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서식] <개정 2022. 3. 18.>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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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대표자 성명 임태훈 ④  공익법인등 구분 공익단체

⑤  전자우편주소 mhrk@mhrk.org ⑥  사업연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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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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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
(단위: 원)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115,384,169 8월 34,019,549 40,538,452  129,858,813  

1월 172,698,402 34,625,226  253,457,345  9월 64,947,502 49,331,158 145,475,157 

2월 19,646,892 51,464,020 221,640,217 10월 23,075,964 34,760,110 133,791,011 

3월 96,409,246 88,461,078 229,588,385 11월 36,132,782 40,202,454 129,721,339 

4월 26,760,624 43,573,776 212,775,233 12월 28,818,281 39,920,016 118,619,604 

5월 22,286,923 57,953,218 177,108,938 합계 574,842,644 571,607,209 118,619,604 

6월 24,311,881 51,951,372 149,469,447 
차기이월 - - 118,619,604

7월 25,734,598 38,826,329 136,377,716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2021-01 군인권센터 사업 및 운영비 109 ㈜앤컴커뮤니케이션 등 34,625,226  

2021-02 군인권센터 사업 및 운영비 111 ㈜앤컴커뮤니케이션 등 51,464,020 

2021-03 군인권센터 사업 및 운영비 175 ㈜앤컴커뮤니케이션 등 88,461,078 

2021-04 군인권센터 사업 및 운영비 153 ㈜앤컴커뮤니케이션 등 43,573,776 

2021-05 군인권센터 사업 및 운영비 109 ㈜앤컴커뮤니케이션 등 57,953,218 

2021-06 군인권센터 사업 및 운영비 114 ㈜앤컴커뮤니케이션 등 51,951,372 

2021-07 군인권센터 사업 및 운영비 114 ㈜앤컴커뮤니케이션 등 38,826,329 

2021-08 군인권센터 사업 및 운영비 108 ㈜앤컴커뮤니케이션 등 40,538,452  

2021-09 군인권센터 사업 및 운영비 114 ㈜앤컴커뮤니케이션 등 49,331,158 

2021-10 군인권센터 사업 및 운영비 128 ㈜앤컴커뮤니케이션 등 34,760,110 

2021-11 군인권센터 사업 및 운영비 142 ㈜앤컴커뮤니케이션 등 40,202,454 

2021-12 군인권센터 사업 및 운영비 131 ㈜앤컴커뮤니케이션 등 39,920,016 

 연도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2021

인권침해 피해지원 등 사업비 1,708 법무법인도원 등 189,350,617

상근활동가 인건비 및 운영·경상비 8 ㈜앤컴커뮤니케이션 등 263,094,576

부설기관 사업비 전출 200 군인권센터부설군성폭력상담소 119,162,016

합 계 1,916 571,607,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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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3월      23일

제출인:                 군인권센터     (공익법인등의 직인)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