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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재단법인 동그라미재단

이사회 귀중

감사의견

우리는 재단법인 동그라미재단(이하 "재단")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19년 12월 31일과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

되는 양 보고기간의 운영성과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을 포함한 재무

제표의 주석으로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재단의 재무제표는 재단법인 동그라미재단의 2019년 12

월 31일과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운영성과를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

다.

감사의견 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재단

으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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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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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계속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재단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재단

을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

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재단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재단의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

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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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

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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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계속

-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

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

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재단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

케이션합니다.

2020년 1월 31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

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재단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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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주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권 장 시



(첨부)재 무 제 표

재단법인 동그라미재단

제 8 기

2019년 01월 0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제 7 기

2018년 01월 0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 재단이 작성한 것입니다."

재단법인 동그라미재단 이사장 최성호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6, 13층(서소문동, 동화빌딩 본관)

(전   화) 02-3470-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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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상 태 표

제 8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제 7 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재단법인 동그라미재단 (단위:원)

과                   목
제 8 기 제 7 기

통          합 통          합

자산

Ⅰ.유동자산 43,194,753,639 41,909,731,682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2,4) 2,105,091,869 867,618,280 

   단기금융상품(주석2,5) 40,308,724,653 40,204,242,462 

   미수수익 541,902,707 651,195,050 

   당기법인세자산(주석2,9) 239,034,410 186,675,890 

Ⅱ.비유동자산 95,568,606,570 76,474,422,732 

 1. 투자자산 95,500,000,000 76,400,000,000 

   장기금융상품(주석2,3,5) 30,000,000,000 30,000,000,000 

   매도가능증권(주석2,3,6,10) 65,500,000,000 46,400,000,000 

 2. 유형자산(주석2,7) 30,521,570 36,315,732 

   비품 46,928,680 39,982,920 

   감가상각누계액 (37,142,488) (32,699,548)

   시설장치 37,738,850 37,738,850 

   감가상각누계액 (17,003,472) (8,706,490)

 3. 무형자산(주석2,8) - 22,000 

   컴퓨터소프트웨어 - 22,000 

 4. 기타비유동자산 38,085,000 38,085,000 

   임차보증금 37,595,000 37,595,000 

   기타보증금 490,000 490,000 

자산 총계 138,763,360,209 118,384,154,414 

부채

Ⅰ.유동부채 57,084,476 18,509,468 

   미지급금 45,697,410 4,130,528 

   미지급비용 4,545,446 6,108,450 

   예수금 6,841,620 8,270,490 

Ⅱ.비유동부채 14,444,044 22,540,373 

   퇴직급여충당부채(주석2,9) 14,444,044 22,540,373 

부채 총계 71,528,520 41,049,841 

순자산(주석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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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제 8 기 제 7 기

통          합 통          합

Ⅰ.기본순자산 65,300,000,000 65,300,000,000 

Ⅱ.보통순자산 43,191,831,689 41,943,104,573 

   보통재산적립금 40,691,641,359 40,691,641,359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250,000,000 240,000,000 

   미처분잉여금 1,250,190,330 1,011,463,214 

Ⅲ.순자산조정 30,200,000,000 11,100,000,000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주석2,6) 30,200,000,000 11,100,000,000 

순자산 총계 138,691,831,689 118,343,104,573 

부채 및 순자산 총계 138,763,360,209 118,384,154,414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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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성 과 표

제 8 기  2019년 1월 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제 7 기  2018년 1월 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재단법인 동그라미재단 (단위:원)

과                   목
제 8 기 제 7 기

통          합 통          합

Ⅰ. 사업수익(주석2,13) 2,450,813,177 2,314,207,090 

  1.이자수익 1,550,813,177 1,437,558,249 

  2.배당금수익 900,000,000 800,000,000 

  3.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 76,648,841 

Ⅱ.사업비용(주석11,13) 1,202,414,664 1,306,474,509 

  1.사업수행비용 1,059,013,067 1,130,059,209 

    혁신플랫폼사업 880,107,082 546,873,428 

    창업지원사업 7,644,542 349,771,249 

    교육지원사업 166,428,254 (17,275,988)

