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서식]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1. 기본사항
①  법인명 유덕레미콘장학회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221-82-06572

③  대표자 성명 이     광     영 ④  공익법인등 구분 민법상비영리법인

⑤  전자우편주소
yudurc@naver.com
www.yuduck.com

⑥  사업연도 2019. 01.01∼2019. 12.31 

⑦  전화번호 033-261-7471 ⑧ 공익법인등 지정일 1996-04-09

⑨ 소재지 강원도 춘천시 퇴계공단길 49-7

 2.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
(단위: 원)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8월

1월 9월

2월 10월

3월 11월

4월 12월 50,000,000 50,000,000 -

5월 합계

6월
차기이월 - -

7월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2019-12 교육청 허가 받아 기본재산으로 편입 1 재단법인유덕레미콘장학회 50,000,000

 연도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2019-12
교육청 허가 받아 기본재산으로 편입 1 재단법인유덕레미콘장학회 50,000,000

합 계 1 5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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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년 06 월 22 일

제출인: 재단법인 유덕레미콘장학회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mailto:yudurc@naver.com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서식]  <개정 2021. 3. 16.>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1. 기본사항
①  법인명 유덕레미콘장학회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221-82-06572

③  대표자 성명 이     광     영 ④  공익법인등 구분 민법상비영리법인

⑤  전자우편주소
yudurc@naver.com
www.yuduck.com

⑥  사업연도 2020. 01.01∼2020. 12.31 

⑦  전화번호 033-261-7471 ⑧ 공익법인등 지정일 1996-04-09

⑨ 소재지 강원도 춘천시 퇴계공단길 49-7

 2.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
(단위: 원)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8월

1월 9월

2월 10월

3월 11월

4월 12월 50,000,000 50,000,000 -

5월 합계

6월
차기이월 - -

7월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2020-12 교육청 허가 받아 기본재산으로 편입 1 재단법인유덕레미콘장학회 50,000,000

 연도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2020-12
교육청 허가 받아 기본재산으로 편입 1 재단법인유덕레미콘장학회 50,000,000

합 계 1 5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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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년 03 월 23 일

제출인: 재단법인 유덕레미콘장학회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mailto:yudurc@naver.com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서식]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1. 기본사항
①  법인명 유덕레미콘장학회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221-82-06572

③  대표자 성명 이     광     영 ④  공익법인등 구분 민법상비영리법인

⑤  전자우편주소
yudurc@naver.com
www.yuduck.com

⑥  사업연도 2021. 01.01∼2021. 12.31 

⑦  전화번호 033-261-7471 ⑧ 공익법인등 지정일 1996-04-09

⑨ 소재지 강원도 춘천시 퇴계공단길 49-7

 2.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
(단위: 원)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8월

1월 9월

2월 10월

3월 11월

4월 12월 50,000,000 50,000,000 -

5월 합계

6월
차기이월 - -

7월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2021-12 교육청 허가 받아 기본재산으로 편입 1 재단법인유덕레미콘장학회 50,000,000

 연도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2021-12
교육청 허가 받아 기본재산으로 편입 1 재단법인유덕레미콘장학회 50,000,000

합 계 1 5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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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년 03 월 17 일

제출인: 재단법인 유덕레미콘장학회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mailto:yudurc@naver.com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서식]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1. 기본사항
①  법인명 유덕레미콘장학회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221-82-06572

③  대표자 성명 이     광     영 ④  공익법인등 구분 민법상비영리법인

⑤  전자우편주소
yudurc@naver.com
www.yuduck.com

⑥  사업연도 2022. 01.01∼2022. 12.31 

⑦  전화번호 033-261-7471 ⑧ 공익법인등 지정일 1996-04-09

⑨ 소재지 강원도 춘천시 퇴계공단길 49-7

 2.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
(단위: 원)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8월

1월 9월

2월 10월

3월 11월

4월 12월 50,000,000 50,000,000 -

5월 합계

6월
차기이월 - -

7월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2022-12 교육청 허가 받아 기본재산으로 편입 1 재단법인유덕레미콘장학회 50,000,000

 연도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2022-12
교육청 허가 받아 기본재산으로 편입 1 재단법인유덕레미콘장학회 50,000,000

합 계 1 5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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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월 06 일

제출인: 재단법인 유덕레미콘장학회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mailto:yudurc@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