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63호의7서식] <개정 2021. 3. 16.>

연연간간기기부부금금모모금금액액및및활활용용실실적적명명세세서서

(앞쪽)

11..기기본본사사항항
1 법인명 사단법인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2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624-82-001**

3 대표자성명 박데이비드 4 공익법인등구분 민법상비영리법인

5 전자우편주소 kava2016@naver.com 6 사업연도 2020-12

7 전화번호 02-598-1477 8 공익법인등지정일 2017-06-26

9 소재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당산로 159, 7층(당산동4가, 휘선빌딩)

22.. 기기부부금금의의수수입입..지지출출 명명세세
(단위 : 원)

10 월별 11 수입 12 지출 13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28,650,485 2020년08월 3,460,255 7,135,838 12,559,434

2020년01월 3,046,015 18,435,429 13,261,071 2020년09월 158,877,800 6,723,708 164,713,526

2020년02월 7,313,435 14,211,949 6,362,557 2020년10월 121,073,981 8,694,239 277,093,268

2020년03월 20,429,527 2,822,790 23,969,294 2020년11월 24,719,852 220,312,930 81,500,190

2020년04월 18,131,714 23,233,660 18,867,348 2020년12월 0 79,752,470 1,747,720

2020년05월 3,553,399 16,459,978 5,960,769 합계 386,512,718 413,415,483

2020년06월 22,771,723 8,724,812 20,007,680

차기이월 - - 1,747,720

2020년07월 3,135,017 6,907,680 16,235,017

14 지출월 15 지급목적 16 지급건수
17 대표지급처명
(단체명/개인)

18 금액

33.. 기기부부금금 지지출출 명명세세서서((국국내내사사업업))
(단위 : 원)

2020-01 고유목적사업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999 고유목적사업한국폭력학대 18,435,429

2020-02 고유목적사업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999 고유목적사업한국폭력학대 14,211,949

2020-03 고유목적사업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999 고유목적사업한국폭력학대 2,822,790

2020-04 고유목적사업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999 고유목적사업한국폭력학대 23,233,660

2020-05 고유목적사업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999 고유목적사업한국폭력학대 16,459,978

2020-06 고유목적사업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999 고유목적사업한국폭력학대 8,724,812

2020-07 고유목적사업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999 고유목적사업한국폭력학대 6,907,680

2020-08 고유목적사업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999 고유목적사업한국폭력학대 7,135,838

2020-09 고유목적사업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999 고유목적사업한국폭력학대 6,723,708

2020-10 고유목적사업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999 고유목적사업한국폭력학대 8,694,239

2020-11 고유목적사업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999 고유목적사업한국폭력학대 220,312,930

2020-12 고유목적사업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999 고유목적사업한국폭력학대 79,752,470

19 연도별 20 지급목적 21 수혜인원
22 대표지급처명
(단체명/개인)

23 금액

2020 고유목적사업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999 고유목적사업한국폭력학대 413,415,483

합계 999 413,415,483

44..기기부부금금 지지출출 명명세세서서((국국외외사사업업))

(단위 : 원)

24 지출월 25 국가명 26 지급목적 27 지급건수
28 대표지급처명
(단체명/개인)

29 금액

30 연도별 31 국가명 32 지급목적 33 수혜인원
34 대표지급처명
(단체명/개인)

35 금액



합계 0 0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제8항 또는제39조제5항에 따라연간기부금모금액및활용실적을공개합니다.

2021년 04월 29일

제출인: 박데이비드 (공익법인등의직인) [인]

국국세세 청청장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또는중질지 80g/㎡]



[별지 제63호의7서식] <개정 2020. 4. 21.>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쪽)

1.기본사항

 법인명1 사단법인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2 *** - ** - *****

 대표자 성명3 박데이비드  기부단체 구분 4 민법상비영리법인

 전자우편주소 5 kava2016@naver.com  사업연도6 2019-12

 전화번호7 02-598-1477  기부금단체 지정일8 2016-09-30

 소재지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59, 휘선빌딩 7층호(당산동4가, 휘선빌딩 7층)

2.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
(단위 : 원)

 월별10  수입11  지출12  잔액13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2,319,515 2019년08월 29,322,295 22,794,740 -57,242,062

2019년01월 448,965 23,148,969 -20,380,489 2019년09월 319,515 8,685,668 -65,608,215

2019년02월 8,419,240 20,430,189 -32,391,438 2019년10월 13,322,295 21,122,910 -73,408,830

2019년03월 419,240 20,767,477 -52,739,675 2019년11월 5,319,515 6,757,030 -74,846,345

2019년04월 1,422,020 11,473,435 -62,791,090 2019년12월 31,375,415 12,824,425 -56,295,355

2019년05월 5,422,020 7,805,025 -65,174,095 합계 114,435,110 173,049,980

2019년06월 10,322,295 3,136,680 -57,988,480

차기이월 - - -56,295,355

2019년07월 8,322,295 14,103,432 -63,769,617

 지출월14  지급목적15  지급건수16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17
 금액18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 원)