    공간나눔사업 - 245,245,813 

    연구사업 - 2,353,259 

    대외협력사업 4,833,189 3,091,448 

  2. 일반관리비용 143,401,597 176,415,300 

    급여 31,147,656 50,035,756 

    퇴직급여 2,914,372 4,648,421 

    복리후생비 5,918,880 8,746,854 

    교육훈련비 1,048,890 2,338,334 

    사무실유지비 10,689,888 17,743,811 

    감가상각비(주석2,7) 12,739,922 8,530,416 

    회의비 9,038,800 8,744,000 

    여비교통비 668,000 593,150 

    접대비 100,000 15,420 

    통신비 2,758,184 3,126,996 

    세금과공과 207,220 559,220 

    운반비 71,500 107,700 

    도서인쇄비 1,157,840 156,350 

    사무용품비 1,052,600 757,520 

    소모품비 464,530 816,443 

    지급수수료 49,926,375 61,422,403 

    광고선전비 11,527,940 4,481,664 

    무형자산상각비(주석2,8) 22,000 120,392 

    기타임차료 1,947,000 3,470,450 

Ⅲ.사업이익 1,248,398,513 1,007,73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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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제 8 기 제 7 기

통          합 통          합

Ⅵ.사업외수익 328,603 2,024,820 

    유형자산처분이익 - 1,126,134 

    잡이익 328,603 898,686 

Ⅳ.사업외비용 - 338,770 

    유형자산처분손실 - 302,500 

    잡손실 - 36,270 

Ⅴ.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운영이익 1,248,727,116 1,009,418,631 

Ⅵ.법인세비용(주석2,12) - - 

Ⅶ.당기운영이익(손실) 1,248,727,116 1,009,418,631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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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제 8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 7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단법인 동그라미재단

1. 일반사항

재단법인 동그라미재단(이하 '재단')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창업활성화 지원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창의성에 기반한 예비창업자의 혁신적 창업도전을 진작하고 수평

적 기부 문화 확산을 통해 사회적 기회격차 해소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2년 4월      

30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당 재단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6, 13층(서소문동, 

동화빌딩 본관)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2. 주요 회계처리 방침

당 재단은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

니다.

2-1.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

인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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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장ㆍ단기금융상품

금융상품 중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ㆍ정기적금ㆍ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서 단기적 자금운용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내에 도래하는 것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금상품은 비유동자산의 투자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3. 대손충당금

재단은 미수금 등 채권잔액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개별분석과 과거의 대손경험률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할인하는 경우 당해

채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양도인과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매각   

거래로 처리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채권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로 회계처리 하고 

있습니다.

2-4. 유가증권

재단은 유가증권의 최초인식시 유가증권 취득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시장가격에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최초인식이후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

익으로 인식하는 단기매매증권 등은 제외)를 가산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

다. 또한, 유가증권의 취득목적과 성격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

유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단은 유가증권의 처분시 실현손익을 계산하기 위한 유가증권의 원가 결정  

방법으로 채무증권에 대하여는 개별법, 지분증권에 대하여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

고 있습니다.

재단이 적용하고 있는 분류별 유가증권의 회계처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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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만기보유증권

재단은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

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산인 만기보

유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만기보유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증권은 상각후원가로 평가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으며, 상각후원가

로 측정할 때에는 장부금액과 만기액면금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

에 의하여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고 있습니다.

2-4-2. 매도가능증권

재단은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은 매도가

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

하거나 또는 매도 등에 의하여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매도가능증권은 유동자산으

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의 과목으로 하여 순자산조정 항목으

로 처리하고 있으며, 당해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의 누적금액은 해당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매도가능증권처분   손익 또는 매

도가능증권손상차손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

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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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유가증권 손상차손

재단은 손상차손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보고기간종료일마다 평가하

여 유가증권의 회수가능액이 채무증권의 상각후원가 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상차손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손상차손을 인식하

여 만기보유증권(또는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의 과목으로 하여 사업비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상차손의 회복이 손상차손 인식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

, 만기보유증권 또는 원가로 평가하는 매도가능증권의 경우에는 회복된 금액을 만기

보유증권(또는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환입의 과목으로 하여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

되, 회복 후 장부금액이 당초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의 상각후

원가(매도가능증권의 경우 취득원가)가 되었을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공정가

치로 평가하는 매도가능증권의 경우에는 이전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 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환입의 과목으로 하여 사업수익으로 인식

하고 있습니다.

