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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쪽)

1. 기본사항

①  법인명 군인권센터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101-80-06648

③  대표자 성명 임태훈 ④  기부단체 구분 기부금대상민간단체

⑤  전자우편주소 mhrk@mhrk.org ⑥  사업연도 2020

⑦  전화번호 02-7337-119 ⑧  기부금단체 지정일 2017. 6. 30.

⑨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태인빌딩 4층(노고산동)

 2.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
(단위: 원)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141,499,494 8월 23,781,591 35,066,466 159,773,825

1월 100,229,529 49,255,187 192,473,836 9월 67,625,086 33,072,173 194,326,738

2월 25,358,005 92,359,266 125,472,575 10월 23,333,927 54,334,922 163,325,743

3월 26,594,490 39,225,007 112,842,058 11월 21,053,698 43,580,958 140,798,483

4월 26,355,341 34,928,502 104,268,897 12월 29,230,586 54,644,900 115,384,169

5월 23,777,633 46,927,377 81,119,153 합계 555,251,769 581,367,094 115,384,169

6월 23,261,240 42,089,142 62,291,251
차기이월 - - 115,384,169

7월 164,650,643 55,883,194 171,058,700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2020-01 군인권센터 사업 및 운영비 216 ㈜앤컴커뮤니케이션 등 49,255,187

2020-02 군인권센터 사업 및 운영비 173 ㈜앤컴커뮤니케이션 등 92,359,266

2020-03 군인권센터 사업 및 운영비 106 ㈜앤컴커뮤니케이션 등 39,225,007

2020-04 군인권센터 사업 및 운영비 122 ㈜앤컴커뮤니케이션 등 34,928,502

2020-05 군인권센터 사업 및 운영비 166 ㈜앤컴커뮤니케이션 등 46,927,377

2020-06 군인권센터 사업 및 운영비 161 ㈜앤컴커뮤니케이션 등 42,089,142

2020-07 군인권센터 사업 및 운영비 125 ㈜앤컴커뮤니케이션 등 55,883,194

2020-08 군인권센터 사업 및 운영비 101 ㈜앤컴커뮤니케이션 등 35,066,466

2020-09 군인권센터 사업 및 운영비 85 ㈜앤컴커뮤니케이션 등 33,072,173

2020-10 군인권센터 사업 및 운영비 139 ㈜앤컴커뮤니케이션 등 54,334,922

2020-11 군인권센터 사업 및 운영비 130 ㈜앤컴커뮤니케이션 등 43,580,958

2020-12 군인권센터 사업 및 운영비 139 ㈜앤컴커뮤니케이션 등 54,644,900

 연도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2020

인권침해 피해지원 등 사업비 1,710 법무법인(유한)백상 등 147,366,848

상근활동가 인건비 18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동행 등 345,659,398

단체 운영비 55 ㈜앤컴커뮤니케이션 등 87,462,348

유형자산 매입 2 평화사무용가구 등 878,500

합 계 1,786 581,367,094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단위: 원)

 지출월  국가명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연도별  국가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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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3월      30일

제출인:        군인권센터      (단체의 직인)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