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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재단법인 동그라미재단
이사회 귀중

우리는 별첨된 재단법인 동그라미재단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
는 2017년 12월 31일과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운영성과표, 기본금변동표 및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에 대
한 요약과 그 밖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한국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수행한 감사를 근거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
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의 금액과 공시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을 포
함합니다. 절차의 선택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인은 이러한 위험을 평가할 때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재단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정한 표시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또한 재무제표의 전반적 표시에 대한 평가뿐 아니
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
출한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재단의 재무제표는 재단법인 동그라미재단의 2017년 12월 31일
과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운영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14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
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
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첨부)재 무 제 표

재단법인 동그라미재단

제6기
2017년 01월 0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제5기
2016년 01월 01일 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재단이 작성한 것입니다."
재단법인 동그라미재단 이사장 최성호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전 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18, 나래빌딩 3층
02-3470-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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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제 6 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제 5 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재단법인 동그라미재단
과

목

자

(단위 : 원)
제

6(당)

기

(1) 당좌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주석 4)

36,908,763,283

40,927,118,332

36,908,763,283
1,165,210,118

35,181,041,093

27,037,682,190

4,084,000,000

8,010,638,096

-

386,000

미수수익

449,863,003

534,383,539

당기법인세자산

155,802,050

160,463,340

매도가능증권 (주석 5,16)
미수금

Ⅱ. 비유동자산

83,862,650,608

(1) 투자자산

92,100,902,994

83,700,000,000

91,800,000,000

장기금융상품 (주석 3,4)

30,000,000,000

30,000,000,000

매도가능증권 (주석 3,5,16)

53,700,000,000

61,800,000,000

(2) 유형자산 (주석 6)
시설장치
감가상각누계액
비품
감가상각누계액

9,711,216

컴퓨터소프트웨어

57,761,678

269,388,000

269,388,000

(269,323,315)

(224,408,000)

42,440,120

39,270,620

(32,793,589)

(26,488,942)

(3) 무형자산 (주석 7)

142,392
142,392

344,316
344,316

(4) 기타비유동자산

152,797,000

242,797,000

임차보증금

152,337,000

242,337,000

기타보증금

460,000

460,000

산

총

부

계

124,789,768,940

129,009,666,277

33,732,654

51,030,011

채

Ⅰ. 유동부채
미지급금

12,847,200

33,865,121

미지급비용

10,201,604

-

예수금

10,683,850

17,164,890

Ⅱ. 비유동부채

38,350,344

퇴직급여충당부채 (주석 8)
기

기

40,927,118,332
1,056,412,186

단기금융상품 (주석 4)

부

5(전)

산

Ⅰ. 유동자산

자

제

채

총
본

38,350,344

37,297,454
37,297,454

계

72,082,998

88,327,465

금

Ⅰ. 출연기본금 (주석 9)
기본재산 (주석 3, 9)

105,991,641,359
65,3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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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91,641,359
65,300,000,000

과

목

제

보통재산

6(당)

기

40,691,641,359

Ⅱ.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주석 5,15)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8,484,000,000
18,484,000,000

미처리결손금 (주석 11)
금

총

기
22,534,447,619

22,534,447,619
242,044,58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주석 10)
본

5(전)

40,691,641,359

Ⅲ. 이익잉여금

기

제

395,249,834

390,000,000

1,200,000,000

(147,955,417)

(804,750,166)

계

124,717,685,942

128,921,338,812

부채및기본금총계

124,789,768,940

129,009,666,277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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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성과표
제 6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 5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단법인 동그라미재단
과

목

(단위 : 원)
제

6(당)

Ⅰ. 사업수익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기

5(전)

971,898,775

700,000,000

500,000,000

90,399,020

58,719,209
1,329,323,726

1,643,475,282

661,897,849

695,823,932

Ⅲ. 운영비용
296,953,750

350,353,236

퇴직급여 (주석 8,17)

19,737,418

36,794,180

복리후생비 (주석 17)

29,389,390

37,270,660

9,583,515

12,876,810

접대비

387,550

335,400

통신비

6,333,282

7,538,821

여비교통비

수도광열비

903,705

796,694

세금과공과 (주석 17)

15,763,670

17,019,350

감가상각비 (주석 6,17)

