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63호의7서식] <개정 2020. 4. 21.>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쪽)

1.기본사항

① 법인명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215 - 82 - 093**

③ 대표자 성명 문희곤 ④ 기부단체 구분 국내지정기부금단체

⑤ 전자우편주소 ngosfi@ngosfi.org ⑥ 사업연도 2016-12

⑦ 전화번호 02-416-5524 ⑧ 기부금단체 지정일 2015-12-24

⑨ 소재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78-1, 2동(봉천동)

2.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

(단위 : 원)

⑩ 월별 ⑪ 수입 ⑫ 지출 ⑬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124,221,871 2016년08월 126,297,148 105,586,231 287,538,300 

2016년01월 152,846,136 -20,129,724 297,197,731 2016년09월 83,525,151 82,310,979 288,752,472 

2016년02월 98,196,773 115,844,172 279,550,332 2016년10월 74,618,800 134,766,885 228,604,387 

2016년03월 184,297,366 215,293,590 248,554,108 2016년11월 135,346,012 93,370,518 270,579,881 

2016년04월 113,572,711 74,599,519 287,527,300 2016년12월 142,847,077 147,147,774 266,279,184 

2016년05월 97,758,232 93,248,284 292,037,248 합계 1,392,653,652 1,250,596,339 　

2016년06월 113,143,046 80,929,643 324,250,651 
차기이월 - - 266,279,184

2016년07월 70,205,200 127,628,468 266,827,383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 원)