2019-01 복합외상 피해자 지원사업 수행 140 지급처 상이 23,148,969

2019-02 복합외상 피해자 지원사업 수행 152 지급처 상이 20,430,189

2019-03 복합외상 피해자 지원사업 수행 153 지급처 상이 20,767,477

2019-04 복합외상 피해자 지원사업 수행 102 지급처 상이 11,473,435

2019-05 복합외상 피해자 지원사업 수행 87 지급처 상이 7,805,025

2019-06 복합외상 피해자 지원사업 수행 60 지급처 상이 3,136,680

2019-07 복합외상 피해자 지원사업 수행 88 지급처 상이 14,103,432

2019-08 복합외상 피해자 지원사업 수행 102 지급처 상이 22,794,740

2019-09 복합외상 피해자 지원사업 수행 54 지급처 상이 8,685,668

2019-10 복합외상 피해자 지원사업 수행 95 지급처 상이 21,122,910

2019-11 복합외상 피해자 지원사업 수행 58 지급처 상이 6,757,030

2019-12 복합외상 피해자 지원사업 수행 70 지급처 상이 12,824,425

 연도별19  지급목적20  수혜인원21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22
 금액23

2019  사업수행비용 200 지급처 상이 173,049,980

합계 200 173,04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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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제출인: 박데이비드 (단체의 직인)           [인]    

 국 세 청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63호의7서식] <개정 2020. 4. 21.>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쪽)

1.기본사항

 법인명1 사단법인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2 *** - ** - *****

 대표자 성명3 박데이비드  기부단체 구분 4 국내지정기부금단체

 전자우편주소 5 kava2016@naver.com  사업연도6 2018-12

 전화번호7 02-598-1477  기부금단체 지정일8 2016-09-30

 소재지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59, 취선빌딩 7층호(당산동4가)

2.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
(단위 : 원)

 월별10  수입11  지출12  잔액13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0 2018년08월 361,690 166,140 413,085

2018년01월 0 0 0 2018년09월 8,140,120 8,066,120 487,085

2018년02월 0 0 0 2018년10월 2,780,040 66,160 3,200,965

2018년03월 945 0 945 2018년11월 6,431,690 67,040 9,565,615

2018년04월 777,150 66,020 712,075 2018년12월 32,659,865 39,905,965 2,319,515

2018년05월 461,415 512,075 661,415 합계 52,535,829 50,216,314

2018년06월 461,499 600,674 522,240

차기이월 - - 2,319,515

2018년07월 461,415 766,120 217,535

 지출월14  지급목적15  지급건수16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17
 금액18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 원)

2018-04 은행 및 집금 수수료 1 국민은행 외 2곳 66,060

2018-05 은행 및 집금 수수료 1 국민은행 외 2곳 66,120

2018-05 복합외상 피해자 대상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 지원사업 운 1 사단법인 한국폭력학대예방 445,955

2018-06 은행 및 집금 수수료 1 국민은행 외 2곳 66,120

2018-06 복합외상 피해자 대상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 지원사업 운 1 사단법인 한국폭력학대예방 534,554

2018-07 은행 및 집금 수수료 1 국민은행 외 2곳 66,120

2018-07 복합외상 피해자 대상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 지원사업 운 1 사단법인 한국폭력학대예방 700,000

2018-08 은행 및 집금 수수료 1 국민은행 외 2곳 66,140

2018-08 복합외상 피해자 대상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 지원사업 운 1 사단법인 한국폭력학대예방 100,000

2018-09 은행 및 집금 수수료 1 국민은행 외 2곳 66,120

2018-09 복합외상 피해자 대상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 지원사업 운 1 사단법인 한국폭력학대예방 8,000,000

2018-10 은행 및 집금 수수료 1 국민은행 외 2곳 66,160

2018-11 은행 및 집금 수수료 1 국민은행 외 2곳 67,040

2018-12 은행 및 집금 수수료 1 국민은행 외 2곳 67,020

2018-12 복합외상 피해자 대상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 지원사업 운 1 사단법인 한국폭력학대예방 39,838,945

 연도별19  지급목적20  수혜인원21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22
 금액23

2018  
은행 및 집금 수수료 1 국민은행 외 2곳 596,860

복합외상 피해자 대상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 지원사업 운 1 사단법인 한국폭력학대예방 49,619,454

합계 2 50,21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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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2019년  03월  29일

제출인: 박데이비드 (단체의 직인)           [인]    

 국 세 청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63호의7서식] <개정 2020. 4. 21.>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쪽)

1.기본사항

 법인명1 사단법인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2 *** - ** - *****

 대표자 성명3 박데이비드  기부단체 구분 4 국내지정기부금단체

 전자우편주소 5 kava2016@kava.kr  사업연도6 2017-12

 전화번호7 02-598-1477  기부금단체 지정일8 2016-09-30

 소재지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59, 취선빌딩 7층호(당산동4가)

2.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
(단위 : 원)

 월별10  수입11  지출12  잔액13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1,941,700 2017년08월 4,505,000 6,091,935 129,145

