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14.3.14>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쪽)

1. 기본사항

① 법인명 손잡고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101-80-09927

③ 대표자 배춘환 ④  기부단체구분 기부금대상민간단체

⑤  전자우편주소 sonjabgo47@gmail.com ⑥ 사업연도 2014

⑦  전화번호 02-725-4777 ⑧  기부금지정연도 2019

⑨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10길 26

 2.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                                                                  (단위: 원)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71,337,611 8월 3,395,001 7,326,090 61,042,962

1월 3,042,951 5,901,821 68,478,741 9월 3,220,001 13,683,720 50,579,243

2월 3,030,001 3,230,970 68,277,772 10월 3,520,001 5,464,840 48,634,404

3월 3,140,001 4,542,090 66,875,683 11월 11,325,001 5,316,220 54,643,185

4월 6,205,001 6,002,250 67,078,434 12월 3,275,472 9,313,010 48,605,646

5월 3,935,001 3,895,622 67,117,813 합계 50,521,076 73,253,040

6월 3,302,644 4,018,117 66,402,340
차기이월 152,000

근로소득원천

징수 포함
48,757,647

7월 3,130,001 4,558,290 64,974,051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2019.01
손잡고연극제 /노동자손배가압류 여론

화를 위한 캠페인 / 일본초청 참가
3건 인터파크 등 760,004

2019.01
학술연구 /손배실태조사/ 조사결과발표

회 진행비
18건 세진기획 등 758,190

2019.01 학술연구 / 손배피해기록 진행비 10건 코레일 등 146,950

2019.01
연대사업 / 손배가압류 피해노동현장 

연대참여, 참가 등 진행비
20건 전국고속버스 등 259,500

2019.01
기타사업 / 사업기획, 집행을 위한 회

의, 홍보 등 진행비
7건 김태형 등 143,717

2019.01 회원사업 / 뉴스레터 손깍지 진행비 1건 문화상품권 10,000

2019.01 운영비 / 급여, 운영경비, 관리비 등 35건 윤지선 등 3,970,410

2019.02
법제도개선사업 / 국가손배대응모임 회

의진행비
1건 씨유 11,000

2019.02 학술연구 / 손배실태조사 발제사례 등 2건 명숙 100,500

2019.02
기타사업 / 사업기획, 집행을 위한 회

의, 홍보 등 진행비
3건 김태형 등 88,700

2019.02 운영비 / 급여, 운영경비, 관리비 등 34건 윤지선 등 3,030,770

2019.03
법제도개선사업 /노동현장간담회 행사

진행비
3건 롤링핀정동 38,000

2019.03 학술연구 / 손배피해기록 진행비 10건 코레일 등 146,950

2019.03
연대사업 / 손배가압류 피해노동현장 

연대참여, 참가 등 진행비
3건 코레일 등 301,600

2019.03
기타사업 / 사업기획, 집행을 위한 회

의, 홍보비 등 진행비
9건 김태형 등 435,240

