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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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단체

⑤  전자우편주소 sonjabgo47@gmail.com ⑥ 사업연도 2014

⑦  전화번호 02-725-4777 ⑧  기부금지정연도 2019

⑨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10길 26, 1층 손잡고

 2.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                                                                  (단위: 원)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48,757,647 8월 3,494,080 8,904,960 47,112,836

1월 3,013,061 5,972,732 45,797,976 9월 2,985,000 10,799,780 39,298,056

2월 3,075,001 4,316,120 44,556,857 10월 3,983,200 4,091,340 39,189,916

3월 10,930,001 3,986,990 51,499,868 11월 4,083,800 12,315,690 30,958,026

4월 2,950,000 3,708,250 50,741,618 12월 5,662,779 8,385,272 28,235,533

5월 3,025,000 3,745,720 50,020,898 합계 54,945,669 75,467,783 -

6월 8,073,747 4,101,584 53,993,061
차기이월 - - 28,235,533

7월 3,670,000 5,139,345 52,52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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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2020.01
법제도개선사업/노동현장간담회 행사진

행비
2건 논두렁찰보리밥 등 243,620

2020.01 학술연구사업/손배피해기록 진행비 9건 코레일 등 187,600

2020.01
연대사업/연대활동비/재정연대, 출장 

등
6건 아사히비정규직지회 등 354,400

2020.01 연대사업/노동현장실무지원 7건 코레일 등 52,400

2020.01
지원사업/긴급법률기금지원/모금캠페인

홍보비
2건 연대와전진 등 165,500

2020.01 기타사업/운영위원회의 진행비/회의비 2건 제주은희네 등 50,500

2020.01 기타사업/사업홍보비/프로그램비 7건 ㈜넷퍼씨 등 328,020

2020.01 운영비/급여, 운영경비, 관리비 등 29건 윤지선 등 4,590,692

2020.02 법제도개선사업/법제도개선회의/다과비 1건 프래드앤샐리 12,400

2020.02
학술연구사업/토론회 행사비/출장교통

비, 단기인건비, 다과비 등
9건 코레일 등 381,000

2020.02
연대사업/연대활동비/재정연대, 출장 

등
6건 유성기업아산지회 등 276,500

2020.02 기타사업비/홍보비/웹도메인 비용 1건 ㈜후이즈 93,000

2020.02 운영비/급여, 운영경비, 관리비 등 30건 윤지선 등 3,553,220

2020.03
법제도개선사업/노동현장간담회 행사진

행비/다과비
1건 롤링핀정동점 23,700

2020.03
법제도개선사업/법제도개선회의/정책질

의/우편발송비 등
3건 우정사업본부 등 36,590

2020.03 연대사업/연대활동비/장례위원참여 2건 문중원열사장례위원회 50,500

2020.03
회원사업/정기총회 행사진행비/대관료, 

다과비 등
4건 인권재단사람 등 142,100



2020.03
기타사업/운영위원회의 진행비/회의비/ 

회의식사비
1건 제주은희네 39,000

2020.03 운영비/급여, 운영경비, 관리비 등 23건 윤지선 등 3,695,100

2020.04
법제도개선사업/노동현장간담회 행사진

행비/회의 식사비, 다과비
2건 제주은희네 등 56,300

2020.04
법제도개선사업/법제도개선회의/정책질

의 기자회견, 현수막, 웹자보 등
5건 연대와전진 163,900

2020.04 운영비/급여, 운영경비, 관리비 등 21건 윤지선 등 3,488,050

2020.05
법제도개선사업/노동현장간담회 행사진

행비/식사비, 다과비
2건 허수아비돈까스 등 69,020

2020.05 법제도개선사업/재판참관/출장교통비 1건 이비카드택시 8,300

2020.05
연대사업/연대활동비/재정연대, 현장방

문, 출장교통비 등
5건 아사히비정규직지회 등 234,500

2020.05
연대사업/노동현장실무지원/출장교통

비, 식사비 등
2건 이비카드택시 등 45,700

2020.05
기타사업/운영위원회의 진행비/회의식

사비
1건 제주은희네 60,600