2017년01월 10,505,000 14,661,990 -2,215,290 2017년09월 9,405,000 6,091,715 3,442,430

2017년02월 24,505,000 7,362,210 14,927,500 2017년10월 2,400,000 2,591,220 3,251,210

2017년03월 505,000 35,768,790 -20,336,290 2017년11월 3,400,000 6,091,110 560,100

2017년04월 22,505,000 11,092,265 -8,923,555 2017년12월 14,500,000 7,796,365 7,263,735

2017년05월 20,505,000 11,091,935 489,510 합계 122,645,000 117,322,965

2017년06월 505,000 2,591,715 -1,597,205

차기이월 - - 7,263,735

2017년07월 9,405,000 6,091,715 1,716,080

 지출월14  지급목적15  지급건수16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17
 금액18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 원)

2017-01 kava 가족의밤 행사 식대 1 S컨벤션뷔페 6,300,000

2017-01 사무국 임대료, 차량유류대, 통신비 외 11 8,361,990

2017-02 사무국 임대료, 차량유류대, 통신비 외 11 7,362,210

2017-03 서종면 폭력학대예방의날 기념행사비용 1 프렌즈엔터테인먼트 28,746,140

2017-03 사무국 임대료, 차량유류대, 통신비 외 11 7,022,650

2017-04 사무국 임대료, 차량유류대, 통신비 외 11 11,092,265

2017-05 사무국 임대료, 차량유류대, 통신비 외 11 11,091,935

2017-06 사무국 임대료, 차량유류대, 통신비 외 11 2,591,715

2017-07 사무국 임대료, 차량유류대, 통신비 외 11 6,091,715

2017-08 사무국 임대료, 차량유류대, 통신비 외 11 6,091,935

2017-09 사무국 임대료, 차량유류대, 통신비 외 11 6,091,715

2017-10 사무국 임대료, 차량유류대, 통신비 외 11 2,591,220

2017-11 사무국 임대료, 차량유류대, 통신비 외 11 6,091,110

2017-12 복합학대피해자대상 정책연구 비용 1 2,000,000

2017-12 사무국 임대료, 차량유류대, 통신비 외 11 5,796,365

 연도별19  지급목적20  수혜인원21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22
 금액23

2017  

사무국 사무실임대료(전기세포함) 5 (주)에이디피 17,160,000

세무자문, 기장수수료 5 신성회계법인, 한미회계법 2,805,000

후원금 모금서비스이용료 5 해피나눔 792,000

사무국 프린터 임대료 5 아이티유시스템 792,000

사무처 인터넷, 전화요금 5 주식회사케이티 924,000

우편료 등 공공요금 5 752,160

업무용 차량 유류대 3 3,528,480

CMS수수료 5 국민은행 50,875

협회 부회장 급여 1 이희엽 29,500,000



2017  

협회 사무국 인력 급여지급 4 임익모,김상필,김창민 외 17,431,426

사무국 회의비,회의 식비및 간식비, 사무용품비 외 업무추 5 6,540,884

kava 가족의밤 행사 식대 150 S컨벤션뷔페 6,300,000

서종면폭력학대예방의날 기념행사비용 500 프렌즈엔터테인먼트 28,746,140

복합학대피해자대상 정책연구 비용 200 2,000,000

합계 898 117,32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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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2018년  06월  29일

제출인: 박데이비드 (단체의 직인)           [인]    

 국 세 청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63호의7서식] <개정 2020. 4. 21.>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쪽)

1.기본사항

 법인명1 사단법인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2 *** - ** - *****

 대표자 성명3 강미혜  기부단체 구분 4 국내지정기부금단체

 전자우편주소 5 crasset2012@gmail.com  사업연도6 2016-12

 전화번호7 02-598-1477  기부금단체 지정일8 2016-09-30

 소재지9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174, 702호(서초동, 강남미래타워)

2.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
(단위 : 원)

 월별10  수입11  지출12  잔액13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0 2016년08월 0 0 0

2016년01월 0 0 0 2016년09월 0 0 0

2016년02월 0 0 0 2016년10월 39,663,000 38,663,000 1,000,000

2016년03월 0 0 0 2016년11월 1,000,000 1,405,500 594,500

2016년04월 0 0 0 2016년12월 3,000,000 1,652,800 1,941,700

2016년05월 0 0 0 합계 43,663,000 41,721,300

2016년06월 0 0 0

차기이월 - - 1,941,700

2016년07월 0 0 0

 지출월14  지급목적15  지급건수16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17
 금액18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 원)

2016-10 유모차는 가고싶다 행사 참가 3 베이비뉴스 주식회사 38,663,000

2016-11 2016 성폭력, 가정폭력 추방주간 기념식 참가_KAVA 2 여성가족부_아동여성폭력 1,405,500

2016-12 연말연시 물품후원 3 김천무지개쉼터,경기미래꿈 1,652,800

 연도별19  지급목적20  수혜인원21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22
 금액23

2016  폭력학대예방활동 및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4,827 베이비뉴스주식회사 및 김 41,721,300

합계 4,827 41,72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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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2017년  05월  10일

제출인: 강미혜 (단체의 직인)           [인]    

 국 세 청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