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서식] <개정 2022. 3. 18.>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쪽)

1. 기본사항
①  법인명 재단법인 한국미술재단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368-82-00426

③  대표자 성명 황의록 ④  공익법인등 구분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⑤  전자우편주소 artversekaf@gmail.com ⑥  사업연도 2022

⑦  전화번호 02-6489-8608 ⑧ 공익법인등 지정일 2022.3.31

⑨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8 화선빌딩 2층 아트버스카프 

 2.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
(단위: 원)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8월 50,000 58,969,630 176,991,54

1월 336,000,000 2,511,480 388,488,520 9월 1,050,000 18,590,082 159,450,972

2월 1,000,000 16,289,880 318,198,640 10월 7,050,000 21,393,695 145,107,277

3월 - 14,217,422 303,981,218 11월 50,000 16,096,607 129,060,670

4월 16,500,000 121,894,027 198,587,191 12월 3,000,000 16,960,498 115,100,172

5월 15,100,000 24,405,234 189,281,957 합계 481,850,000 366,749,828 115,100,172

6월 102,050,000 17,122,234 274,209,723
차기이월 - - 69,183,704

7월 - 38,299,039 235,910,684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1월 전시 지원 66 신동권 외 2,511,480

2월 전시 지원 114 세종 C&P 외 16,289,880

3월 전시 지원 118 세종 C&P 외 14,217,422

4월 전시 지원 80 서울아트가이드 외 28,894,027

4월  작가들의 세계여행 사업비 15 비단길 여행 93,000,000

5월 학교 안 작은 미술관 사업비 2 제이플아트 외 4,698,500

5월 전시 지원 82 세종 C&P 외 19,706,734

6월 전시 지원 36 조미화 외 17,122,234

7월 학교 안 작은 미술관 사업비 1 준스카피앤디자인 19,200,000

7월 전시 지원 38 이윤정 외 19,099,039

8월 찾아가는 전시 사업비 1 태극 아트 825,000

8월 학교 안 작은 미술관 사업비 3 솜씨 기획 외 40,909,000

8월 전시 지원 45 최윤희 외 17,235,630

9월 전시 지원 39 박재웅 외 18,590,082

10월 전시 지원 45 조수정 외 19,491,695

10월 학교 안 작은 미술관 사업비 4 이미경 외 1,902,000

11월 전시 지원 31 우상호 외 16,096,607

12월 전시 지원 71 민해정수 외 16,960,498

 연도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2022

전시 지원 115 신동권 외 94,124,914

찾아가는 전시 사업비 4,000 태극 아트 외 825,000

학교 안 작은미술관 사업비 34,767 솜씨 기획 외 178,799,914

작가들의 세계여행 사업비 24 비단길 여행 93,000,000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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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

니다.

                    2023   년    3 월    13  일

제출인:                     재단법인 한국미술재단              (공익법인등의 직인)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