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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사단법인 아르콘
이사회 귀중

2019년 3월 22일

감사의견

우리는 별첨된 사단법인 아르콘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1
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운영성과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사단법인 아르콘의 재무제표는 당법인의 2018년 12월 31
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익법
인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
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당법
인으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
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
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단법인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당
법인을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
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사단법인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사단법인 아르콘의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
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
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
기준에 따라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
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
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ㆍ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
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
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ㆍ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
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ㆍ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
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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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
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
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
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
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사단법인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ㆍ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
가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
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
이션합니다.

기타사항

주석 17에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단법인 아르콘은 공익법인회계기준 부칙 제3
조에 따라 해당 기준이 최초 적용되는 당기의 재무제표에 대해 비교재무제표를 작성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361, 2층
삼도회계법인
대표이사 김 동 률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19년 3월 22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
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당법인의 재무제표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
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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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재 무 제 표

사단법인 아르콘

제 8(당) 기
2018년 01월 0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법인이 작성한 것입니다."
사단법인 아르콘 이사장 허 인 정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전

화)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63, 제2층 제1호
02-725-5524

-4-

재무상태표
제 8(당) 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사단법인 아르콘

(단위 : 원)

과

목

자

제 8(당) 기
통 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산

Ⅰ. 유동자산
(1) 당좌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매매증권

2,734,857,632

2,411,544,131

323,313,501

2,715,712,565

2,411,544,131

304,168,434

1,695,381,542

1,427,472,301

267,909,241

968,200,000

968,200,000

-

매출채권

34,438,408

-

34,438,408

미수금

13,729,985

11,939,380

1,790,605

선급금

1,260,000

1,260,000

-

당기법인세자산

2,702,630

2,672,450

30,180

(2) 재고자산

19,145,067

-

19,145,067

원재료

18,432,267

-

18,432,267

712,800

-

712,800

Ⅱ. 비유동자산

395,201,511

772,314,376

36,855,000

(1) 유형자산

204,346,003

198,096,003

6,250,000

상품

비품

69,507,900

63,257,900

6,250,000

감가상각누계액

(11,704,567)

(11,704,567)

-

시설장치

224,565,699

224,565,699

-

감가상각누계액

(78,023,029)

(78,023,029)

-

128,050,508

128,050,508

-

2,566,251

2,566,251

-

125,484,257

125,484,257

-

62,805,000

446,167,865

30,605,000

62,805,000

32,200,000

30,605,000

(2) 무형자산
특허권
소프트웨어
(3) 기타비유동자산
보증금
기타사업출연금
자

산

총

부

계

-

413,967,865

-

3,130,059,143

3,183,858,507

360,168,501

424,100,057

298,227,907

125,872,150

채

Ⅰ. 유동부채
외상매입금

16,467,400

-

16,467,400

미지급금

55,017,626

25,783,374

29,234,252

예수금

45,224,474

42,808,274

2,416,200

선수금

24,244,658

-

24,244,658

부가세예수금

26,747,021

195,176

26,551,845

256,398,878

229,441,083

26,957,795

83,469,397

75,123,519

8,345,878

퇴직급여충당부채(주석9)

330,351,950

297,364,290

32,987,660

퇴직연금운용자산(주석9)

(246,882,553)

(222,240,771)

(24,641,782)

연차충당금
Ⅱ. 비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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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Ⅲ.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부

채

순

총
자

계

제 8(당) 기
통 합

공익목적사업
15,246,793

기타사업

15,246,793

-

15,246,793

15,246,793

-

522,816,247

388,598,219

134,218,028

50,000,000

50,000,000

-

산

Ⅰ. 기본순자산(주석10)
기본재산

50,000,000

50,000,000

-

2,557,242,896

2,745,260,288

225,950,473

-

-

413,967,865

2,557,242,896

2,745,260,288

(188,017,392)

-

-

-

계

2,607,242,896

2,795,260,288

225,950,473

부채및순자산총계

3,130,059,143

3,183,858,507

360,168,501

Ⅱ. 보통순자산(주석10)
기타사업출연금
잉여금
Ⅲ. 순자산조정
순

자

산

총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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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성과표
제 8(당)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단법인 아르콘
과
Ⅰ. 사업수익

