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서식] <개정 2014.3.14>

연연연연간간간간    기기기기부부부부금금금금    모모모모금금금금액액액액    및및및및    활활활활용용용용실실실실적적적적    명명명명세세세세서서서서

(앞쪽)

1111....기기기기본본본본사사사사항항항항

 법인명1 재단법인 옥스팜코리아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2 114-82-111**

 대표자 성명3 CHRISTOPHER PAUL ASHWORTH  기부단체 구분4 국내지정기부금단체

 전자우편주소 5 ellakim@liancg.com  사업연도6 2015-03

 전화번호7 02  62471177  기부금단체 지정일8 2014-06-30

 소재지9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24길 20, 301호(효자동, 이음빌딩)

2222....    기기기기부부부부금금금금의의의의    수수수수입입입입....지지지지출출출출    명명명명세세세세
(단위 : 원)

 월별10  수입11  지출12  잔액13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708,811,727 2015년08월 304,079,337 189,577,928 731,081,045

2015년01월 15,955,000 104,493,801 620,272,926 2015년09월 127,600,300 667,240,616 191,440,729

2015년02월 263,829,175 205,496,188 678,605,913 2015년10월 1,747,155,241 772,069,591 1,166,526,379

2015년03월 228,135,703 334,270,953 572,470,663 2015년11월 201,358,100 1,011,119,643 356,764,836

2015년04월 772,963,261 107,260,933 1,238,172,991 2015년12월 808,014,744 766,618,050 398,161,530

2015년05월 44,893,000 133,205,081 1,149,860,910 합계 4,619,033,161 4,929,683,358

2015년06월 49,486,000 294,631,727 904,715,183
차기이월 - - 398,161,530

2015년07월 55,563,300 343,698,847 616,579,636

 지출월14  지급목적15  지급건수16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17
 금액18

3333....    기기기기부부부부금금금금    지지지지출출출출    명명명명세세세세서서서서((((국국국국내내내내사사사사업업업업))))
(단위 : 원)

2015-01 모금캠페인사업/후원서비스 준비비 및 운영 37 쉐어하우스 외 104,493,801

2015-02 모금캠페인사업/후원서비스 준비비 및 운영 36 (주)도빗 외 205,496,188

2015-03 모금캠페인사업/후원서비스 준비비 및 운영 44 법무법인(유한)율촌 261,355,953

2015-04 모금캠페인사업/후원서비스 준비비 및 운영 59 (주)단티 외 107,260,933

2015-05 모금캠페인사업/후원서비스 준비비 및 운영 52 지우소프트 주식회사 외 133,205,081

2015-06 모금캠페인사업/후원서비스 준비비 및 운영 62 (주)리앤컴 외 294,631,727

2015-07 모금캠페인사업/후원서비스 준비비 및 운영 44 팝스 21외 166,411,547

2015-08 모금캠페인사업/후원서비스 준비비 및 운영 62 주식회사 제너럴휴먼 외 189,577,928

2015-09 모금캠페인사업/후원서비스 준비비 및 운영 55 이음빌딩 외 423,656,416

2015-10 모금캠페인사업/후원서비스 준비비 및 운영 68 (주) 레디두 외 618,977,791

2015-11 모금캠페인사업/후원서비스 준비비 및 운영 55 (주) 창영프로세스 외 809,761,543

2015-12 모금캠페인사업/후원서비스 준비비 및 운영 75 일상의 실천 외 534,562,550

 연도별19  지급목적20  수혜인원21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22
 금액23

2015  목적사업수행 649 3,849,391,458

합계 649 3,849,391,458

4444....기기기기부부부부금금금금    지지지지출출출출    명명명명세세세세서서서서((((국국국국외외외외사사사사업업업업))))

(단위 : 원)

 지출월24  국가명25  지급목적26  지급건수27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28
 금액29

2015-03 해당국가코드없음 전세계 52개국 국제 구 1 옥스팜 본부 72,915,000

2015-07 네팔 네팔 긴급 구호 1 옥스팜 본부 13,524,200

2015-07 해당국가코드없음 전세계 52개국 국제 구 1 옥스팜 본부 163,763,100

2015-09 네팔 네팔 긴급 구호 1 옥스팜 본부 76,285,400

2015-09 해당국가코드없음 전세계 52개국 국제 구 1 옥스팜 본부 167,298,800

(기부금은 영국본부로부터의 운영지원금 3,553,721,261원과 국내 기부금 모금액 1,065,311,900원으로 구성됩니다)

모금캠페인 사업/후원서비스 준비비 및 운영비는 영국 본부의 지원금으로 전액 집행됩니다. 

(국내에서 모금된 기부금 전액은 전세계 52개국의 국제 구호와 개발, 옹호사업을 위해 사용됩니다.)



2015-10 네팔 네팔 긴급 구호 1 옥스팜 본부 530,800

2015-10 해당국가코드없음 전세계 52개국 국제 구 1 옥스팜 본부 152,561,000

2015-11 네팔 네팔 긴급 구호 1 옥스팜 본부 150,400

2015-11 해당국가코드없음 전세계 52개국 국제 구 1 옥스팜 본부 201,207,700

2015-12 네팔 네팔 긴급 구호 1 옥스팜 본부 110,000

2015-12 해당국가코드없음 전세계 52개국 국제 구 1 옥스팜 본부 231,945,500

 연도별30  국가명31  지급목적32  수혜인원33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34
 금액35

2015  네팔 네팔 긴급 구호, 국제 구 11 옥스팜본부 1,080,291,900

합계 11 1,080,291,90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9항 또는 제36조의2제8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제출합니다.

2016년  03월  31일

제출인: CHRISTOPHER PAUL (단체의 직인)             [인]     

    국국국국    세세세세    청청청청    장장장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