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서식] <개정 2014.3.14>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쪽)

1.기본사항

 법인명1 사단법인 딜로이트한마음나눔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2 774-82-001**

 대표자 성명3 김준철  기부단체 구분4 국내지정기부금단체

 전자우편주소 5 ckr@deloitte.com  사업연도6 2018-12

 전화번호7 02-6676-2216  기부금단체 지정일8 2016-09-30

 소재지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9동(여의도동, 서울국제금융센터 One IFC 빌딩)

2.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
(단위 : 원)

 월별10  수입11  지출12  잔액13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64,458,161 2018년08월 0 15,063,500 24,669,728

2018년01월 0 504,370 63,953,791 2018년09월 14,245 17,400,500 7,283,473

2018년02월 0 0 63,953,791 2018년10월 0 2,188,010 5,095,463

2018년03월 19,875 0 63,973,666 2018년11월 170,660,000 18,538,200 157,217,263

2018년04월 0 0 63,973,666 2018년12월 21,065 56,576,300 100,662,028

2018년05월 0 6,776,510 57,197,156 합계 170,733,637 134,529,770

2018년06월 18,452 17,368,380 39,847,228

차기이월 - - 100,662,028

2018년07월 0 114,000 39,733,228

 지출월14  지급목적15  지급건수16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17
 금액18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 원)

2018-01 기타비용(세금) 3 서울시 외 504,370

2018-05 Deloitte Impact Day(대규모 자원봉사활동) 4 애드프린텍 외 776,510

2018-05 저소득가정 학습지원 사업비 1 (사)글로벌비전 6,000,000

2018-06 Deloitte Impact Day(대규모 자원봉사활동) 3 주식회사 디벨롭 외 6,673,000

2018-06 국제구호캠페인 참여비 1 (사)더프라미스 2,000,000

2018-06 사회적기업 생산품 홍보 캠페인 사업비 1 위캔센터 2,560,500

2018-06 소년원생 교육 및 사회복귀지원 사업비 1 법무부 안양소년원 2,000,500

2018-06 자매결연 어촌마을 지원 사업비 3 중왕어촌계 외 1,748,880

2018-06 장애우 학습 및 체험활동지원 사업비 1 (사)희망을주는사람들 2,000,500

2018-06 정보취약계층 종이신문지원 사업비 1 소년한국일보 300,000

2018-06 노숙인 무료급식지원 사업비 1 명동칼국수 85,000

2018-07 노숙인 무료급식지원 사업비 1 나주곰탕 114,000

2018-08 장애우 학습 및 체험활동지원 사업비 1 (사)희망을주는사람들 5,000,500

2018-08 탈북새터민의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비 1 탈북새터민의 교육 및 취업 10,000,500

2018-08 기타비용(세금) 1 서울시 62,500

2018-09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1 (사)글로벌비전 15,000,000

2018-09 정보취약계층 종이신문지원 사업비 1 (재)한국사회투자 2,400,500

2018-10 저소득가정 학습지원 사업비 7 애드프린텍 외 2,188,010

2018-11 노숙인 무료급식지원 사업비 1 나주곰탕 59,000

2018-11 소년원생 교육 및 사회복귀지원 사업비 1 애드프린텍 52,500

2018-11 소셜벤처경연대회 후원사 상금 17 조정준 외 9,347,000

2018-11 저소득가정 학습지원 사업비 8 (사)글로벌비전 외 9,079,700

2018-12 국제구호캠페인 참여비 2 (사)더프라미스 외 8,830,000

2018-12 기타비용(세금) 2 서울시 660,000

2018-12 노숙인 무료급식지원 사업비 2 (사)참좋은친구들 외 5,075,500

2018-12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자선야구대회 후원 1 (재)양준혁야구재단 20,000,000



2018-12 소년원생 교육 및 사회복귀지원 사업비 2 법무부 안양소년원 9,201,000

2018-12 자매결연 어촌마을 지원 사업비 1 중왕어촌계 5,000,500

2018-12 저소득가정 학습지원 사업비 1 (사)티치포코리아 7,500,500

2018-12 정보취약계층 종이신문지원 사업비 1 소년한국일보 300,000

2018-12 사무국 운영비 2 신한은행 8,800

 연도별19  지급목적20  수혜인원21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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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저소득가정 학습지원 사업비 129 사단법인 글로벌비전 외 24,768,210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자선야구대회 후원 200 재단법인 양준혁야구재단 20,000,000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24 사단법인 글로벌비전 15,000,000

소년원생 교육 및 사회복귀지원 사업비 270 법무부 안양소년원 11,254,000

국제구호캠페인 참여비 855 사단법인 더프라미스 외 10,830,000

탈북새터민의 교육및취업지원 사업비 4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재단 10,000,500

소셜벤처경연대회 후원사 상금 85 조정준 외 9,347,000

장애우 학습 및 체험활동지원 사업비 500 사단법인 희망을주는사람들 7,001,000

자매결연 어촌마을 지원 사업비 150 중왕어촌계 외 6,749,380

노숙인 무료급식지원 사업비 150 사단법인 참좋은친구들 5,333,500

정보취약계층 종이신문지원 사업비 500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 외 3,000,500

사회적기업 생산품 홍보 캠페인 사업비 800 위캔 쿠키 2,560,500

기타비용(세금) 1 서울시 외 1,226,870

사무국 운영비 1 신한은행 8,800

Deloitte Impact Day(대규모 자원봉사활동) 1,586 주식회사 디벨롭 외 7,449,510

합계 5,255 134,529,770

4.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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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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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03월  19일

제출인: 김준철 (단체의 직인)             [인]     

 국 세 청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