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월별 잔액

전기이월 111,262,208,042

2016년01월 111,126,089,074

2016년02월 110,990,299,025

2016년03월 110,678,569,009

2016년04월 110,340,649,340

2016년05월

2016년06월

2016년07월

합계 0 0

30 연도별 31 국가명 32 지급목적 33 수혜인원
34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35 금액

(단위 : 원)

24 지출월 25 국가명 26 지급목적 27 지급건수
28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29 금액

합계 303 2,239,858,604

4.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2016
고유목적사업비 208 사회적협동조합 씨드콥 외 1,590,271,146

운영비 95 한영회계법인 외 649,587,458

2016-12 목적사업비(창업지원, 공간나눔사업 외) 및 운영비 510 조슈아로그 외 337,919,669

19 연도별 20 지급목적 21 수혜인원
22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23 금액

2016-10 목적사업비(창업지원, 공간나눔사업 외) 및 운영비 337 어썸스쿨 외 135,790,049

2016-11 목적사업비(창업지원사업 외) 및 운영비 331 헤움디자인(주) 외 311,730,016

2016-08 목적사업비(창업지원, 공간나눔사업 외) 및 운영비 346 완두콩협동조합 외 168,234,413

2016-09 목적사업비(연구사업, 창업지원사업 외) 및 운영비 307 진저티프로젝트 외 136,118,968

2016-06 목적사업비(교육지원, 연구사업 외) 및 운영비 334 사단법인 행복한교육실천모임 외 234,992,399

2016-07 목적사업비(창업지원, 연구사업 외) 및 운영비 273 인컴피알재단 외 147,414,990

2016-04 목적사업비(대외협력, 창업지원사업 외) 및 운영비 300 무릉외갓집영농조합법인 외 120,484,737

2016-05 목적사업비(교육지원, 창업지원사업 외) 및 운영비 333 사회적협동조합 씨드콥 외 229,057,510

2016-02 목적사업비(창업지원, 대외협력사업 외) 및 운영비 216 인액터스코리아 외 141,425,261

2016-03 목적사업비(창업지원, 교육지원사업 외) 및 운영비 283 에스피알앤이 외 173,797,204

14 지출월 15 지급목적 16 지급건수
17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18 금액

2016-01 목적사업비(창업지원사업 외) 및 운영비 97 오마이컴퍼니 외 102,893,388

110,340,649,340
147,414,990 111,430,442,455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 원)

234,992,399 111,577,857,445

차기이월 - -

229,057,510 111,812,849,844 합계 2,239,858,604

120,484,737 112,041,907,354 2016년12월 337,919,669

173,797,204 112,162,392,091 2016년11월 311,730,016

141,425,261 112,336,189,295 2016년10월 135,790,049

102,893,388 112,477,614,556 2016년09월 136,118,968

- - 112,580,507,944 2016년08월 168,234,413

2.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
(단위 : 원)

11 수입 12 지출 13 잔액 월별 수입 지출

7 전화번호 02-3470-3600 8 기부금단체 지정일 2012-07-02

9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18, 나래빌딩 3층

3 대표자 성명 성광제 4 기부단체 구분 국내지정기부금단체

5 전자우편주소 sunypark@thecircle.or.kr 6 사업연도 2016-12

법인세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서식] <개정 2014.3.14>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쪽)

1.기본사항

1 법인명 (재) 동그라미재단
2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

호)
144-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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