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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내용

제출내용 (단위:원)

2020-12

사용자ID 1325wf 사용자명 사단법인 여성평화외교포럼

접수번호 101-2021-2-502326654385 접수일시 2021-04-29 14:40:20

접수결과 정상

서식명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
적 명세서

법인명 사단법인　여성평화외교포럼

사업자등록번호 110-82-16799 제출년월 2021-04

사업년도 기부단체 구분 민법상비영리법인

구비서류 건수 1종(보고서 포함) 감사보고서 건수 - 건

차기이월잔액 11,320,781원 총수입금액 - 원

재공개 사유

위와 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주의 : 접수증에 표시된 금액이 실제 신고하고자 하는 금액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 전자신고 창구에서 도움을 받아 신고한 경우에도 모든 책임은 납세자인 귀하에게 있으니 최종 신고서 작성내용을 재차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해당 신고기간내에 다시 신고(신고내용의 변경 유무에 상관없음)하는 경우에는 최종 신고한 내용만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는 [프로그램설치]에서 [보안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직접 설치 하신 후 신고서를 다시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접수증

닫기 인쇄하기



[별지제63호의7서식] <개정 2020. 4. 21.>

연간기부금모금액및활용실적명세서

(앞쪽)

1.기본사항
1 법인명 사단법인　여성평화외교포럼 2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110-82-167**

3 대표자성명 신낙균 4 기부단체구분 민법상비영리법인

5 전자우편주소 1325wf@naver.com 6 사업연도 2020-12

7 전화번호 02-353-1325 8 기부금단체지정일 2018-12-31

9 소재지 서울특별시종로구새문안로3길 3, 지하2층(신문로1가, 내일신문)

2. 기부금의수입.지출 명세
(단위 : 원)

10 월별 11 수입 12 지출 13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23,900,896 2020년08월 2,127,650 6,525,640 5,090,476

2020년01월 2,310,000 3,800,720 22,410,176 2020년09월 1,738,865 4,011,260 2,818,081

2020년02월 1,910,000 4,881,540 19,438,636 2020년10월 11,338,865 9,363,760 4,793,186

2020년03월 1,910,000 3,114,150 18,234,486 2020년11월 2,739,115 3,139,960 4,392,341

2020년04월 2,510,000 3,209,500 17,534,986 2020년12월 10,268,230 3,339,790 11,320,781

2020년05월 1,810,000 3,913,750 15,431,236 합계 42,249,845 54,829,960

2020년06월 1,800,000 4,811,830 12,419,406

차기이월 - - 11,320,781

2020년07월 1,787,120 4,718,060 9,488,466

14 지출월 15 지급목적 16 지급건수
17 대표지급처명
(단체명/개인)

18 금액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 원)

19 연도별 20 지급목적 21 수혜인원
22 대표지급처명
(단체명/개인)

23 금액

2020

WPS분과 6 1,939,630

공공외교분과 42 5,705,300

국내외연대분과 1 500,000

회원및재정분과 4 2,625,640

일반관리비 47 39,059,390

공모사업 101 5,000,000

합계 201 54,829,960

4.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단위 : 원)

24 지출월 25 국가명 26 지급목적 27 지급건수
28 대표지급처명
(단체명/개인)

29 금액

30 연도별 31 국가명 32 지급목적 33 수혜인원
34 대표지급처명
(단체명/개인)

35 금액

합계 0 0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제8항 또는제39조제5항에 따라연간기부금모금액및활용실적을공개합니다.

2021년 04월 29일

제출인: 신낙균 (단체의직인) [인]

국세 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또는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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