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0서식] <개정 2014.7.22>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1. 단체 인적사항

① 법인(단체)

명
사단법인 여성가족지원네트워크 ② 사업자등록번호 220-82-09431

③ 대표자 성명 유 경 열 ④ 기부금단체 지정일 2015. 10. 01

⑤ 소재지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348-21 호용빌딩 502호 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www.gefnet.org

2. 의무이행 여부

⑦ 의무 ⑧ 의무이행 여부 ⑨ 점검결과

가. 정관 및 실제운영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

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할 것)

지역내 취약계층 

청소년활동지원 및 

보호환경 조성, 

경력단절여성 

교육에 환경조성

여성가족역량강화

나. 정관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할 것
정관 제50조 참조

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

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

이지에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각각 공개할 것

홈페이지 게시

국세청 고시

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

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해당사항없음

마.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

에 지출할 것(2012. 2. 2. 이후 지정된 단체의 경우 해당)

별도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 않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

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2020년     3월      30일

제출인 :   유   경   열       (단체의 직인) [인]

               귀하

   위 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기관의 장)                               [인]

국세청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가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

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⑧ 의무이행 여부란은 지정기부금단체가 작성하며, ⑨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서식] <개정 2014.3.14>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쪽)

1. 기본사항

①  법인명 사단법인 여성가족지원네트워크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220-82-09431

③  대표자 성명 유 경 열 ④  기부단체 구분 국내지정기부금단체

⑤  전자우편주소 atinuri@naver.com ⑥  사업연도 2016년

⑦  전화번호 02-2602-6742 ⑧  기부금단체 지정일 2015. 10. 01

⑨ 소재지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348-21 호용빌딩 502호

 2.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
(단위: 원)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10,447,470 8월 4,583,000 5,582,113 3,051,262

1월 8,037,084 14,823,746 3,660,808 9월 5,509,750 5,179,981 3,381,031

2월 4,507,117 4,664,322 3,503,603 10월 5,388,120 6,113,952 2,655,199
3월 4,500,000 6,659,012 1,344,591 11월 5,875,060 6,007,297 2,522,962

4월 4,500,000 4,805,822 1,038,769 12월 6,245,789 7,998,515 770,236
5월 5,166,925 5,767,002 438,692 합계 67241362 76,918,596 770,236
6월 4,500,992 4,381,912 557,772

차기이월 - 770,236
7월 8,427,525 4,934,922 4,050,375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1월 취약계층 여성 활동 지원 사업 5건 동천출판 외 10,100,000
1월 급여 2건 한규현 외 3,254,512

1월 전기료 외 3건 한국전력 외 368,734
임대료 1건 최승기 1,100,500

2월 2월 전기료 외 2건 한국전력 외 277,450

2월 급여 2건 한규현 외 3,254,512
2월 임대료 1건 최승기 1,100,500

2월 통신료 1건 엘지유플러스 31,860
3월 취약계층 여성 활동 지원 사업 2건 꿈 디자인 랩 2,304,000

3월 급여 2건 한규현 외 3,254,512

3월 임대료  1건 최승기 1,100,500
4월 취약계층 여성 활동 지원 사업 1건 배향옥 209,600

4월 급여 2건 한규현 외 3,254,512
4월 전기료 1건 한국전력 178,290

4월 임대료 1건 최승기 1,100,500
4월 통신료 2건 엘지유플러스 62,920

5월 취약계층 여성 활동 지원 사업 3건 서울보증보험 외 580,500

보험료 외 3건 건강보험관리공단 외 657,640
5월 급여 2건 한규현 외 3,254,512

5월 임대료 1건 최승기 1,100,500
5월 전기료 1건 한국전력 173,850

6월 6월 급여 2건 한규현 외 3,254,512

6월 임대료 1건 최승기 1,100,500
정수기 렌탈 1건 현대 26,900

7월 7월 급여 2건 한규현 외 3,254,512
보험료 외 2건 건강보험관리공단 390,230

전기료 2건 한국전력 162,780
정수기 렌탈 1건 현대 26,900
7월 임대료 1건 최승기 1,100,500

8월 취약계층 여성 활동 지원 사업 2건 배향옥 870,300
전기료 외 3건 한국전력 290,150

8월 급여 2건 한규현 외 3,254,512



정수기 렌탈 1건 현대 3,431

8월 임대료 1건 최승기 1,100,500
통신료 2건 엘지유플러스 63,220

9월 취약계층 여성 활동 지원 사업 2건 배향옥 774,600

9월 급여 2건 한규현 외 3,254,512
9월 임대료 1건 최승기 1,100,500

정수기 렌탈 2건 현대 50,369
10월 10월 급여 2건 한규현 외 3,254,512

10월 임대료 1건 최승기 1,100,500
전기료 3건 한국전력 618,650
보험료 2건 건강보험관리공단 1,050,170

통신료 2건 엘지유플러스 63,220
정수기 렌탈 1건 현대 26,900

11월 취약계층 여성 활동 지원 사업 1건 배향옥 387,300
11월 급여 2건 한규현 외 3,254,512
11월 임대료 외 2건 안희규 1,819,005

보험료 1건 건강보험관리공단 519,580
정수기 렌탈 1건 현대 26,900

12월 취약계층 여성 활동 지원 사업 10건 배향옥 외 1,901,539
12월 임대료 외 2건 안희규 외 1,719,204

보험료 2건 건강보험공단 외 931,610
12월 급여 2건 한규현 외 3,254,512
정수기 렌탈 1건 현대 26,900

통신료 2건 엘지유플러스 62,520
전기료 1건 한국전력 102,230

 연도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2019년

      인건비, 교육장 임대료 등 관리비 - 최승기 외 59,790,757

가족역량강화사업 15명 한부모 가정 청소년 및 부모 7,127,839

취약계층 여성 활동 지원 사업비 100명 경력단절 여성 등 10,000,000

합 계 1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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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제9항 또는 제36조의2제8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제출합니다.

                    2020년    3월   30일

제출인:   유  경  열       (단체의 직인)     [인]

국세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