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귀속 한빛누리공익기금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안녕하세요. 한빛누리재단 입니다.

2018년 한해 동안 한빛누리공익기금으로 기부금을 보내주신 후원자분들께

저희 60개 협력단체를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한빛누리재단도 보내주신 뜻에 따라 밝고 따뜻한 세상을 함께 꿈꾸며, 

앞으로도 더욱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래 2018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안내를

드리니,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올바른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후원자님 정보를 확인하세요.

올 한해를 지나는 동안 이사를 하셨거나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신 등 개인 정보가 변경된

분들은 꼭 변경신청 해주세요. 변경은 해당 후원단체(2페이지 전화번호 안내 참조) 또는

한빛누리(02-924-0240)로 연락주시거나,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직접 변경 가능합니다. 

- 기한 : 2018년 12월 31일(월요일) 까지

- 확인필요 정보 :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거주지주소

- 아래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후원정보 확인’ 배너를 통해서 기부내역 확인도 가능합니다.

2.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을 기억하세요!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내역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료 다운로드 기간 : 2019년 1월 15일 부터 조회 및 다운로드 가능

2) 기부금영수증 개별 발급

- 아래 ‘기부금영수증 발급’ 배너를 통해 직접 조회하여 발급 가능

- 발급방법 : 휴대폰 본인확인을 통해 후원정보 조회 <3-4페이지 자세한 안내 참조>

- 후원단체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가 상이할 경우 조회 불가능, 후원단체로 문의.

- 2019년 1월 14일부터 이용가능합니다.

3) 우편/팩스/이메일 수령

- 인터넷 발급 이용이 어려운 경우, 후원단체로 직접 발급 요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한빛누리공익기금 기부금은 한빛누리재단‘종교단체기부금(코드41)’에 해당됩니다.

- 귀속기간 :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 발급대상 : 한빛누리공익기금 정기 또는 비정기 후원자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정보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 후원자. (주민등록번호 오류 또는 미등록 후원자는 미발급됨)

- 기부금영수증 발급 미신청자 중 발급을 원하실 경우, 발급신청 필요합니다.

★ 한빛누리공익기금은투명하고건강한 기부문화를위하여

후원자명임의변경 또는 타인명의로의 발급을허용하지 않습니다.



한빛누리공익기금 안내!

한빛누리공익기금이뭐에요?

투명하고건전한 NPO가 되기를 꿈꾸는 사회-문화-선교단체들과 (재)한빛누리의협력 하에
운영되는공동기금입니다. CMS후원금 출금 시 후원자님계좌에 기재되는출금명으로자주
확인하셨을것 같습니다. 공동모금시스템을통해 한빛누리로 1차 집금이완료되면, 지정후원
하시는 단체로전달되어 단체가담당하는소중한 사업에 사용되도록합니다. 

한빛누리공익기금사업의협력단체는 투명함과건강함을지향하며 매년재정 및 활동 상황을
공개할 의무를갖고 성실하게수행하고 있습니다.

한빛누리공익기금의 60개협력단체[이름순]를소개합니다.
**아래번호로통화연결이되지않을경우, 한빛누리재단공익기금사업팀 (☎ 02-924-0240)으로연락주시면도움을드리겠습니다.

감사와동행 02-537-5459

개척자들 031-771-5072

공의정치포럼 02-888-3970

과학과신학의대화 070-4320-2123

교회개혁실천연대 02-741-2793

국제전문인도시건축봉사단 02-306-1416

기독교반성폭력센터 02-364-1994

기독교정치사회연구소 010-9142-4569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02-6458-3456

기독교환경교육센터살림 070-7756-0226

기독법률가회 070-8883-2062

기독연구원느혜미야 070-8260-0208

기독청년아카데미 02-764-4116

꽃다운친구들 070-4848-2959

나들목가족도서관 02-921-4085

나들목꿈틀공부방 070-7100-1257

나들목바하밥집 070-7100-1274

뉴스앤조이 02-744-4116

다.세.연 02-3446-6807

대한민국교육봉사단 070-4351-5522

드림 010-8545-0084

목회멘토링사역원 070-8766-2312

복음과상황 02-744-3010

부흥한국 02-824-3330

북스인터내셔널 070-4154-1390

빅퍼즐커뮤니티 070-8283-9897

생명평화마당 02-6080-6219

성서한국 02-734-0208

세미한소리국악선교단 02-2688-1911

스타선교회 02-520-0877

아름다운배움 070-4205-1525

아시아언어문화연구소 070-8676-3028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031-625-0850

아시아프로제리아 070-8129-6767

아프리카인사이트 02-6082-0801

안디옥미션 010-3834-6923

알트랩 010-3261-7745

에코팜므 02-6482-0314

여성소망센터(WHC) 054-241-4673

연세대법전원공익기금 010-2561-9305

예수살기 02-747-3191

옮김 070-4465-2265

와우CCM인터넷선교회 02-6497-2969

인액터스코리아 010-4643-8184

정치교육연구원 070-8867-1253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02-363-9190

청어람아카데미 02-319-5600

춤추는평화 010-4349-7490

코리아통합연구원 02-773-7576

판소리공장바닥소리 070-4407-8552

팜트리선교회 02-6093-1000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02-6351-0904

평화와통일을위한연대 02-888-3970

하나복DNA네트워크 070-4042-2800

함께나눔큰나무 031-314-7809

핸즈에듀쉐어 031-906-7930

희년함께 02-736-4907

LifeHope기독교자살예방센터

070-8749-2114

LFAN(Love For All Nations)

010-9479-8480

NPOpia 070-7767-9847

한빛누리재단은?

하나님 나라를위해 변혁적삶을 사는 이들을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서로를 연결하며,
이 땅의 변혁가들과함께 하는전략발전소입니다.  
누리집주소 www.brightfund.org

문의 한빛누리공익기금사업팀
T. 02-924-0240   /    E. thebrightfd@gmail.com



기부금영수증개별발급서비스이용 방법

1) 후원자 개인정보 입력

후원자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등을입력하여, 
본인인증절차를거치게
됩니다.

2) 휴대폰 본인인증

가입된통신사를선택후, 
본인인증을시작하면
절차에따라본인인증을
하게됩니다.

3) 후원내역 확인

본인인증이완료되면, 
후원내역을확인할수
있게됩니다.
후원단체, 출금정보등이
기본적으로확인됩니다.

후원자본인의
등록된정보를
확인하고수정가능

상세한기부내역을확인하고, 
기부금영수증을발급할수있음



4) 개인정보 수정

후원자본인의
기부금영수증정보를
확인하고,
기본정보를수정할수
있습니다.

5) 기부금 내역 확인 및 기부금영수증 출력

해당연도를선택하면
해당기부내역이조회됨.

출력을원하는해당
연도의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도록처리됨.
출력창으로연결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