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시행규칙 [별지제63호의7서식] <개정 2014.3.14>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쪽)

1.기본사항

법인명1 재단법인 디코리아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2 144-82-009**

대표자 성명3 김일호 기부단체 구분4 국내지정기부금단체

전자우편주소5 dkorea@d-korea.com 사업연도6 2018-12

전화번호7 031-898-4475 기부금단체 지정일8 2014-12-31

소재지9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6동 644층(죽전동, 단국대학교글로컬 산학협력관)

2.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
(단위 : 원)

월별10 수입11 지출12 잔액13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86,694,409 2018년08월 0 1,035,245 32,665,457

2018년01월 0 9,434,603 77,259,806 2018년09월 0 1,350,391 31,315,066

2018년02월 0 4,020,074 73,239,732 2018년10월 0 5,750,307 25,564,759

2018년03월 0 15,498,947 57,740,785 2018년11월 0 1,774,845 23,789,914

2018년04월 0 4,174,458 53,566,327 2018년12월 63,933,500 462,567 87,260,847

2018년05월 0 3,054,960 50,511,367 합계 63,933,500 63,367,062

2018년06월 0 7,562,910 42,948,457

차기이월 - - 87,260,847

2018년07월 0 9,247,755 33,700,702

지출월14 지급목적15 지급건수16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17

금액18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 원)

2018-01 HANA SW 사업 외 172 서울현수막 외 9,434,603

2018-02 사무국 운영비 88 디자인 플러스 외 4,020,074

2018-03 인액터스 사업 외 215 (주)김지민앤컴퍼니 외 15,498,947

2018-04 소셜 이노베이션 사업외 70 조아기프트㈜ 외 4,174,458

2018-05 사무국 운영비 61 킨코스코리아(주) 외 3,054,960

2018-06 소셜 이노베이션 사업외 136 임ㅇㅇ 외 7,562,910

2018-07 코딩캠프 사업 외 144 김ㅇㅇ 외 9,247,755

2018-08 소셜 이노베이션 사업외 35 미디어버스 외 1,035,245

2018-09 사무국 운영비 43 (주)영풍문고 종각 종로본점 1,350,391

2018-10 인액터스 사업 외 97 인액터스코리아 외 5,750,307

2018-11 남산산책봉사 사업 외 29 롯데쇼핑㈜ 외 1,774,845

2018-12 빅데이터사업 외 8 MICROSOFT 외 462,567

연도별19 지급목적20 수혜인원21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22

금액23

2018
빅데이터연구사업 및교육사업 540 인액터스코리아 외 40,407,982

재단운영비 50 킨코스코리아(주) 외 22,959,080

합계 590 63,367,062

4.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단위 : 원)

지출월24 국가명25 지급목적26 지급건수27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28

금액29

연도별30 국가명31 지급목적32 수혜인원33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34

금액35



합계 0 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9항 또는제36조의2제8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제출합니다.

2019년 04월 01일

제출인: 김일호 (단체의 직인) [인]

국 세 청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