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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 명세서

 1.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
(단위 : 원)

① 월별 ② 수입 ③ 지출 ④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271,797,782 7월 45,149,630 16,837,981 298,874,066

1월 16,261,300 33,177,197 254,881,885 8월 119,028,050 140,081,520 277,820,596

2월 77,575,000 22,619,427 309,837,458 9월 17,691,881 30,703,496 264,808,981

3월 19,750,000 87,814,150 241,773,308 10월 18,201,556 25,468,067 257,542,470

4월 17,138,440 14,232,108 244,679,640 11월 25,741,373 16,349,764 266,934,079

5월 21,780,644 17,301,546 249,158,738 12월 112,125,490 -25,926,606 404,986,175

6월 36,718,986 15,315,307 270,562,417 차기이월 - - 404,986,175

 2. 기부금 지출 명세서
(단위 : 원)

⑤

지출월
⑥ 지급목적

⑦

지급

건수

⑧ 대표 지급처명
⑨ 대표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⑩ 금액

201301 지부후원금외 도서구입 49
한국방정환재단경기

지부 외
211********** 33,177,197

201302 지부후원금외 장학사업 77
한국방정환재단경기

지부 외
201********** 22,619,427

201303 지부후원금외 장학사업 104
한국방정환재단경기

지부 외
125********** 87,814,150

201304 합정후원금외 25
합정방정환지역아동

센터외
207********** 14,232,108

201305
해피홈후원금외 어린이날

사업
48

해피홈방정환지역아

동센터외
105********** 17,301,546

201306 서평택후원금외 35
서평택방정환지역아

동센터외
110********** 15,315,307

201307
지부후원금 외 도서선순환

사업
26

한국방정환재단경기

지부 외
110********** 16,837,981

201308 지부후원금외 장학사업 131
한국방정환재단경기

지부 외
317********** 140,081,520

201309 해피홈후원금외 47
해피홈방정환지역아

동센터외
206********** 30,703,496

201310 해피홈후원금외 37
해피홈방정환지역아

동센터외
125********** 25,468,067

201311
합정후원금외 도서선순환

사업
25

합정방정환지역아동

센터외
110********** 16,349,764

201312 합정후원금외 41
합정방정환지역아동

센터외
105********** -25,926,606

※ 작성방법

  1. 기부금의 수입·지출명세



   - ①란에는 12월말 법인을 예로 들었으나 12월말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연

도 개시월부터 사업연도 종료월까지를 순차로 적습니다.

   - ②란과 ③란은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

  2. 기부금지출명세서

   - ◯◯지원사업(장학금지급 등), 일반관리비, 기금조성비(정기예금 또는 적금 등), 

기타비용(구체적 내용기재) 등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지급월 지급목적 등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대표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금액

1월  재단 인건비 15 김공익 외 701111-1234567 25,000

1월 ⋮ ⋮ ⋮ ⋮ ⋮

2월 장학금 지급 20 김우수 외 830101-1234567 28,000

2월 ⋮ ⋮ ⋮ ⋮ ⋮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대표지급처명과 대표사업자번호(주민등록번호)는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구분된 

지출처 중 가장 큰 대표지출처를 기재하며,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되, 그 지급금액과 지급내용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