2019.03 회원사업 / 총회 장소대관료 1건 인권재단사람 69,300

2019.03 운영비 / 급여, 운영경비, 관리비 등 50건 윤지선 등 3,551,000

2019.04
법제도개선사업 / 국가손배대응모임 기

자회견 진행비
3건 연대외전진 등 53,800

2019.04 학술연구 / 손배피해기록 진행비 3건 코레일 27,000

2019.04
연대사업 / 손배가압류 피해노동현장 

연대참여, 참가 등 진행비
13건 코레일 596,700

2019.04 기타사업 / 사업기획, 집행을 위한 회 5건 김태형 등 216,100



의, 홍보비 등 진행비

2019.04
공모사업선정 / 일단쉬고 ‘활동가재충

전지원금’
1건 윤지선 1,000,000

2019.04 회원사업 / 총회 진행비 9건 세진기획 등 468,180

2019.04 운영비 / 급여, 운영경비, 관리비 등 46건 윤지선 등 3,640,470

2019.05
법제도개선사업 /노동현장간담회 행사

진행비
3건 킨코스 등 98,020

2019.05
법제도개선사업 / 제5회 노란봉투법 모

의법정 경연대회 예선 진행비
6건 연대와전진 등 93,000

2019.05
법제도개선사업 /한일손배노동현장교류 

일본간담회 참여비
3건 참가비환전(신한은행) 134,442

2019.05
연대사업 / 손배가압류 피해노동현장 

연대참여, 참가 등 진행비
15건 코레일 등 232,700

2019.05
기타사업 / 사업기획, 집행을 위한 회

의, 홍보비 등 진행비
2건 김태형 등 50,500

2019.05 운영비 / 급여, 운영경비, 관리비 등 26건 윤지선 등 3,286,960

2019.06
법제도개선사업 /노동현장간담회 행사

진행비
1건 씨유 13,020

2019.06 법제도개선사업 / 정책간담회 1건 라크라마 5,000

2019.06
법제도개선사업 /한일손배노동현장교류 

일본간담회 진행비-통신비
1건 KT 40,000

2019.06
연대사업 / 손배가압류 피해노동현장 

연대참여, 참가 등 진행비
3건 희망버스연대기금 210,100

2019.06
기타사업 / 사업기획, 집행을 위한 회

의, 홍보비 등 진행비
2건 FACEBK *N33PRL 85,407

2019.06 운영비 / 급여, 운영경비, 관리비 등 34건 윤지선 등 3,664,590

2019.07
법제도개선사업 /노동현장간담회 행사

진행비
2건 롤링핀정동 등 51,900

2019.07
법제도개선사업 / 제5회 노란봉투법 모

의법정 경연대회 예선 진행비
3건 티머니 택시 25,400

2019.07
연대사업 / 손배가압류 피해노동현장 

연대참여, 참가 등 진행비
13건 롯데자산개발 등 573,100

2019.07
기타사업 / 사업기획, 집행을 위한 회

의, 홍보비 등 진행비
6건 김태형 등 143,400

2019.07 운영비 / 급여, 운영경비, 관리비 등 37건 윤지선 등 3,764,490

2019.08
법제도개선사업 /노동현장간담회 정기

회의 및 한일노동자교류 행사진행비
2건 가정식백반 등 258,200

2019.08
법제도개선사업 / 제5회 노란봉투법 모

의법정 경연대회 본선 및 시상식
26건 다보광고디자인 등 2,099,820

2019.08 법제도개선사업 / 기타활동-회의교통비 1건 티머니 택시 10,700

2019.08 학술연구 / 손배실태조사 후속서류정리 1건 고려대학교 하 8,800

2019.08
연대사업 / 손배가압류 피해노동현장 

연대참여, 참가 등 진행비
7건

MBC노조 이용마 조합

원 장례식 조의금 등
392,300

2019.08
기타사업 / 사업기획, 집행을 위한 회

의, 홍보비 등 진행비
1건 김태형 50,500

2019.08 운영비 / 급여, 운영경비, 관리비 등 32건 윤지선 등 4,505,770

2019.09
법제도개선사업 / 제5회 노란봉투법 모

의법정 경연대회 상금 및 재판부사례
29건

배태영(고려대로스쿨팀) 