⑭ 지출월 ⑮ 지급목적 ⑯ 지급건수
⑰ 대표지급처명 

(단체명/개인)
⑱ 금액

2016-01 사업운영비 1 　 2,437,950 

2016-01 일반관리비 1 　 4,646,571 

2016-01 활동가지정후원금 1 　 3,602,000 

2016-01 타단체지원금 1 　 600,000 

2016-02 소나무장학회 장학금 지급 16 소나무장학회 44,908,750 

2016-02 사업운영비 1 　 5,373,097 

2016-02 일반관리비 1 　 8,211,420 

2016-02 활동가지정후원금 1 　 2,330,000 

2016-02 타단체지원금 1 　 1,550,000 

2016-03 사업운영비 1 　 5,107,245 

2016-03 일반관리비 1 　 6,484,220 

2016-03 영업외비용 1 　 49 

2016-03 활동가지정후원금 1 　 2,176,000 

2016-03 타단체지원금 1 　 1,735,324 

2016-04 사업운영비 1 　 6,928,199 

2016-04 일반관리비 1 　 7,194,660 

2016-04 활동가지정후원금 1 　 1,770,000 

2016-04 타단체지원금 1 　 650,000 

2016-05 사업운영비 1 　 11,793,976 

2016-05 일반관리비 1 　 4,131,860 

2016-05 활동가지정후원금 1 　 1,864,000 

2016-05 타단체지원금 1 　 3,550,000 

2016-06 사업운영비 1 　 6,925,505 

2016-06 일반관리비 1 　 6,599,185 

2016-06 영업외비용 1 　 23,400 

2016-06 활동가지정후원금 1 　 1,665,000 

2016-06 타단체지원금 1 　 550,000 

2016-07 사업운영비 1 　 8,585,672 



2016-07 일반관리비 1 　 7,070,230 

2016-07 활동가지정후원금 1 　 2,632,000 

2016-07 타단체지원금 1 　 550,000 

2016-08 소나무장학회 장학금 지급 13 소나무장학회 32,100,000 

2016-08 사업운영비 1 　 1,318,786 

2016-08 일반관리비 1 　 5,446,720 

2016-08 활동가지정후원금 1 　 2,369,000 

2016-08 타단체지원금 1 　 550,000 

2016-09 사업운영비 1 　 2,171,624 

2016-09 일반관리비 1 　 5,886,970 

2016-09 활동가지정후원금 1 　 2,183,000 

2016-09 타단체지원금 1 　 1,050,000 

2016-10 사업운영비 1 　 23,596,280 

2016-10 일반관리비 1 　 6,429,520 

2016-10 활동가지정후원금 1 　 1,903,000 

2016-10 타단체지원금 1 　 1,150,000 

2016-11 사업운영비 1 　 3,001,671 

2016-11 일반관리비 1 　 6,162,280 

2016-11 활동가지정후원금 1 　 2,235,000 

2016-11 타단체지원금 1 　 550,000 

2016-12 소나무장학회 장학금 지급 1 소나무장학회 2,000,000 

2016-12 사업운영비 1 　 40,675,804 

2016-12 일반관리비 1 　 28,449,669 

2016-12 영업외비용 1 　 400,572 

2016-12 활동가지정후원금 1 　 7,577,700 

2016-12 타단체지원금 1 　 550,000 

⑲ 연도별 ⑳ 지급목적
㉑ 

수혜인원

㉒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㉓ 금액

2016  

소나무장학회 장학금 지급 16 소나무장학회 79,008,750 

사업운영비 32,476 　 117,915,809 

일반관리비 32,476 　 96,713,305 

영업외비용 0 　 424,021 

활동가지정후원금 24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간사 32,306,700 

타단체지원금 0 KCOC, 위기관리재단, YWAM 등 13,035,324 

합계 　 64,992 　 339,403,909 

4.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단위 : 원)

㉔ 지출월 ㉕ 국가명 ㉖ 지급목적
㉗ 

지급건수

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㉙ 금액

2016-01 네팔 HIV/AIDS 아동결연, 양로원 운영, 
의료캠프 등 1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네팔 530,004 

2016-01 아이티
까사인초중등학교 운영,  
난민자활, 아동결연, 긴급구호 등 1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아이티 476,684 

2016-01 태국 연구센터 운영 1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센터 234,849 

2016-01 중국 옥수수농장 운영 1 전성진 3,688,280 

2016-01 인도 빈곤 아동 결연 1 무지개약속센터 1,739,600 

2016-01 시에라리온 빈곤 아동 결연 1 김상희 1,201,379 

2016-01 니제르 빈곤 아동 결연 1 JEMED 60,888 

2016-01 탄자니아 빈곤 아동 결연 1 기쁨의집 1,269,873 

2016-02 네팔 HIV/AIDS 아동결연,  양로원 운영, 
의료캠프 등 1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네팔 14,538,708 

2016-02 아이티 까사인초중등학교 운영,  
난민자활, 아동결연, 긴급구호 등 1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아이티 14,469,607 

2016-02 태국 연구센터 운영 1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센터 1,097,969 

2016-02 인도 빈민교육, 자활, 아동결연 1 쁘라야스 학습센터 2,491,150 

2016-02
남아프리카공

화국 직업훈련센터 장비교체 1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남아공 98,000 

2016-02 인도 빈곤 아동 결연 1 무지개약속센터 1,606,039 

2016-02 시에라리온 빈곤 아동 결연 1 김상희 1,467,703 

 



2016-02 니제르 빈곤 아동 결연 1 JEMED 807,659 

2016-02 인도 장애 아동 결연 1 미문특수학교 318,269 

2016-02 탄자니아 빈곤 아동 결연 1 기쁨의집 1,346,592 

2016-03 탄자니아 지하수개발 1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탄자니아 10,380,079 

2016-03 네팔 HIV/AIDS 아동결연,  양로원 운영, 
의료캠프 등

1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네팔 10,345,158 

2016-03 아이티 까사인초중등학교 운영,  
난민자활, 아동결연, 긴급구호 등

1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아이티 43,944,720 

2016-03 태국 연구센터 운영 1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센터 1,331,532 

2016-03 인도 빈민교육, 자활, 아동결연 1 쁘라야스 학습센터 4,288,231 

2016-03 남아프리카공
화국 직업훈련센터 장비교체 1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남아공 8,000 

