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서식] <개정 2021. 10. 28.>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쪽)

1. 기본사항
①  법인명 (재)생명과학연구윤리서재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489-82-00081

③  대표자 성명 이귀향 ④  공익법인등 구분 민법상 비영리법인

⑤  전자우편주소 shelf@bicstudy.org ⑥  사업연도 2021

⑦  전화번호 02-749-7700 ⑧ 공익법인등 지정일 2016.12.30.

⑨ 소재지

 2.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
(단위: 원)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756,477 8월 30,000 - 2,379,503

1월 30,000 - 786,477 9월 30,561 - 2,410,064

2월 30,000 - 816,477 10월 130,000 - 2,540,064

3월 30,215 - 846,692 11월 212,400 - 2,752,464

4월 1,030,000 - 1,876,692 12월 160,631 - 2,913,095

5월 30,000 - 1,906,692 합계 2,156,618 - 2,913,095

6월 212,811 - 2,119,503
차기이월 - - 2,973,095

7월 230,000 - 2,349,503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연도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합 계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단위: 원)

 지출월  국가명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연도별  국가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합 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

니다.

                     2021  년  01  월  06    일

제출인:   (재)생명과학연구윤리서재 이귀향                                (공익법인등의 직인)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기본사항 : ① ~ ⑨란에는 공익법인등의 기본사항을 적으며, ④ 공익법인등의 구분은 한국학교, 전문모금기

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학교(유치원),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

합, 공공기관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한국학교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9)에 해당하는 한국학교를 말합니다.

전문모금기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어린이집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포함)을 말합니다.

학교(유치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포함)를 말합니다.

의료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기
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법인을 말합니다.

비영리외국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비영리외국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법인 말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기획재정
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법인 말합니다.

공공기관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법인을 말합니다.

  2.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

   - 란에는 사업연도 개시월부터 사업연도 종료월까지를 차례대로 적습니다(앞쪽의 ⑩란은 사업연도가(1월~12월) 법인 예시)

   - 란과 란은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

   - 합계란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전체 수입 및 지출 금액을 적습니다.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 국내사업 관련 ◯◯지원사업(장학금지급 등), 일반관리비, 기금조성비(정기예금 또는 적금 등), 그 밖의 비용(구체

적인 내용 기재) 등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매월 같은 목적으로 동

일한 사람에게 유사한 금액을 지급한 비용은 지출월란에 적지 않고  연도별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 란은 연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천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란 수혜인원은 연간 지급한 실제 인원을 적습니다. 예시) 10명에게 10만원씩 2회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수혜인

원은 10명으로 적습니다.

      ※ 예시(장학금 지급: 10명에게 10만원씩 1월, 2월에 각각 지급, 복지단체 지원: A 복지단체에 2월에 1,000만원, 1회 

지원(수혜인원 50명))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1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2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2월 복지단체 지원 1 A복지단체 10,000,000

⋮ ⋮ ⋮ ⋮ ⋮
연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2013년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2,000,000

복지단체 지원 50 A복지단체 10,000,000

합 계 63 12,000,000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대표 지급처명은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구분된 지급처 중 가장 큰 대표 지급처를 적으며,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되, 그 지급금액과 지급내용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 국외사업이 있는 공익법인등은 국가별 지출명세를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란은 해당 연도의 국가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천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국가명,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