(단위 : 원)
목

제 8(당) 기
통 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10,278,087,914

8,700,036,144

1,578,051,770

보조금수익

4,663,327,109

4,663,327,109

-

기부금수익

3,974,135,396

3,974,135,396

-

제품매출

1,261,424,716

-

1,261,424,716

상품매출

60,015,156

-

60,015,156

임대료수입

89,265,911

-

89,265,911

229,919,626

62,573,639

167,345,987

Ⅱ. 사업비용(주13)

11,182,889,889

9,446,697,347

1,736,192,542

(1) 사업수행비용

8,598,469,622

8,598,469,622

-

기타매출

청년취창업지원사업

7,935,351,945

7,935,351,945

-

문화예술매개지원사업

342,465,003

342,465,003

-

인식개선사업

261,395,940

261,395,940

-

기타지원사업

59,256,734

59,256,734

-

(2) 일반관리비용

848,227,725

848,227,725

-

급여

335,702,523

335,702,523

-

퇴직급여

138,584,793

138,584,793

-

복리후생비

78,701,266

78,701,266

-

여비교통비

3,973,720

3,973,720

-

통신비

6,977,788

6,977,788

-

148,620

148,620

-

1,372,443

1,372,443

-

세금과공과금

83,170,528

83,170,528

-

지급임차료

17,782,328

17,782,328

-

수도광열비
전력비

수선비

5,465,000

5,465,000

-

보험료

39,599,712

39,599,712

-

운반비

2,075,000

2,075,000

-

교육훈련비

3,801,060

3,801,060

-

도서인쇄비

1,311,628

1,311,628

-

회의비

7,391,060

7,391,060

-

소모품비

3,909,520

3,909,520

-

지급수수료

118,060,736

118,060,736

-

광고선전비

200,000

200,000

-

1,736,192,542

-

1,736,192,542

(904,801,975)

(746,661,203)

(158,140,772)

Ⅳ. 사업외수익

19,332,807

5,163,762

14,169,045

이자수익

1,363,581

1,108,362

255,219

(3) 기타사업비용
Ⅲ. 사업이익(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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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배당금수익
잡이익

제 8(당) 기
통 합

공익목적사업
1,278,720

기타사업

1,278,720

-

16,690,506

2,776,680

13,913,826

300,444,044

298,375,385

2,068,659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89,300,000

89,300,000

-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198,600,000

198,600,000

-

9,127,930

9,127,930

-

40,131

-

40,131

3,375,983

1,347,455

2,028,528

Ⅵ.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

-

-

Ⅶ.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41,933,648

41,933,648

-

(1,143,979,564)

(997,939,178)

(146,040,386)

-

-

-

(1,143,979,564)

(997,939,178)

(146,040,386)

Ⅴ. 사업외비용

유형자산처분손실
외환차손
잡손실

Ⅷ. 법인세비용차감전당기운영이익(손실)
IX. 법인세비용
X. 당기운영이익(손실)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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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당기말 2018년 12월 31일 현재

사단법인 아르콘

1. 사단법인의 개요

사단법인 아르콘(이하 "당법인")은 기업 공공자원의 개발과 예술단체· 복지현장과의
파트너십 매개를 통해 문화예술의 확산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아 2011년 4월 14일 설립된 비영리 지정기부
단체입니다.

당법인은 우리 사회 각 영역의 자원을 개발하고 실천을 매개하여 문화의 가치를 확산
하고 '문화가 힘인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공공, 민간 및 예술단체 등 각 영역
의 자원 개발과 매개', '예술단체, 예술가의 창작 활동과 사회 기여 확대', '소외계층
의 문화예술 교육과 향유 기회 확대', '창의 인재 발굴 및 육성', '사회적 약자의 성장,
치유 및 자립 지원, '사회 소통 증진과 지역 공동체 강화' 및 '문화예술과 사회적 약자
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을 미션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당법인은 2017년 12월 8일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기준 제6조에 따라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
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9-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단기매매증권

(3) 추정과 판단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
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
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
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3. 유의적 회계정책

당법인이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부문 구분 표시

당법인은 공익목적사업회계와 기타사업회계로 구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
며,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익과 비용은 공익목적사업회계로 처리하고, 기타사업수
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기타사업회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구분 작성 시 공익목적사업에서 출자한 기타사업의 자본금의 경우 공익
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의 재무상태표에서 각각 기타사업투자금, 기타사업자본금의 과
목으로 하여, 비유동자산과 순자산으로 분류하였으며 통합 재무상태표에서는 표시되
지 않습니다.