2016-03 인도 빈곤 아동 결연 1 무지개약속센터 1,888,713 

2016-03 시에라리온 빈곤 아동 결연 1 김상희 1,354,005 

2016-03 니제르 빈곤 아동 결연 1 JEMED 432,101 

2016-03 인도 장애 아동 결연 1 미문특수학교 919,594 

2016-03 탄자니아 빈곤 아동 결연 1 기쁨의집 684,727 

2016-03 인도네시아 빈곤 아동 교육 지원 1 SMTK 고등학교 500,000 

2016-03 러시아 주민센터 건축 1 TSOY ALEXANDR 28,416,960 

2016-03 탄자니아 해외자원봉사활동_지하수탐사 1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탄자니아 23,359,720 

2016-03 인도 해외자원봉사활동_아동캠프 1 무지개약속센터 12,444,355 

2016-03 인도 해외자원봉사활동_아동캠프 1 러브인액션 12,395,011 

2016-03 아이티 해외자원봉사활동_예체능교육 1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아이티 19,927,017 

2016-03 네팔 해외자원봉사활동_아동캠프 1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네팔 18,320,274 

2016-04 탄자니아 지하수개발 1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탄자니아 17,190,157 

2016-05 네팔 HIV/AIDS 아동결연, 양로원 운영, 
의료캠프 등

1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네팔 12,130,588 

2016-05 아이티 까사인초중등학교 운영,  
난민자활, 아동결연, 긴급구호 등 1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아이티 17,619,037 

2016-05 태국 연구센터 운영 1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센터 1,471,627 

2016-05 인도 빈민교육, 자활, 아동결연 1 쁘라야스 학습센터 4,966,218 

2016-05
남아프리카공

화국 직업훈련센터 장비교체 1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남아공 8,000 

2016-05 인도 빈곤 아동 결연 1 무지개약속센터 419,452 

2016-05 시에라리온 빈곤 아동 결연 1 김상희 1,513,935 

2016-05 니제르 빈곤 아동 결연 1 JEMED 1,148,192 

2016-05 인도 장애 아동 결연 1 미문특수학교 1,149,951 

2016-05 탄자니아 빈곤 아동 결연 1 기쁨의집 425,872 

2016-05 인도네시아 빈곤 아동 교육 지원 1 SMTK 고등학교 500,000 

2016-06 탄자니아 지하수개발 1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탄자니아 21,227,378 

2016-06 네팔 HIV/AIDS 아동결연, 양로원 운영, 
의료캠프 등

1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네팔 12,273,499 

2016-06 아이티 까사인초중등학교 운영,  
난민자활, 아동결연, 긴급구호 등

1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아이티 18,311,354 

2016-06 태국 연구센터 운영 1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센터 671,079 

2016-06 인도 빈민교육, 자활, 아동결연 1 쁘라야스 학습센터 3,565,282 

2016-06 인도 빈곤 아동 결연 1 무지개약속센터 704,306 

2016-06 시에라리온 빈곤 아동 결연 1 김상희 1,456,344 

2016-06 니제르 빈곤 아동 결연 1 JEMED 1,049,586 

2016-06 인도 장애 아동 결연 1 미문특수학교 983,697 

2016-06 탄자니아 빈곤 아동 결연 1 기쁨의집 1,761,911 

2016-06 인도네시아 빈곤 아동 교육 지원 1 SMTK 고등학교 500,000 

2016-07 탄자니아 지하수개발 1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탄자니아 49,028,462 

2016-07 네팔 HIV/AIDS 아동결연,  양로원 운영, 
의료캠프 등 1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네팔 11,720,305 

2016-07 아이티
까사인초중등학교 운영,  
난민자활, 아동결연, 긴급구호 등 1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아이티 17,590,530 

2016-07 태국 연구센터 운영 1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센터 594,593 

2016-07 인도 빈민교육, 자활, 아동결연 1 쁘라야스 학습센터 8,456,897 

2016-07 인도 빈곤 아동 결연 1 무지개약속센터 3,878,197 

2016-07 시에라리온 빈곤 아동 결연 1 김상희 1,409,995 



2016-07 니제르 빈곤 아동 결연 1 JEMED 1,030,748 

2016-07 인도 장애 아동 결연 1 미문특수학교 854,541 

2016-07 탄자니아 빈곤 아동 결연 1 기쁨의집 978,248 

2016-07 인도네시아 빈곤 아동 교육 지원 1 SMTK 고등학교 500,000 

2016-07 중국
해외자원봉사활동_옥수수 농사  
지원 1 전성진 7,394,270 

2016-07 탄자니아 해외자원봉사활동_지하수탐사 1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탄자니아 3,037,600 

