

합계 - - -

3. 기타수입:   0   원    

기부금품의 사용명세

사용항목 금액(원) 사용방법 비 고

법률지원비 4,400,000 첨부1
※ 모집금액 대비 비율(113.7%)

   - 첨부2. 사유서

모집비용 0 ※ 모집금액 대비 비율(0%)

합 계 4,400,000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일               2021년        2월       22일

첨부1. 법률지원비 지출내역

첨부2. 사유서

첨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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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지원비 지출내역

연번 회계일자 적요 지출액 누계 증빙번호

1 2019.08.23. 피해자A 법률대리인 수임료 2,200,000 2,200,000 1호

2 2020.01.02. 피해자B 법률대리인 수임료 2,200,000 4,400,000 2호

합계 4,400,000

※참고. 기부금품모집등록 시 사용계획서
사용분야 금액

사업비
피해자지원비 2,700,000

법률지원비 42,000,000

모집비용

홍보비 3,800,000

출장비 1,200,000

인쇄비 300,000

합계 50,000,000

Ÿ 피해자지원비, 법률지원비 일부, 홍보비, 출장비, 인쇄비 항목은 모집된 금품의 총액이 목표 모집금액
에 미달하여 서울특별시에 등록하여 모집한 기부금품이 아닌 단체 재산으로 지출하였음. 



[첨부2] 사유서

사   유   서

1. 모집된 기부금품의 총액이 모집목표액에 미달하여 법률지원비 지출분 중 금 오십이

만구천이백삼십칠 원(￦529,237)을 법인(단체)의 보통재산으로부터 지출하여 사용한 

바, 모집금품의 사용명세 합계액과 모집완료보고 모집총액의 불일치가 발생하였습니

다.

2. 이에 서울특별시에서 교부한 지침에 따라 모집금품의 사용명세 합계액과 모집완료

보고 모집총액의 불일치의 사유를 적시합니다.

 

2020. 02. 22.

모집자 군인권센터



[첨부3] 영수증 등 지출증명서류

<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