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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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

 전화번호7 02  318 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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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90,457,313 2016년08월 87,507,164 134,641,185 700,948,594

2016년01월 115,209,846 80,991,339 724,675,820 2016년09월 53,002,984 309,094,313 444,857,265

2016년02월 55,750,364 108,669,231 671,756,953 2016년10월 151,736,632 90,654,667 505,939,230

2016년03월 124,679,670 98,513,372 697,923,251 2016년11월 110,724,261 103,334,491 513,329,000

2016년04월 50,600,681 100,177,708 648,346,224 2016년12월 194,518,548 262,014,582 445,832,966

2016년05월 185,633,108 84,365,603 749,613,729 합계 1,336,594,775 1,581,219,122

2016년06월 148,216,692 132,933,799 764,896,622

차기이월 - - 445,832,966

2016년07월 59,014,825 75,828,832 748,082,615

 지출월14  지급목적15  지급건수16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17
 금액18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 원)

2016-01 저소득아동가족 미술관 및 체험활동 지원사 70 원더풀관광 외 80,991,339

2016-02 금융인성교육 사업 진행비 외 71 미디어플러스 외 108,669,231

2016-03 파랑새봉사단 프로그램 진행비 외 83 한성프린팅 외 98,513,372

2016-04 인성개발프로그램 강사양상교육 외 98 아름다운기획 외 100,177,708

2016-05 아동미술교육지원 사업 외 95 솔바람복지센터 외 84,365,603

2016-06 자전거아빠프로젝트 외 145 브레댄코 외 132,933,799

2016-07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지원 외 170 강진글로벌아동센터 외 75,828,832

2016-08 강원도마을 아동가족 연합캠프 지원 외 137 강원도연합회 외 134,641,185

2016-09 드림아트스테이지 사업 진행비 외 154 호미화방 외 309,094,313

2016-10 다문화청소년 다솜학교 마음키움 사업비 외 72 한국폴리텍 다솜학교 외 90,654,667

2016-11 골프대디클래스 프로그램 진행비 외 106 오피스티포코리아 외 103,334,491

2016-12 금융인성교실 대학생봉사단 사업 진행비 외 138 메가박스 외 262,014,582

 연도별19  지급목적20  수혜인원21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22
 금액23

2016  국내저소득아동복지보육보건지원 300 1,581,219,122

합계 300 1,581,21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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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