2-4-4. 유가증권의 재분류

단기매매증권을 다른 유가증권과목으로 또는 다른 유가증권과목을 단기매매증권으

로 재분류할 수 없으나, 다만 드문 상황에서 더 이상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

로 보유하지 않는 단기매매증권은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습

니다. 

단기매매증권을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하는 경우에는 재분류

일 현재의 공정가치를 새로운 취득원가로 보며, 재분류일까지의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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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유형자산 

재단은 유형자산을 최초에는 취득원가(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

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 등으로 구성되며 매입할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로 측정하며, 현물출

자, 증여, 기타무상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종자산과의 교환으로 받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

여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교체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선유지를 위한 지출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른때)부터 4년의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

법에 의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각 기간의 감가상각비는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자산의 사업비용 중 사업수행비용으로, 그 밖의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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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무형자산

재단은 개별취득한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취득원가(당해 무형자산의    

구입가격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4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액법에 의하여 산정된 상각액을 직접 차감

한 잔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무형자산의 상각은 사업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7. 퇴직급여충당부채

재단은 임직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제도에 따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전 임직원이 일시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2-8. 수익의 인식

재단의 수익은 수익 가득과정이 완료되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9. 법인세비용

재단은 공익법인회계기준 제32조에 따라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법인세회계" 및 

제31장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의 법인세법 회계처리를 고려하여 법령에 의하여 각

회계연도에 부담할 법인세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액을 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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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자산의 손상

재단은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

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수가능가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 순공정가치: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의 매각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금액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

- 사용가치: 자산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과거 회계연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하였다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손상차손환입으로 인식한다.

2-11. 추정의 사용

재단은 자산 및 부채의 금액, 수익 및 비용의 측정과 관련하여 많은 합리적인 추정과 

가정을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채권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됩니

다. 이러한 평가금액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차기에 유의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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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이 제한된 예금 등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단의 사용이 제한된 예금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계  정  과  목 종   류 금융기관/종목 당   기 전   기 제한 내용

장기금융상품
정기예금

우리은행 10,000,000,000 5,000,000,000 

기본재산

IBK중소기업은행 10,000,000,000 10,000,000,000 

KEB하나은행 10,000,000,000 15,000,000,000 

소    계 30,000,000,000 30,000,000,000 

매도가능증권 상장주식 (주)안랩 65,500,000,000 46,400,000,000 

합            계 95,500,000,000 76,400,000,000 

4. 현금및현금성자산

재단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      분 금융기관 당   기 전   기

보통예금 우리은행 11,903,549 20,919,334 

수익증권

한국투자증권 2,093,117,171 846,627,994 

삼성증권 71,149 70,952 

소     계 2,093,188,320 846,698,946 

합      계 2,105,091,869 867,618,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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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ㆍ단기금융상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단의 장ㆍ단기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계정과목 구      분 금융기관 당   기 전   기

단기금융상품

정기예금

우리은행 9,000,000,000 - 

KEB하나은행 8,000,000,000 - 

SC제일은행 - 19,000,000,000 

소     계 17,000,000,000  19,000,000,000 

특정금전신탁

신한금융투자 5,024,308,219 5,029,917,808 

NH투자증권 18,284,416,434 16,174,324,654 

소     계 23,308,724,653 21,204,242,462 

합      계 40,308,724,653 40,204,242,462 

장기금융상품
정기예금

IBK중소기업은행 10,000,000,000 10,000,000,000 

우리은행 10,000,000,000 5,000,000,000 

KEB하나은행 10,000,000,000 15,000,000,000 

합      계 30,000,000,000 3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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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매도가능증권

6-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단의 매도가능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   기 (단위:원)

회    사    명 주식수 지분율 취득원가 공정가치 장부가액

시장성있는 지분증권

   (주)안랩 1,000,000주 9.99% 35,300,000,000 65,500,000,000 65,500,000,000 

- 전   기 (단위:원)