2020.05 운영비/급여, 운영경비, 관리비 등 16건 윤지선 등 3,327,600

2020.06
법제도개선사업/노동현장간담회 행사진

행비/다과비
2건 ㈜허밍 23,000

2020.06
법제도개선사업/제6회노란봉투법모의법

정경연대회/사업홍보비
1건 FACEBOOK 29,944

2020.06
법제도개선사업/법제도개선회의 진행비

/다과비, 출장교통비 등
3건 코레일 등 57,100

2020.06
학술연구사업/손배피해기록/출장교통비 

등
5건 코레일 등 233,700

2020.06
연대사업/연대활동비/출장교통비, 재정

사업연대 등 
7건 한세대학교지부 등 281,400

2020.06
기타사업/운영위원회의 진행비/회의식

사비
1건 제주은희네 47,000

2020.06 운영비/급여, 운영경비, 관리비 등 22건 윤지선 등 3,429,440

2020.07
법제도개선사업/노동현장간담회 행사비

/식사비
1건 강남면옥 정동 52,000

2020.07

법제도개선사업/제6회노란봉투법모의법

정경연대회 진행비/문제출제 심사비, 

행사비 등

5건 권오성 등 1,369,000

2020.07
법제도개선사업/국가손배대응모임/국가

손배 당사자 간담회 진행비/출장교통비
4건 코레일 등 17,200

2020.07
학술연구사업/손배피해기록/손배당사자

면담/다과비
1건 ㈜허밍 7,500

2020.07
연대사업/연대활동비/출장교통비, 재정

연대 등
5건 울산과학대학지부 등 307,000

2020.07 기타사업/홍보비/SNS홍보비 1건 FACEBOOK 40,385

2020.07 운영비/급여, 운영경비, 관리비 등 19건 윤지선 등 3,346,260

2020.08

법제도개선사업/제6회노란봉투법모의법

정경연대회 진행비/심사비, 행사비, 대

관료 등

25건 삼경교육센터 등 5,482,080

2020.08 운영비/급여, 운영경비, 관리비 등 17건 윤지선 등 3,422,880

2020.09
법제도개선사업/제6회노란봉투법모의법

정경연대회 진행비/상금, 행사비 등
24건 박건우 등 5,555,700

2020.09
학술연구사업/소송기록자료집 발간 진

행비/피해현장간담회 참가사례 등 
9건 김광태 등 252,000

2020.09 연대사업/연대활동비/재정연대, 광고연 6건 전태일재단 등 351,500



대 등

2020.09 운영비/급여, 운영경비, 관리비 등 26건 윤지선 등 4,640,580

2020.10
법제도개선사업/노동현장간담회 행사비

/식사비
1건 강남면옥 정동 52,000

2020.10
법제도개선사업/국가손배대응모임/국가

손배당사자 면담 진행비/다과비
1건 ㈜스타벅스 11,400

2020.10
법제도개선사업/법제도개선회의/입법검

토회의/회의다과비
2건 ㈜스타벅스 9,800

2020.10
학술연구사업/소송기록자료집/피해현장

간담회 진행비/참가사례비 등
8건 박순향 등 202,000

2020.10
연대사업/연대활동비/재정연대, 출장교

통비 등
8건 코레일 등 196,100

2020.10
기타사업/운영위원회의 진행비/회의 식

사비
1건 제주은희네 49,000

2020.10 운영비/급여, 운영경비, 관리비 등 18건 윤지선 등 3,571,040

2020.11
학술연구사업/손배피해기록/출장교통비 

등
5건 코레일 등 145,000

2020.11

학술연구사업/소송기록자료집 발간/사

례증언대회, 국회토론회, 전문가집담회 

등 행사진행비

79건 오아시스미디어 등 8,693,100

2020.11 연대사업/연대활동비/법률기금 연대 1건 엄종흠 200,000

2020.11 운영비/급여, 운영경비, 관리비 등 18건 윤지선 등 3,277,590

2020.12
법제도개선사업/제6회노란봉투법모의법

정경연대회 진행비/영상제작비 등
2건 다큐유랑 등 990,500

2020.12 학술연구사업/손배피해기록/프로그램비 1건 ZOOM.US 16,961

2020.12
학술연구사업/소송기록자료집 발간/인

쇄비, 발송비 등
10건 ㈜태산인디고 등 3,337,730

2020.12
연대사업/연대활동비/현장방문, 출장교

통비
2건 코레일 등 70,200

2020.12
기타사업/운영위원회의 회의비/회의식

사비
1건 제주은희네 29,000

2020.12 기타사업/홍보비/SNS홍보비 1건 FACEBOOK 116,151

2020.12 운영비/급여, 운영경비, 관리비 등 23건 윤지선 등 3,824,730

 연도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2020

법제도개선사업 88 14,263,554

학술연구사업 136 13,456,591

연대사업 57 2,420,200

지원사업 2 165,500

회원사업 4 142,100

기타사업 17 852,656

운영비 262 44,167,182

합 계 75,46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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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