(2) 현금및현금성자산

당법인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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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
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및현금성자
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 금융상품

① 공통사항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당법인이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
표에 인식하고,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취득(발행
)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차감)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유가증권을 제외하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법인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
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의 인식, 측정 및 환입은 아래의 유가증권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을 준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가증권을 제외한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은 합리
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
다.

② 유가증권

당법인은 유가증권의 취득목적과 보유의도 및 능력에 따라 취득하는 시점에 만기보
유증권, 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고 매 보고기간말마다 분류의 적정
성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은 단기
매매증권으로, 그리고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
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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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법인은 후속 측정 시 만기보유증권을 상각후원가로 평가하고, 만기보유증권의 만
기액면금액과 취득원가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고 있습니다.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
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는 시장가격을 공정가치로
보며 시장가격은 보고기간말 현재의 종가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가격이 없는 채무증
권의 경우에는 미래현금흐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공신력 있는 독립된 신용평가
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을 적절히 감안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공정가치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장성이 없는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펀드운용회사가 제시하는 수익증권의 매매기준가격을 공정가치로 하고 있
습니다.

당법인은 단기매매증권의 미실현보유손익을 당기손익항목으로 처리하고, 매도가능
증권의 미실현보유손익을 순자산조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당해 매도가능증권을 처
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단기매매증권과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매도 등에 의하여 처
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매도가능증권과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만기보유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법인은 손상차손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매 보고기간말마다 평가
하여 유가증권의 회수가능액이 채무증권의 상각후원가 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보
다 작은 경우에는 손상차손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손상차손을 인식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의 회복이 손상차손 인식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만기보유증권 또는 원가로 평가하는 매도가능증
권의 경우 당초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의 상각후원가(매도가
능증권의 경우 취득원가)를 한도로 당기이익을 인식하며,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매도
가능증권의 경우에는 이전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 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
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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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형자산

당법인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산정 시,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시점에 지
급한 구입가격 또는 제작원가에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
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교환, 현물출자, 증여, 그 밖의 무상
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
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인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원상을 회복시
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산의 물리적 손상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하여 자산의 회수가능
가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
하고, 그 차액을 당기 손상차손으로 비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자산이 사용가능 한 때부터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
액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비품

5년

시설장치

5년

유형자산의 제거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은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으로 결정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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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형자산
당법인은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취득원가(당해 무형자산의 구입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로 측정하고있습니다. 무형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아래의 추정내용연수와 정액법에 따라 산정된 상각누계액을 차
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특허권

5년

소프트웨어

5년

(6) 순자산

당법인은 순자산을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및 순자산조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본순자산은 법령, 정관 등에 의해 사용이나 처분시 주무관청 등의 허가가 필요한
순자산입니다. 순자산조정은 순자산 가감성격의 항목으로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등이 포함됩니다. 보통순자산은 기본순자산이나 순자산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순자산
입니다.

(7) 수익인식

당법인의 수익은 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 이자수익, 배당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
니다.

당법인은 현금이나 현물을 기부 받는 경우 실제 기부를 받는 시점에 기부금 수익을
인식하고, 제공받은 효익의 형태에 따라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 회계처리하
고있습니다. 기부금 수익은 기부 당시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기부
금등이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
로인식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수익은 실제 현금이나 현물을 지급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해당 보조
금이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
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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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배당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된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8) 퇴직급여

당법인은 보고기간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
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9)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당법인은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당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고
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있
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액은 운영성과표에 비용으로 계상하며, 동 준비금
은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 이내
에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미사용액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어 부과됩니다.

(10) 공통 자산ㆍ부채ㆍ수익ㆍ비용의 배분

당법인은 자산 또는 부채항목, 수익 또는 비용항목이 복수의 활동과 관련되는 경우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활동 간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11) 법인세등

당법인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부담할 금액을 법인세등으로 계
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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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

당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은 없습니다.

5. 현물기부

당기 중 당법인이 현물로 기부받은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내역

금액

기부자

기념품

3,643,688

합계

3,643,688

㈜엘지생활건강

6.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의 비교

당기말 당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계정명

회사명

주식수

취득원가

단기매매증권

카카오

9,400

1,117,153,964

968,200,000

968,200,000

(148,953,954)

1,117,153,964

968,200,000

968,200,000

(148,953,954)

합계

공정가치

장부금액

누적평가손익

비고

(*) 상기 유가증권은 전기 이전에 현물 기부를 통해 취득하였으며 공익목적사업을 위
하여 보유중입니다.