회    사    명 주식수 지분율 취득원가 공정가치 장부가액

시장성있는 지분증권

   (주)안랩 1,000,000주 9.99% 35,300,000,000 46,400,000,000 46,400,000,000 

6-2. 당기 및 전기 중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의 증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   기 (단위:원)

구      분 기      초 평가이익 평가손실 처   분 기      말

(주)안랩 11,100,000,000 19,100,000,000 - - 30,200,000,000

- 전   기 (단위:원)

구      분 기      초 평가이익 평가손실 처   분 기      말

(주)안랩 18,400,000,000 - 7,300,000,000 - 11,100,000,000

채무증권 84,000,000 - - 84,000,000 -

합      계 18,484,000,000 - 7,300,000,000 84,000,000 11,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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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형자산

당기 및 전기 중 재단의 유형자산 장부가액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   기 (단위:원)

구          분 기   초 취   득 처분 등 감가상각비 기   말

비         품 7,283,372 6,945,760 - 4,442,940 9,786,192 

시 설 장 치 29,032,360 - - 8,296,982 20,735,378 

합         계 36,315,732 6,945,760 - 12,739,922 30,521,570 

- 전   기 (단위:원)

구          분 기   초 취   득 처분 등 감가상각비 기   말

비         품 9,646,531 3,155,740 1,147,259 4,371,640 7,283,372 

시 설 장 치 64,685 33,176,000 29,107 4,179,218 29,032,360 

합         계 9,711,216 36,331,740 1,176,366 8,550,858 36,315,732 

8. 무형자산

8-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단의 무형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    분
당   기 전   기

취득원가 상각누계액 장부가액 취득원가 상각누계액 장부가액

컴퓨터소프트웨어 16,204,401 16,204,401             - 16,204,401 16,182,401 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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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당기 및 전기 중 재단의 무형자산 장부가액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   기 (단위:원)

구    분 기   초 취   득 처분 등 상   각 기   말

컴퓨터소프트웨어 22,000 - - 22,000 - 

- 전   기 (단위:원)

구    분 기   초 취   득 처분 등 상   각 기   말

컴퓨터소프트웨어 142,392 - - 120,392 22,000 

9. 퇴직급여

재단의 당기 및 전기 중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증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               분 당   기 전   기

기   초   잔   액 22,540,373 38,350,344 

퇴 직 금 지 급 액 15,321,978 33,034,920 

퇴 직 급 여 설 정 액 7,225,649 17,224,949 

기   말   잔   액 14,444,044 22,54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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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순자산

10-1. 기본순자산

10-1-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단의 출연금인 기본순자산 및 보통재산적립금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일     자 기본순자산 보통재산적립금 합     계 비   고

2012년 04월 30일 - (519,941,740) (519,941,740) 설립등록비용

2012년 05월 03일 30,000,000,000 42,214,132,839 72,214,132,839 설립시 출연금

2012년 10월 12일 31,250,000,000 - 31,250,000,000 추가 출연금

2012년 11월 07일 - (225,000,000) (225,000,000) 증자등록비용

2013년 09월 05일 - (744,941,740) (744,941,740) 등록면허세

2014년 12월 19일 - 17,650,000,000 17,650,000,000 추가 출연금

2014년 12월 19일 (13,600,000,000) - (13,600,000,000) 기본재산재평가

2015년 02월 11일 17,650,000,000 (17,650,000,000) - 기본재산 전환

2015년 02월 11일 - (32,608,000) (32,608,000) 증자등록비용

합     계 65,300,000,000 40,691,641,359 105,991,641,359 

10-1-2. 재단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본순자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               분 취득원가 공정가치

정기예금 30,000,000,000 30,000,000,000

상장주식((주)안랩) 35,300,000,000 65,5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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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보통순자산

10-2-1. 적립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단의 적립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               분 당   기 전   기

보통재산적립금 40,691,641,359 40,691,641,359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250,000,000     240,000,000

합               계 41,941,641,359 40,931,641,359

재단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재단의 이자수익 등에서 발생한 이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이