15,736,865

21,755,919

지급임차료 (주석 17)

63,290,390

61,375,412

263,550

354,180

교육훈련비

13,692,307

18,636,950

도서인쇄비

1,268,300

1,822,378

회의비

11,219,110

17,449,761

행사비

37,617,043

746,000

운반비

사무용품비

360,800

710,830

소모품비

940,100

3,036,370

지급수수료

109,659,846

74,556,043

광고선전비

27,241,207

28,282,502

건물관리비

1,354,127

1,418,492

무형자산상각비 (주석 7)

201,924

2,693,944

Ⅳ. 사업손실
Ⅴ. 사업외수익
잡이익

기
1,530,617,984

1,047,497,224

Ⅱ. 사업비용 (주석 12,17)
급여 (주석 17)

제

1,837,896,244

(153,325,331)

(808,681,230)

120,080

203,012

120,080

203,012

Ⅵ. 사업외비용

-

(32,036)

기부금

-

30,000

잡손실

-

2,036

Ⅶ.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153,205,251)

(808,510,254)

Ⅷ. 법인세비용 (주석 14)

-

-

Ⅸ. 당기순손실 (주석 15)

(153,205,251)

(808,510,254)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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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금변동표
제 6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 5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단법인 동그라미재단

(단위 : 원)
출연기본금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105,991,641,359

45,934,697,914

1,203,760,088

153,130,099,361

당기순손실

-

-

(808,510,254)

(808,510,254)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

(23,400,250,295)

-

(23,400,250,295)

2016.12.31 (전기말)

105,991,641,359

22,534,447,619

395,249,834

128,921,338,812

2017.01.01 (당기초)

105,991,641,359

22,534,447,619

395,249,834

128,921,338,812

당기순손실

-

-

(153,205,251)

(153,205,251)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

(4,050,447,619)

-

(4,050,447,619)

105,991,641,359

18,484,000,000

242,044,583

124,717,685,942

과

목

2016.01.01 (전기초)

2017.12.31 (당기말)

이 익
잉여금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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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현금흐름표
제 6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 5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단법인 동그라미재단
과

(단위 : 원)

목

제

6(당)

Ⅰ. 사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기

제

5(전)

(118,859,026)

1. 당기순손실

(584,827,843)

(153,205,251)

(808,510,254)

71,159,304

114,448,179

퇴직급여

19,737,418

36,794,180

감가상각비

51,219,962

74,960,055

2. 현금의유출이없는비용등의가산

무형자산상각비
3. 현금의유입이없는수익등의차감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4. 사업활동으로인한자산부채의변동
미수금의 감소(증가)
미수수익의 감소

201,924

2,693,944

(90,399,020)

(58,719,209)

90,399,020

58,719,209

53,585,941

167,953,441

386,000

(386,000)

84,520,536

69,792,881

당기법인세자산의 감소

4,661,290

89,687,848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21,017,921)

19,195,969

미지급비용의 증가

10,201,604

-

예수금의 증가(감소)

(6,481,040)

3,512,460

퇴직금의 지급

(18,684,528)

Ⅱ.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13,849,717)
10,061,094

(5,091,181,762)

13,156,589,497

64,044,816,528

5,000,000,000

25,000,000,000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30,000,000,000

매도가능증권의 처분

8,066,589,497

9,044,816,528

90,000,000

-

(13,146,528,403)

(69,135,998,290)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13,143,358,903

30,037,682,190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30,000,000,000

매도가능증권의 취득

-

9,000,000,000

3,169,500

8,228,100

컴퓨터소프트웨어의 취득

-

88,000

임차보증금의 증가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임차보증금의 감소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비품의 취득

Ⅲ.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90,000,000
-

-

1.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

-

2.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

-

Ⅳ. 현금의 증가(감소) (Ⅰ+Ⅱ+Ⅲ)

기

(108,797,932)

(5,676,009,605)

Ⅴ. 기초의 현금 (주석 16)

1,165,210,118

6,841,219,723

Ⅵ. 기말의 현금 (주석 16)

1,056,412,186

1,165,210,118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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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제 6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 5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단법인 동그라미재단

