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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더라이트핸즈

(사)한강학술문화교류네트워크

(사)한중도시우호협회

(사)함께한대

(재)평택지속가능연구소

(사)한국합기도연맹

(재)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사)한길봉사회

(사)한국항공소년단

(재)아시아커뮤니티문화재단

(사)국제기아봉사단

(사)송헌복지회

(재)국제마음훈련원

(사)금우문화재단

(사)공정거래실천모임

(사)바른교육연구회

(사)100인의 여성체육인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해피드리머스

(재)동일문화장학재단

(사)가치보듬

공     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6 - 225호

「법인세법시행령」제 3 6조제 1항제 1호․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취소)하는 

지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1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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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리안마가렛

(사)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조직위원회

(사)김영삼민주센터

(사)해위윤보선대통령기념사업회

(재)세계태권도평화봉사재단

(사)이상설선생기념사업회

(사)새날에오면

(재)아시아발전재단

(사)대한민국100세파워엑스포조직위원회

(사)지역공공정책플랫폼광주로

(사)부산어머니그린운동본부

(사)부산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사)한국장애인환경사회복지협회

사회적협동조합 해든마음돌봄

(재)거남복지재단

(사)한국재난안전협회

(사)이웃사랑의사회

(사)한국장애인아이티고용협회

(사)대한민국신지식인협회

(사)부산희망나눔

(사)한국투명성기구

(사)한국군사학회
(사)서울인문포럼

(사)국제문화예술교류협회

(사)삼일정신보국운동연합

(사)한국오엠

(재)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재단

(사)역사문화센터

(사)한국융합안보연구원

(재)천안함재단
사회적협동조합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청년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씨드콥

사회적협동조합 어울림

사회적협동조합  금천사회경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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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사랑이야기

사회적협동조합 스마일어게인

사회적협동조합 한빛

사회적협동조합  경기안산지역자활센터

(사)무빙이미지포럼

(사)한국과학기술상용화협회
(사)서울동북여성민우회

(사)한국아동청소년안전교육협회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

사회적협동조합 두루바른

(재)익제장학재단

(재)생명과학연구윤리서재

(사)한국경제발전학회

(사)더불어숲

(사)미라클워커엔터테인먼트

(사)발자국소리가순수한아이들

(사)선아
(사)영어도서관문화운동
(사)케이메세나네트워크
(사)예사봉사단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재)서울산업진흥원
(사)응용생태공학회
(사)대한장애인패러글라이딩협회
(사)한국회복적정의협회
(사)더불어함께새희망
(사)유쾌한공동체
(사)케이브이앤
사회적협동조합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광주광역시북구장애인복지회
(사)광주광역시시각장애인연합회
(재)음주운전예방재단
(사)유정
한국임업진흥원
(사)삼일동지회
(사)성모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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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청소년드림토피아

(사)사랑의본부

(사)서울청소년효행봉사단

(재)윤민창의투자재단

(재)2017무주더블유티에프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사)이한우리봉사회

(사)자수정봉사센터

(사)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재)시원공익재단

(사)한국가스연맹

(사)뉴미디어 미래연구원

(사)같은걸음

(사)한국사회서비스연구원

(사)다문화청소년교육나눔

(사)내적치유사역연구원

(사)2018평화의벽건립위원회

사회적협동조합 사람마음

(사)한국과학기술한림원

(사)대구포크페스티벌

(사)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사)과거청산통합연구원

(사)다른백년

(사)한국자유언론인협회

(재)3.3기념사업회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사)문화마루

(재)부산문화회관

(사)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센터



- 5 -

(사)한국자동차디자인협회

(사)엄마학교

(사)주민참여도시만들기연구원

(사)미래교실네트워크

(사)세교연구소

(사)좋은학교운동연합

(사)한국교육행정연구원

(사)한국재능기부봉사단

(사)장아람재단

(사)꿈빛소금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사)녹색연합

(사)합포문화동인회

(재)영축문화재단

(사)태동서원

(사)경찰아동청소년안전협회

(사)비브릿지

(사)한국머시쉽

(사)타이니씨드

(사)더램프

(재)서경배과학재단

(사)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사)한국동물번식학회

(사)원아시아클럽서울

(사)한국다문화연대

(사)해외한민족연구소

(사)월드컴퓨터네트워크

※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기한 : 2021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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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변경전 법인명 :

