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서식] <개정 2014.3.14>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쪽)

1.기본사항

 법인명1 사단법인　위스타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2 104-82-099**

 대표자 성명3 송필호  기부단체 구분4 국내지정기부금단체

 전자우편주소 5 we@westart.or.kr  사업연도6 2015-12

 전화번호7 02  318 5004  기부금단체 지정일8 2013-07-01

 소재지9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0(서소문동)

2.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
(단위 : 원)

 월별10  수입11  지출12  잔액13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301,572,141 2015년08월 54,806,219 65,111,436 239,920,758

2015년01월 52,393,202 93,850,826 260,114,517 2015년09월 145,711,548 114,551,783 271,080,523

2015년02월 68,561,319 34,872,071 293,803,765 2015년10월 217,167,058 78,116,376 410,131,205

2015년03월 49,931,797 77,525,867 266,209,695 2015년11월 121,471,607 132,858,052 398,744,760

2015년04월 96,275,953 122,568,050 239,917,598 2015년12월 599,583,344 307,870,791 690,457,313

2015년05월 61,287,127 69,533,299 231,671,426 합계 1,641,018,045 1,252,132,873

2015년06월 41,907,214 71,389,862 202,188,778

차기이월 - - 690,457,313

2015년07월 131,921,657 83,884,460 250,225,975

 지출월14  지급목적15  지급건수16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17
 금액18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 원)

2015-01 삼척 속초마을 아동지원 및 정선마을 아동 54 삼척,속초,정선마을 외 93,850,826

2015-02 실무자역량강화 및 구리지역아동센터 아동 56 구리지역아동센터 외 34,872,071

2015-03 인성센터프로그램 개발 및 파랑새봉사단 사 53 제이카페 외 77,525,867

2015-04 아동치료기금지원사업 및 다문화 마음키움 86 폴리텍다솜학교 외 122,568,050

2015-05 강진글로벌 다문화 아동지원 사업 외 50 강진글로벌아동센터 외 69,533,299

2015-06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 사업 외 58 구리지역아동센터 외 71,389,862

2015-07 인성센터프로그램 개발 및 다문화아동특기 62 강진글로벌아동센터 외 83,884,460

2015-08 우리아이후원하기 사례 지원 외 55 고양배움누리 외 65,111,436

2015-09 드림디자이너스 사업 지원 외 60 민영,벧엘 지역아동센터 외 114,551,783

2015-10 소외계층신문구독지원 외 73 삼척마을 외 78,116,376

2015-11 드림디자이너스 사업 지원 외 75 민영,벧엘 지역아동센터 외 132,858,052

2015-12 별별산타 사업 외 108 정선마을 외 307,870,791

 연도별19  지급목적20  수혜인원21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22
 금액23

2015  국내외저소득아동가족지원 3,000 1,252,132,873

합계 3,000 1,252,132,873

4.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단위 : 원)

 지출월24  국가명25  지급목적26  지급건수27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28
 금액29

 연도별30  국가명31  지급목적32  수혜인원33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34
 금액35



합계 0 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9항 또는 제36조의2제8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제출합니다.

2017년  06월  28일

제출인: 송필호 (단체의 직인)             [인]     

 국 세 청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