1. 일반사항
재단법인 동그라미재단(이하 '재단')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
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창업활성화 지원을 통해
사회전반에 걸쳐 창의성에 기반한 예비창업자의 혁신적 창업도전을 진작하고 수평적
기부 문화 확산을 통해 사회적 기회격차 해소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2년 4월 30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당 재단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18, 나래빌딩 3층에 주사무소
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당 재단의 재무제표는 2018년 2월 23일에 당 재단의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의 요약
당 재단의 재무제표는 한국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그 중요한 회
계처리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정책 및 공시사항의 변경
당사는 당기부터 시행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16년)의 개정사항을 적용
하였습니다.
(2) 수익인식
당 재단은 수익에 대하여 수익가득과정이 완료되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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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의 요약 - 계속

(3) 현금성자산
당 재단은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
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당시 만기(또는 상환일)가 3
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4) 금융자산
당 재단은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기
관의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을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
하는 금융상품을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유가증권
당 재단은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단기매매증권으로,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
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
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
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의 취득원가는 유가증권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에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하고 있으며,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원가는 취득당시의 공정가치로
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증권은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
으로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각후원가를 재무
상태표 가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성 있는 유가증
권은 시장가격을 공정가치로 보며 시장가격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종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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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의 요약 - 계속

공정가치 평가에 따라 발생하는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으
로 처리하고 있으며,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하고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의 누적금액은 매도가능
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
습니다.

유가증권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회수가능가액)이 채무증권
의 상각 후 취득원가 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보다 작고 손상차손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손
상차손을 인식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6) 유형자산의 평가 및 감가상각방법
당 재단은 유형자산에 대해 당해 자산의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
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
는 지출을 취득원가로 산정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후의 지출이 유형
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그렇지 않은 경우
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4년의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에 의하여 계상
되고 있습니다.

(7) 무형자산의 평가 및 상각방법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
산은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계상하며 최초 취득 이후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비를 제외한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
산은 발생시점에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4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액법에 의하여 상각하고 손상징후가 파악
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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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산손상차손
당 재단은 공정가치로 평가되는 자산이외에 투자, 유형 및 무형자산 등이 진부화, 물
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
가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자산손상차손의 과목으로
기간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차기 이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던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그 자산의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하여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9) 퇴직급여
당 재단은 임직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1년이상 근속한 전임
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총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
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3. 사용이 제한된 예금 등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 재단의 사용이 제한된 예금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계정과목
장기금융상품

거래처/주식명

당

기

전

기

(주)우리은행

10,000,000,000

10,000,000,000

(주)중소기업은행

20,000,000,000

20,000,000,000

(주)안랩

53,700,000,000

57,800,000,000

83,700,000,000

87,800,000,000

매도가능증권
합계

제한내용

기본재산

상기 장기금융상품 및 매도가능증권은 당 재단의 기본재산으로서 공익법인의설립ㆍ
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변경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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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상품 등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 재단의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장, 단기금융상품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계정과목

구

현금및현금성자산

분

당

기

50,620,734

154,387,009

수익증권

1,005,791,452

1,010,823,109

1,056,412,186

1,165,210,118

정기예금

15,000,000,000

20,000,000,000

특정금전신탁

20,181,041,093

7,037,682,190

35,181,041,093

27,037,682,190

30,000,000,000

30,000,000,000

소계
장기금융상품

전

보통예금
소계

단기금융상품

기

정기예금

5. 매도가능증권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도가능증권의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분증권
<당기>
(단위 : 원)
회사명

주식수

지분율

취득원가

공정가치

장부금액

미실현보유손익

(주)안랩

1,000,000주

9.99%

35,300,000,000

53,700,000,000

53,700,000,000

18,400,000,000

<전기>
(단위 : 원)
회사명
(주)안랩

주식수

지분율

1,000,000주 9.99%

취득원가

공정가치

장부금액

미실현보유손익

35,300,000,000

57,800,000,000

57,800,000,000

22,500,000,000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종가(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종
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종가)로 측정하였습니다.