익잉여금을 처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10-2-2.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8(당) 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 7(전) 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처분예정일: 2020년 2월 5일 처분확정일: 2019년 2월 27일

재단법인 동그라미재단 (단위 : 원)

구            분 제 8(당) 기 제 7(전) 기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1,250,190,330 1,011,463,214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463,214 2,044,583 

     2. 당기순이익 1,248,727,116 1,009,418,631 

 Ⅱ. 임의적립금등의이입액 1,250,000,000 240,000,000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250,000,000 240,000,000 

합               계 2,500,190,330 1,251,463,214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2,500,000,000 1,250,000,000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500,000,000 1,250,000,000 

 Ⅳ.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90,330 1,46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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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순자산 변동

당기 및 전기 중 재단의 순자산의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분

통                            합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

조   정
합     계

적립금 잉여금

전기초(2018.01.01) 65,300,000,000 41,081,641,359 (147,955,417) 18,484,000,000 124,717,685,94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 240,000,000 (240,000,000)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 - (390,000,000) 390,000,000 -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 - - (7,384,000,000) (7,384,000,000)

운영성과이익 - - 1,009,418,631 - 1,009,418,631 

전기말(2018.12.31) 65,300,000,000 40,931,641,359 1,011,463,214 11,100,000,000 118,343,104,573 

당기초(2019.01.01) 65,300,000,000 40,931,641,359 1,011,463,214 11,100,000,000 118,343,104,57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 1,250,000,000 (1,250,000,000)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 - (240,000,000) 240,000,000 -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 - - 19,100,000,000 19,100,000,000 

운영성과이익 - - 1,248,727,116 - 1,248,727,116 

당기말(2019.12.31) 65,300,000,000 41,941,641,359 1,250,190,330 30,200,000,000 138,691,83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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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업비용의 성격별 구분

운영성과표에는 사업비용이 기능별로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성격별로 

구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   기 (단위:원)

구            분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계

사업수행비용 - 143,157,740 56,121,912 859,733,415 1,059,013,067

일반관리비용 - 41,029,798 23,429,810 78,941,989 143,401,597

합            계 - 184,187,538 79,551,722 938,675,404 1,202,414,664

- 전   기 (단위:원)

구            분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계

사업수행비용 435,271,696 187,863,208 54,355,132 452,569,173 1,130,059,209

일반관리비용 - 65,769,365 26,274,227 84,371,708 176,415,300

합            계 435,271,696 253,632,573 80,629,359 536,940,881 1,306,474,509

12. 법인세비용

재단은 이자수익 등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율(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미만 20%, 200억원 초과 22%) 및 관련 지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법령에 

의하여 납부할 금액을 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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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요 거래내역

재단의 단일 거래처로부터 발생한 거래규모가 총자산 또는 사업수익금액의 10%    

이상인 중요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   기 (단위:원)

거래처명 계정과목 거래금액 거래내용

NH투자증권 이자수익 427,658,903 정기예금신탁이자

KEB하나은행 이자수익 336,463,732 정기예금이자

우리은행 이자수익 241,737,846 정기예금이자

(주)안랩 배당금수익 900,000,000 배당금

XPRIZE Foundation INC
사업수행비용

(혁신플랫폼)
604,500,000 공모전설계 용역

- 전   기 (단위:원)

거래처명 계정과목 거래금액 거래내용

NH투자증권 이자수익 395,787,325 정기예금신탁이자

SC제일은행 이자수익 376,446,432 정기예금이자

기업은행 이자수익 266,580,433 정기예금이자

KEB하나은행 이자수익 212,671,230 정기예금이자

(주)안랩 배당금수익 800,000,000 배당금

(주)하쿠다
사업수행비용

(혁신플랫폼)
227,260,000 외주대행사 비용

- 25 -



주석 - 계속

14, 특수관계인과의 중요한 거래

14-1. 재단은 당기중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또한,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단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및 채무의 잔액은 없습니다.

14-2. 당기 및 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중요한 보상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15. 재무제표의 확정 및 승인

재단의 당기 제무제표는 2020년 2월 5일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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