ㅇ변경후 법인명 :

(재)베스티안화상후원재단

(재)베스티안재단

ㅇ변경전 법인명 :

ㅇ변경후 법인명 :

(재)행복한농원

(재)함께그린농장

ㅇ변경전 법인명 :

ㅇ변경후 법인명 :

(사)에이트참밍

(사)세계시민학교

ㅇ변경전 법인명 :

ㅇ변경후 법인명 :

(사)익산시자원봉사종합센터

(사)익산시자원봉사센터

ㅇ변경전 법인명 :

ㅇ변경후 법인명 :

(재)대한변협사랑샘재단

(재)사랑샘

ㅇ변경전 법인명 :

ㅇ변경후 법인명 :

(재)엔에이치엔넥스트

(재)커넥트

ㅇ변경전 법인명 :

ㅇ변경후 법인명 :

(재)하이원희망재단

(재)강원랜드희망재단

ㅇ변경전 법인명 :

ㅇ변경후 법인명 :

(재)행복한뉴라이프재단

(재)뉴라이프재단

ㅇ변경전 법인명 :

ㅇ변경후 법인명 :

(사)서초안보포럼

(사)국가안보포럼

2. 명칭이 변경된 지정기부금단체 (9개)

3.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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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희망네트워크

(재)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재)화성시복지재단

(사)한국외국인근로자복지봉사단

(사)한 알제리협회

(사)다문화스포츠총연합회

(사)한국양신관합기도연맹

(사)아시아창의센터

(사)민족과겨레

(사)사람사랑

(재)유피스에이피재단

(사)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사)아동청소년 마음을  키우는 사람들

(사)양성평등실현연합

(사)한국112무선봉사단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사)지역과세계연구소

(사)먹거리사랑시민연합

(사)서울문화포럼

(사)희말라야의 꿈 나눔  바르고 소중하게

(재)2014인천세계휠체어농구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사)아리랑응원단

(사)열린정보장애인협회

(재)항공안전기술센터

(사)한국장애인관광레저진흥회

(사)한국효문화원

□ 지정이 취소된 지정기부금단체(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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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복나루터

(사)천년전주3대시민운동본부→(사)내사랑전주

(사)정읍시애향운동본부

(사)문화시민운동협의회

(사)나라사랑 독도사랑

(사)식품안전  국민운동본부

(사)3여통합기념사업추진위원회

재단법인  춘천시체육진흥재단

(재)에이에프에이청소년재단

(사)사회적기업활성화네트워크

(사)광주생태유아공동체

(사)광주청소년교육포럼

(재)2019년제18회세계수영선수권대회유치위원회

(재)2009대전국제우주회의조직위원회

(재)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사)선진한국정책연구원

(사)아이폼세계유기농대회한국조직위원회

(사)한국황새복원센터

(사)사랑나눔위캔

(재)2013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위원회

(재)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위원회

(재)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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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회서비스관리센터→(재)사회서비스관리원

(재)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사)한마음사랑나누기운동본부

(사)한국미래사회연구원

(사)숭례문복원국민운동본부

(재)한국호돌이문화재단

(사)녹색교통문화진흥회→(사)녹색성장협의회

(사)귀농귀촌진흥회

(재)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재)2009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사)에코드라이브국민운동본부 인천지부→(사)에코드라이브 운동본부

(사)순천시자원봉사센터

(사)이여도포럼

(재)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재)광주세계광엑스포

(사)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사)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