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발 앞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뛰어난 인재발굴을 위해  

변화와 혁신을 모색하는 운경재단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주실 여러분을  

운경재단 후원회원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재단법인 운경재단은 지난 24년간 故 雲耕 李載灐 전 국회의장의 유지에 따라 후학양성에 매

진하고 있습니다. 1993년 창단 이래 저희 운경재단은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학자금을 지원

해주는 ‘운경장학’사업, 사회발전에 공헌도가 놓은 석학을 후원하는 ‘운경상’ 수여 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사회인사를 초청하여 의견을 나누는 좌담회인 ‘운경사랑방’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경

재단의 후원으로 850여명의 장학생과 5명의 운경상 수상자가 배출되었으며, 이미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재로 대한민국의 든든한 미래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운경재단은 고 운경 이재형 선생의 유지를 따르는 가족들이 출원한 사재를 기반으로 하여 창

단되었습니다만, 운경재단과 뜻을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격려가 없었다면 사반세기에 가

까운 시간을 끊임없이 달려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 운경재단이 급변하는 사회, 경제적 

위기상황을 이겨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어진 사명을 위해 매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여러분께서 보여주시는 지원과 

응원은, 운경재단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적인 화합을 이끄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운경재단을 후원해주시는 후원자 여러분께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자기발전에 애쓰고 있는 

가능성있는 젊은 인재를 함께 양성하는 기쁨을 함께 누리실 수 있는 외에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 운경재단에서 기획, 운영하는 정기 좌담회인 운경사랑방과 운경고택의 다채로운 문화

행사에 초대됩니다.  

- 운경재단에서 발간하는 출판물을 할인된 가격으로 접하실 수 있습니다. 

- 운경고택 대관 시 특별 할인율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경재단의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후의와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국가와 사회

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과 올바른 가치확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운경재단이 되

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8월 

재단법인 운경재단 이사장 

이 두 용 



운 경 재 단 후 원 회 가 입 신 청 서  

 

운경재단을 후원하는 운경재단 후원회가입을 환영합니다. 

후원회 가입절차 및 세제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원회 가입방법] 

아래의 후원약정서를 작성하시고, 별첨하는 KSNET  자동이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 신청서를 사용하시면 매월 일정 금액의 후원금을 자동이체방식으로 편리하게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원하지 않으시는 후원자께서는 신한은행 140-010-670260 (예금주: 

운경재단)으로 송금해주시면 됩니다.  

 

[후원금의 세제혜택] 

운경재단에 기부해 주신 소중한 후원금에는 다음과 같은 세제혜택이 적용됩니다.  

운경재단에 납부하신 후원금에 대해서는 운경재단이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신 후 

- 개 인: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 법 인: 기부금 회계처리후 법인세 신고 시 제출 하시면 됩니다.  
 

기부에 따른 공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기부자 인정 한도액 100% 

내에서 일괄적으로  

세액 공제율 15% 적용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 공제대상 

법인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50%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대상 
 

(참고) 2016년부터 개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3,000만원 이하 금액 : 세액공제율 15% / 3,000만원 초과 금액 : 세액공제율 30%  

법정기부금은 기부자 소득금액 100% 세액공제 

 

 

[운경재단 후원 약정서] 

성명 

(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으실 분으로 기재 

연락처 

우편물 수령 주소    □자택   □직장  

주소 : 

휴대폰 :              전화(자택/직장) : 

직장명 :              부서:                직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