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서식] <개정 2014.3.14>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쪽)

1.기본사항

 법인명1 사단법인　엔케이워치（NK Watch）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2 *** - ** - *****

 대표자 성명3 안명철  기부단체 구분4 국내지정기부금단체

 전자우편주소 5 nkgulag@nkgulag.org  사업연도6 2015-12

 전화번호7 02  64138220  기부금단체 지정일8 2012-12-31

 소재지9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54, 7동 5층 705호(당주동, 세종빌딩)

2.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
(단위 : 원)

 월별10  수입11  지출12  잔액13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1,300,000 2015년08월 5,867,000 10,000,000 5,528,000

2015년01월 856,000 0 2,156,000 2015년09월 5,239,000 0 10,767,000

2015년02월 4,381,000 2,000,000 4,537,000 2015년10월 833,000 10,000,000 1,600,000

2015년03월 5,761,000 10,000,000 298,000 2015년11월 4,741,000 0 6,341,000

2015년04월 1,771,000 0 2,069,000 2015년12월 716,000 3,200,000 3,857,000

2015년05월 8,761,000 4,000,000 6,830,000 합계 51,757,000 49,200,000

2015년06월 6,896,000 0 13,726,000

차기이월 - - 3,857,000

2015년07월 5,935,000 10,000,000 9,661,000

 지출월14  지급목적15  지급건수16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17
 금액18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 원)

2015-02 북한 해외파견 근로자 유엔 청원서 제출 기 5 프레스센터 외 2,000,000

2015-05 구리한강시민공원 유채꽃 축제 북한문화 인 5 이웅길 외 4,000,000

2015-10 제1회 통일가요제 5 더플레이이엔티 외 10,000,000

2015-12 북한인권 세미나 6 프레스센터 외 3,200,000

 연도별19  지급목적20  수혜인원21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22
 금액23

2015  

기자회견 40 프레스센터 외 2,000,000

북한문화 인권행사 100 이웅길 외 4,000,000

제1회 통일가요제 1,000 더플레이이엔티 외 10,000,000

북한인권 세미나 60 프레스센터 외 3,200,000

합계 1,200 19,200,000

4.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단위 : 원)

 지출월24  국가명25  지급목적26  지급건수27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28
 금액29

2015-03 스위스 유엔인권이사회 기자회 6 루프트한자 외 10,000,000

2015-07 오스트레일리아( 북한인권주간 행사 5 대한항공 외 10,000,000

2015-08 스위스 유엔인권이사회 행사 5 독일항공 외 10,000,000

 연도별30  국가명31  지급목적32  수혜인원33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34
 금액35

2015  
스위스 유엔인권이사회 행사 250 루프트한자 외 20,000,000

오스트레일리아( 북한인권주간 행사 200 대한항공 외 10,000,000

합계 450 3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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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03월  29일

제출인: 안명철 (단체의 직인)             [인]     

 국 세 청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