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서식] <개정 2014.3.14>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쪽)

1.기본사항

 법인명1 사단법인　엔케이워치（NK Watch）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2 120-82-069**

 대표자 성명3 안명철  기부단체 구분4 국내지정기부금단체

 전자우편주소 5 nkgulag@gmail.com  사업연도6 2018-12

 전화번호7 02-6413-8220  기부금단체 지정일8 2012-12-31

 소재지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4길 38, 5동 503층(북창동, 단암빌딩 별관)

2.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
(단위 : 원)

 월별10  수입11  지출12  잔액13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18,954 2018년08월 312,000 210,000 486,954

2018년01월 433,000 360,000 91,954 2018년09월 3,917,000 4,100,000 303,954

2018년02월 503,000 420,000 174,954 2018년10월 352,000 260,000 395,954

2018년03월 3,802,000 3,700,000 276,954 2018년11월 447,000 780,000 62,954

2018년04월 402,000 360,000 318,954 2018년12월 387,000 360,000 89,954

2018년05월 512,000 780,000 50,954 합계 16,841,000 16,770,000

2018년06월 5,372,000 5,200,000 222,954

차기이월 - - 89,954

2018년07월 402,000 240,000 384,954

 지출월14  지급목적15  지급건수16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17
 금액18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 원)

2018-01 운영비(식비, 임차료, 공과금) 등 15 (주)단암산업 외 360,000

2018-02 운영비(식비, 임차료, 공과금) 등 18 (주)단암산업 외 420,000

2018-03 운영비(식비, 임차료, 공과금), 상근직원 인 12 (주)단암산업 외 3,500,000

2018-04 운영비(식비, 임차료, 공과금) 등 13 (주)단암산업 외 360,000

2018-05 운영비(식비, 임차료, 공과금) 등 2 (주)단암산업 외 780,000

2018-06 운영비(식비, 임차료, 공과금), 상근직원 인 15 (주)단암산업 외 5,200,000

2018-07 운영비(식비, 임차료, 공과금) 등 8 (주)단암산업 외 240,000

2018-08 운영비(식비, 임차료, 공과금), 상근직원 인 7 (주)단암산업 외 210,000

2018-09 운영비(식비, 임차료, 공과금), 상근직원 인 6 (주)단암산업 외 4,100,000

2018-10 운영비(식비, 임차료, 공과금) 등 8 (주)단암산업 외 260,000

2018-11 운영비(식비, 임차료, 공과금) 등 2 (주)단암산업 외 780,000

2018-12 운영비(식비, 임차료, 공과금) 등 16 (주)단암산업 외 360,000

 연도별19  지급목적20  수혜인원21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22
 금액23

2018  운영비(식비, 임차료, 공과금), 상근직원 인 30 (주)단암산업, 상근직원 등 16,570,000

합계 30 16,570,000

4.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단위 : 원)

 지출월24  국가명25  지급목적26  지급건수27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28
 금액29

2018-03 스위스 해외출장 여비(일비, 식 4 Co-op(마트) 외 200,000

 연도별30  국가명31  지급목적32  수혜인원33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34
 금액35



2018  스위스 해외출장 여비(일비, 식 4 Co-op(마트) 외 200,000

합계 4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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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03월  26일

제출인: 안명철 (단체의 직인)             [인]     

 국 세 청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