2016-08 탄자니아 지하수개발 1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탄자니아 18,871,633 

2016-08 네팔 HIV/AIDS 아동결연,  양로원 운영, 
의료캠프 등

1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네팔 10,185,884 

2016-08 아이티 까사인초중등학교 운영,  
난민자활, 아동결연, 긴급구호 등

1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아이티 22,340,962 

2016-08 태국 연구센터 운영 1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센터 728,071 

2016-08 인도 빈민교육, 자활, 아동결연 1 쁘라야스 학습센터 4,070,209 

2016-08 인도 빈곤 아동 결연 1 무지개약속센터 1,495,120 

2016-08 시에라리온 빈곤 아동 결연 1 김상희 1,514,977 

2016-08 니제르 빈곤 아동 결연 1 JEMED 748,302 

2016-08 인도 장애 아동 결연 1 미문특수학교 915,314 

2016-08 탄자니아 빈곤 아동 결연 1 기쁨의집 350,913 

2016-08 인도네시아 빈곤 아동 교육 지원 1 SMTK 고등학교 500,000 

2016-09 탄자니아 지하수개발 1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탄자니아 22,119,113 

2016-09 네팔 HIV/AIDS 아동결연,  양로원 운영, 
의료캠프 등 1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네팔 13,811,967 

2016-09 아이티
까사인초중등학교 운영,  
난민자활, 아동결연, 긴급구호 등 1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아이티 17,159,850 

2016-09 태국 연구센터 운영 1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센터 668,648 

2016-09 인도 빈민교육, 자활, 아동결연 1 쁘라야스 학습센터 5,571,690 

2016-09 인도 빈곤 아동 결연 1 무지개약속센터 2,228,792 

2016-09 시에라리온 빈곤 아동 결연 1 김상희 4,128,144 

2016-09 니제르 빈곤 아동 결연 1 JEMED 1,167,124 

2016-09 인도 장애 아동 결연 1 미문특수학교 1,039,796 

2016-09 탄자니아 빈곤 아동 결연 1 기쁨의집 590,758 

2016-09 인도네시아 빈곤 아동 교육 지원 1 SMTK 고등학교 500,000 

2016-10 탄자니아 지하수개발 1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탄자니아 50,197,267 

2016-10 네팔 HIV/AIDS 아동결연,  양로원 운영, 
의료캠프 등

1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네팔 10,243,809 

2016-10 아이티 까사인초중등학교 운영,  
난민자활, 아동결연, 긴급구호 등 1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아이티 28,841,715 

2016-10 태국 연구센터 운영 1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센터 1,002,495 

2016-10 인도 빈민교육, 자활, 아동결연 1 쁘라야스 학습센터 2,349,253 

2016-10
남아프리카공

화국 직업훈련센터 장비교체 1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남아공 1,529,900 

2016-10 인도 빈곤 아동 결연 1 무지개약속센터 892,007 

2016-10 시에라리온 빈곤 아동 결연 1 김상희 1,610,286 

2016-10 니제르 빈곤 아동 결연 1 JEMED 1,070,340 

2016-10 인도 장애 아동 결연 1 미문특수학교 1,056,666 

2016-10 탄자니아 빈곤 아동 결연 1 기쁨의집 369,539 

2016-10 인도네시아 빈곤 아동 교육 지원 1 SMTK 고등학교 500,000 

2016-11 탄자니아 지하수개발 1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탄자니아 18,289,859 

2016-11 네팔
HIV/AIDS 아동결연,  양로원 운영, 
의료캠프 등 1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네팔 16,195,640 

2016-11 아이티 까사인초중등학교 운영,  
난민자활, 아동결연, 긴급구호 등

1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아이티 19,986,259 

2016-11 태국 연구센터 운영 1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센터 619,744 

