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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쪽)

1. 기본사항
①  법인명 사단법인 어르신의안부를묻는우유배달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548-82-00041

③  대표자 성명 호용한 ④  공익법인등 구분 민법상비영리법인

⑤  전자우편주소 hellomilk@milk1009.org ⑥  사업연도 2018-12

⑦  전화번호 02-2282-1009 ⑧ 공익법인등 지정일 2018-12-31

⑨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매봉길 16-21 (금호동4가)

 2.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
(단위: 원)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0 8월 25,878,060 23,761,513 64,155,977

1월 27,389,400 26,193,393 1,196,007 9월 24,254,460 28,480,719 59,929,718

2월 32,713,268 25,937,895 7,971,380 10월 27,044,240 28,304,982 58,668,976

3월 35,113,240 23,790,430 19,294,190 11월 71,174,970 36,571,267 93,272,679

4월 27,422,920 26,333,354 20,383,756 12월 106,530,770 41,464,243 158,339,206

5월 33,100,980 27,394,973 26,089,763 합계 498,384,608 340,045,402 158,339,206

6월 27,856,520 26,172,753 27,773,530
차기이월 - - 158,339,206

7월 59,905,780 25,639,880 62,039,430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01 우유대금 20 매일유업외 26,104,445

02 우유대금 20 매일유업외 25,870,025

03 우유대금 20 매일유업외 23,612,520

04 우유대금 20 매일유업외 26,269,290

05 우유대금 20 매일유업외 25,457,455

06 우유대금 20 매일유업외 26,107,985

07 우유대금 20 매일유업외 25,134,970

08 우유대금 20 매일유업외 23,634,135

09 우유대금 20 매일유업외 28,415,775

10 우유대금 20 매일유업외 27,455,130

11 우유대금 20 매일유업외 32,729,445

12 우유대금 20 매일유업외 32,607,525

 연도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우유대금(저소득독거노인의 고독사방지) 1301 매입유업,건국우유외 323,848,320

지급수수료등 관리비 1301 앤콤cms외 16,197,082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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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합

니다.

                       년     월      일

제출인:                                   (공익법인등의 직인)     [인]



(뒤쪽)

작 성 방 법

  1. 기본사항 : ① ~ ⑨란에는 공익법인등의 기본사항을 적으며, ④ 공익법인등의 구분은 한국학교, 전문모금기

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학교(유치원),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

합, 공공기관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한국학교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9)에 해당하는 한국학교를 말합니다.

전문모금기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어린이집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포함)을 말합니다.

학교(유치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포함)를 말합니다.

의료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기
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법인을 말합니다.

비영리외국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비영리외국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법인 말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기획재정
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법인 말합니다.

공공기관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법인을 말합니다.

  2.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

   - 란에는 사업연도 개시월부터 사업연도 종료월까지를 차례대로 적습니다(앞쪽의 ⑩란은 사업연도가(1월~12월) 법인 예시)

   - 란과 란은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

   - 합계란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전체 수입 및 지출 금액을 적습니다.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 국내사업 관련 ◯◯지원사업(장학금지급 등), 일반관리비, 기금조성비(정기예금 또는 적금 등), 그 밖의 비용(구체

적인 내용 기재) 등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매월 같은 목적으로 동

일한 사람에게 유사한 금액을 지급한 비용은 지출월란에 적지 않고  연도별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 란은 연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백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란 수혜인원은 연간 지급한 실제 인원을 적습니다. 예시) 10명에게 10만원씩 2회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수혜인

원은 10명으로 적습니다.

      ※ 예시(장학금 지급: 10명에게 10만원씩 1월, 2월에 각각 지급, 복지단체 지원: A 복지단체에 2월에 1,000만원, 1회 

지원(수혜인원 50명))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1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2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2월 복지단체 지원 1 A복지단체 10,000,000

⋮ ⋮ ⋮ ⋮ ⋮
연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2013년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2,000,000

복지단체 지원 50 A복지단체 10,000,000

합 계 63 12,000,000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대표 지급처명은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구분된 지급처 중 가장 큰 대표 지급처를 적으며,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되, 그 지급금액과 지급내용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 국외사업이 있는 공익법인등은 국가별 지출명세를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란은 해당 연도의 국가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백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국가명,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