7. 유형자산

당기말 현재 당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의 재평가 차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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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차입금 등 현금 등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

당기말 당법인이 현금 등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분

금액

주요 내용

미지급금

55,017,626

4대보험료 회사부담분 등

예수금

45,224,474

소득세 및 4대보험 예수금

부가세예수금

26,747,021

부가가치세 예수금

합계

126,989,121

9. 퇴직급여충당부채

(1) 당기말 현재 당법인의 퇴직급여충당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분

금액

퇴직급여충당부채

330,351,950

퇴직연금운용자산

(246,882,553)

잔액

83,469,397

(2) 당기 중 당법인의 퇴직급여충당부채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분
퇴직급여충당부채

기초잔액
233,970,279

퇴직급여설정액
197,639,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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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지급액
101,258,159

기말잔액
330,351,950

(3) 당기말 현재 퇴직연금운용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금액

보통예금

246,882,553

10. 순자산의 변동

당기중 순자산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통 합
구 분

공익목적사업부문
보통순자산

보통순자산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기본순자산
출연금

당기초

기타사업부문
기본순자산

잉여금

잉여금

출연금

잉여금

50,000,000

-

3,701,222,460

50,000,000

3,743,199,466

-

-

-

152,012,761

-

-

-

-

152,012,761

-

50,000,000

152,012,761

3,701,222,460

50,000,000

3,743,199,466

-

152,012,761

(41,971,806)

기타사업출연금 증가

-

261,955,104

-

-

-

-

261,955,104

-

당기운영이익

-

-

(1,143,979,564)

-

(997,939,178)

-

-

(146,040,386)

50,000,000

413,967,865

2,557,242,896

50,000,000

2,745,260,288

-

413,967,865

(188,012,192)

회계정책변경효과
수정후순자산

당기말

(41,977,006)

11. 특수관계인과의 중요한 거래의 내용

(1) 당기 중 특수관계인과의 중요한 거래내역 및 채권ㆍ채무 내역은 존재하지 않습니
다.

(2) 당기 중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급여, 퇴직급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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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요거래의 내역

당기 중 단일 거래처로부터 발생한 거래규모가 총자산 또는 사업수익금액의 10% 이
상인 주요 거래처 및 거래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거래처명

계정과목

거래금액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보조금수익

4,500,000,000

국고보조금

㈜신한은행

기부금수익

2,450,000,000

기부금

김범수

기부금수익

1,125,000,000

기부금

합계

거래내용

8,075,000,000

13. 사업비용

운영성과표 상 사업비용을 성격별로 구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 분

분배비용

인력비용

공익목적사업비용

6,611,449,653

2,543,809,611

24,768,391

266,669,692

9,446,697,347

사업수행비용

6,611,449,653

1,987,019,969

-

-

8,598,469,622

청년취창업지원사업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 계

5,964,331,976

1,971,019,969

-

-

7,935,351,945

문화예술매개지원사업

338,465,003

4,000,000

-

-

342,465,003

인식개선사업

249,395,940

12,000,000

-

-

261,395,940

기타지원사업

59,256,734

-

-

-

59,256,734

-

556,789,642

24,768,391

266,669,692

848,227,725

일반관리비용
기타사업비용
합 계

214,476,672

633,878,731

88,613,903

799,223,236

1,736,192,542

6,825,926,325

3,177,688,342

113,382,294

1,065,892,928

11,182,889,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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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공한 담보 및 보증의 주요 내용

당기말 당법인이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 및 담보 내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5. 소송사건

당기말 당법인이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6.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수정에 관한 사항

전환일 시점인 2018년 1월 1일 현재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회계정책 변경
의 효과가 당법인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분
과거 회계기준

총자산

총부채

4,237,234,717

총순자산

486,012,257

조정액 :
보통순자산
공익법인회계기준

3,751,222,460
-

152,012,761

-

152,012,761

4,389,247,478

486,012,257

3,903,235,221

17. 비교재무제표

공익법인회계기준 부칙 제3조에 따르면 공익법인회계기준 최초 적용시 비교재무제
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법인은 비교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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