2016-11 인도 빈민교육, 자활, 아동결연 1 쁘라야스 학습센터 6,749,591 

2016-11 남아프리카공
화국 직업훈련센터 장비교체 1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남아공 9,033,884 

2016-11 인도 빈곤 아동 결연 1 무지개약속센터 2,711,739 

2016-11 시에라리온 빈곤 아동 결연 1 김상희 1,675,752 

2016-11 니제르 빈곤 아동 결연 1 JEMED 985,294 

2016-11 인도 장애 아동 결연 1 미문특수학교 1,117,657 



2016-11 탄자니아 빈곤 아동 결연 1 기쁨의집 294,834 

2016-11 인도네시아 빈곤 아동 교육 지원 1 SMTK 고등학교 500,000 

2016-12 탄자니아 지하수개발 1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탄자니아 23,638,526 

2016-12 네팔 HIV/AIDS 아동결연,  양로원 운영, 
의료캠프 등 1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네팔 10,918,612 

2016-12 아이티 까사인초중등학교 운영,  
난민자활, 아동결연, 긴급구호 등 1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아이티 17,160,388 

2016-12 태국 연구센터 운영 1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센터 1,135,849 

2016-12 중국 옥수수농장 운영 1 전성진 896,929 

2016-12 인도 빈민교육, 자활, 아동결연 1 쁘라야스 학습센터 2,583,304 

2016-12 인도 빈곤 아동 결연 1 무지개약속센터 2,328,806 

2016-12 시에라리온 빈곤 아동 결연 1 김상희 1,352,454 

2016-12 니제르 빈곤 아동 결연 1 JEMED 800,215 

2016-12 인도 장애 아동 결연 1 미문특수학교 1,125,934 

2016-12 탄자니아 빈곤 아동 결연 1 기쁨의집 2,500,320 

2016-12 인도네시아 빈곤 아동 교육 지원 1 SMTK 고등학교 500,000 

2016-12 인도 기타 해외사업 4 러브인액션 등 4,108,626 

㉚ 연도별 ㉛ 국가명 ㉜ 지급목적
㉝ 

수혜인원

㉞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㉟ 금액

2016 

러시아 주민센터 건축 300 TSOY ALEXANDR 28,416,960 

탄자니아 해외봉사활동_지하수탐사 1,000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탄자니아 23,359,720 

인도 해외자원봉사활동_아동캠프 24 무지개약속센터 12,444,355 

인도 해외자원봉사활동_아동캠프 50 러브인액션 12,395,011 

아이티 해외자원봉사활동_예체능교육 512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아이티 19,927,017 

네팔 해외자원봉사활동_아동캠프 100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네팔 18,320,274 

중국
해외자원봉사활동_옥수수 농사 
지원 200 전성진 7,394,270 

탄자니아 해외자원봉사활동_지하수탐사 500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탄자니아 3,037,600 

탄자니아 지하수개발 25,000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탄자니아 258,247,772 

네팔 HIV/AIDS 아동결연, 양로원 운영, 
의료캠프 등

3,117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네팔 135,317,286 

아이티 까사인초중등학교 운영, 난민자활, 
아동결연, 긴급구호 등

855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아이티 235,321,918 

태국 연구센터 운영 100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센터 10,437,775 

중국 옥수수농장 운영 200 전성진 4,585,209 

인도 빈민교육, 자활, 아동결연 300 쁘라야스 학습센터 47,186,424 

남아프리카공
화국

직업훈련센터 장비교체 60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남아공 10,677,784 

인도 빈곤 아동 결연 24 무지개약속센터 21,579,031 

시에라리온 빈곤 아동 결연 34 김상희 20,041,711 

니제르 빈곤 아동 결연 20 JEMED 10,184,670 

인도 장애 아동 결연 20 미문센터 10,454,414 

탄자니아 빈곤 아동 결연 10 기쁨의집 11,338,603 

인도네시아 빈곤 아동 교육 지원 50 SMTK 고등학교 6,416,000 

인도 기타 해외사업 50 러브인액션 등 4,108,626 

합계 　 32,526 　 911,19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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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03월  28일

제출인: 문희곤 (단체의 직인)      [인]     

국 세 청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