등
7,172,710

2019.09 법제도개선사업 / 기타활동-회의비 1건 티머니 택시 11,200

2019.09
연대사업 / 손배가압류 피해노동현장 

연대참여, 참가 등 진행비
12건 코레일 등 224,400

2019.09
기타사업 / 사업기획, 집행을 위한 회

의, 홍보비 등 진행비
1건 김태형 50,500



2019.09
지원사업 / 직장갑질피해알림 토크콘서

트‘두 어자 이야기 준비회의 진행비 
5건 느티나무 등 44,800

2019.09
지원사업 / 손배피해현장방문간담회 행

사진행비 ‘KEC지회 손배압류종결 행사’ 
7건 동화연 등 2,757,460

2019.09 운영비 / 급여, 운영경비, 관리비 등 24건 윤지선 등 3,422,650

2019.10
법제도개선사업 / 제5회 노란봉투법 모

의법정 경연대회 우편발송 등 후반작업
4건 우정사업본부 등 40,540

2019.10 문화기획/ 손잡고강좌 진행비 2건 연대와전진 등 165,500

2019.10
연대사업 / 손배가압류 피해노동현장 

연대참여, 참가 등 진행비
2건 권유하다유니온 등 290,500

2019.10
기타사업 / 사업기획, 집행을 위한 회

의, 홍보비 등 진행비
4건 메일링크 등 151,000

2019.10
지원사업 / 직장갑질피해알림 토크콘서

트‘두 어자 이야기 행사진행비
15건 참여연대 대관 등 1,286,400

2019.10
지원사업 / 손배피해현장방문간담회 행

사진행비 ‘KEC지회 손배압류종결 행사’ 
3건 코레일 등 96,900

2019.10 운영비 / 급여, 운영경비, 관리비 등 25건 윤지선 등 3,434,000

2019.11
법제도개선사업 / 국가손배대응모임 인

권위 간담회 진행비 
1건 라크리마 15,800

2019.11
법제도개선사업 / 제5회 노란봉투법 모

의법정 경연대회 우편발송 등 후반작업
2건 우정사업본부 등 7,590

2019.11
문화기획/ 손잡고강좌 진행비 및 강사

료지급
14건 박서련(소설가) 등 1,359,650

2019.11
연대사업 / 손배가압류 피해노동현장 

연대참여, 참가 등 진행비
6건 인권재단사람 등 384,700

2019.11
기타사업 / 사업기획, 집행을 위한 회

의, 홍보비 등 진행비
2건 김태형 등 50,500

2019.11
지원사업 / ‘KEC지회 손배압류종결 행

사’ 진행비 영상 등
4건 이병국 등 301,000

2019.11 운영비 / 급여, 운영경비, 관리비 등 24건 윤지선 등 3,196,980

2019.12
법제도개선사업 / 국가손배대응모임 진

행비
2건 티머니 택시 등 26,400

2019.12
법제도개선사업 / 기타활동비-탄원서우

편발송
1건 우정사업본부 2,770

2019.12
연대사업 / 손배가압류 피해노동현장 

연대참여, 참가 등 진행비
7건 코레일 등 372,500

2019.12
기타사업 / 사업기획, 집행을 위한 회

의, 홍보비 등 진행비
6건 FACEBK *MXTRGP 등 214,760

2019.12 지원사업 / 긴급법률기금지원 1건 이00(법무부지로납부) 5,000,000

2019.12 운영비 / 급여, 운영경비, 관리비 등 34건 윤지선 등 3,696,580

 연도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2019

법제도개선사업 10,209,312

문화기획 2,285,154

학술연구 1,041,440

연대사업 3,838,100

기타사업 2,680,324

회원사업 547,480

지원사업 9,486,560

운영비 43,164,670

합 계 73,253,04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기본사항 : ① ~ ⑨란에는 기부금 단체의 기본사항을 적으며 ④ 기부단체 구분은 국내지정기부금단체, 해외지정기부금단

체, 한국학교(「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전문모금기관(「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6), 공공기관등(「법

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7)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기부금의 수입ㆍ지출명세

   - 란에는 과세기간과 관계없이 1월부터 12월까지를 차례대로 적습니다.

   - 란과 란은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

   - 합계란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전체 수입 및 지출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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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란 수혜인원은 연간 지급한 실인원을 적습니다. 예시) 10명에게 10만원씩 2회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수혜인원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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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란으로 두되, 그 지급금액과 지급내용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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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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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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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