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서식] <개정 2014.3.14>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쪽)

1. 기본사항

①  법인명 (사) 타이드인스티튜트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119-82-07924

③  대표자 성명 황동호 ④  기부단체 구분 국내지정기부금단체

⑤  전자우편주소 partnership@tideinstitute.org ⑥  사업연도 2019-12

⑦  전화번호 02-2268-2011 ⑧  기부금단체 지정일
2011. 9. 30

2017. 6. 30(재 지정)

⑨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59, 가동 510호(장사동, 세운상가)

 2.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
(단위: 원)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215,000,000 2019년08월 3,240,000 58,000,000 102,795,455

2019년01월 100,000 23,964,545 191,135,455 2019년09월 - 30,000,000 72,795,455

2019년02월 51,000,000 - 242,135,455 2019년10월 3,280,000 27,520,000 48,555,455

2019년03월 1,000,000 51,000,000 192,135,455 2019년11월 - 5,000,000 43,555,455

2019년04월 - 26,180,000 165,955,455 2019년12월 18,320,000 20,000,000 41,875,455

2019년05월 - - 165,955,455 합계 148,540,000 321,664,545

2019년06월 20,000,000 60,000,000 125,955,455
차기이월 - - 41,875,455

2019년07월 51,600,000 20,000,000 157,555,455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2019년01월 목적 사업 이용 1 (사) 타이드인스티튜트 23,964,545

2019년03월 목적 사업 이용 1 (사) 타이드인스티튜트 51,000,000

2019년04월 목적 사업 이용 2 (사) 타이드인스티튜트 26,180,000

2019년06월 목적 사업 이용 2 (사) 타이드인스티튜트 60,000,000

2019년07월 목적 사업 이용 1 (사) 타이드인스티튜트 20,000,000

2019년08월 목적 사업 이용 3 (사) 타이드인스티튜트 58,000,000

2019년09월 목적 사업 이용 1 (사) 타이드인스티튜트 30,000,000

2019년10월 목적 사업 이용 4 (사) 타이드인스티튜트 27,520,000

2019년11월 목적 사업 이용 1 (사) 타이드인스티튜트 5,000,000

2019년12월 목적 사업 이용 1 (사) 타이드인스티튜트 20,000,000

 연도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2019년 목적 사업 이용 1,000 (사) 타이드인스티튜트 321,664,545

합 계 161,73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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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월   16일
제출인:                                  황동호 (단체의 직인)     [인]

국세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