- 13 -

5. 매도가능증권 - 계속

2) 채무증권
<당기>
(단위 : 원)
만기일

종목명

취득가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4,000,000,000

4,084,000,000

4,084,000,000

미실현보유손익

<유동>
2018.02.23

삼성증권(ELB)442

84,000,000

<전기>
(단위 : 원)
만기일

종목명

취득가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미실현보유손익

<유동>
2017.08.03

삼성증권(ELB)336

2,000,000,000

2,016,400,000

2,016,400,000

16,400,000

2017.08.03

삼성증권(ELB)337

3,000,000,000

3,016,500,000

3,016,500,000

16,500,000

2017.11.14

하이ARS지수연계사모

2,976,190,477

2,977,738,096

2,977,738,096

1,547,619

7,976,190,477

8,010,638,096

8,010,638,096

34,447,619

4,000,000,000

3,977,200,000

4,000,000,000

-

11,976,190,477

11,987,838,096

12,010,638,096

34,447,619

소계
<비유동>
2018.02.23

삼성증권(ELB)442
합계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종가(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종
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종가)로 측정하였습니다. 한편, 동 채무증권은 원
금보장형 투자자산이므로 미실현보유손실을 인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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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형자산
당 재단의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원)
계정과목

기초잔액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기말잔액

시설장치

44,980,000

-

-

(44,915,315)

64,685

비

품

12,781,678

3,169,500

-

(6,304,647)

9,646,531

합

계

57,761,678

3,169,500

-

(51,219,962)

9,711,216

<전기>
(단위 : 원)
계정과목

기초잔액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기말잔액

시설장치

112,327,012

-

-

(67,347,012)

44,980,000

비

품

12,166,621

8,228,100

-

(7,613,043)

12,781,678

합

계

124,493,633

8,228,100

-

(74,960,055)

57,761,678

7. 무형자산
(1) 당 재단의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

기

전

기

취득원가

16,204,401

16,204,401

상각누계액

(16,062,009)

(15,860,085)

장부금액

142,392

34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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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 재단의 무형자산의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기

초

344,316

2,950,260

증

가

-

88,000

상 각 비

(201,924)

(2,693,944)

142,392

344,316

기

당

기

말

전

기

(3) 기중 발생한 무형자산상각비는 전액 운영비용으로 계상되었습니다.

8. 퇴직급여충당부채
기중 당 재단의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기 초 잔

당

기

전

기

액

37,297,454

14,352,991

퇴직급여설정액

19,737,418

36,794,180

퇴직급여지급액

(18,684,528)

(13,849,717)

38,350,344

37,297,454

기 말 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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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연기본금
당 재단의 출연기본금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일자

기본재산

보통재산

합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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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300,000,000

40,691,641,359

105,991,641,359

합계

10. 임의적립금
당 재단의 임의적립금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내

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당

기

전

390,000,000

기

1,200,000,000

비

고

(주1)

(주1) 당 재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이익잉여금에서 적
립하고 있는 바, 동 준비금의 적립과 처분은 관계세법의 규정에 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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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결손금처리계산서
당기 및 전기의 결손금처리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손금처리계산서
2017년 1월 1일부터

제6기

제5기

2017년 12월 31일까지

처리예정일

2018년 2월 23일

처리확정일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017년 2월 20일

(단위 : 원)
구분

제

6(당)

기

Ⅰ. 미처리결손금

제

5(전)

(147,955,417)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 당기순손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

(804,750,166)

5,249,834

3,760,088

(153,205,251)

(808,510,254)

Ⅱ.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390,000,000
390,000,000

1,200,000,000
1,200,000,000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240,000,000)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

기

240,000,000

(390,000,000)
390,000,000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044,583

5,249,834

12. 사업비용
당기 및 전기의 당 재단의 프로젝트별 사업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기

전기

창업지원사업

499,019,835

781,028,123

교육지원사업

251,031,417

189,026,178

공간나눔사업

455,974,655

468,587,074

연구사업

21,987,037

98,696,681

대외협력사업

101,310,782

106,137,226

1,329,323,726

1,643,475,282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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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특수관계자
(1) 기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및 채무의 잔액
은 없습니다.

14. 법인세비용
당 재단이 법인세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
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

기(주1)

전

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447,896,244

(808,510,254)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1,136,979,898

27,193,655,881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2,584,876,142)

(26,385,145,627)

-

-

20%, 10%

20%, 10%

-

-

과세표준
세율
법인세 산출세액

(주1) 재단의 법인세 신고방식이 수익사업 구분손익 기준으로 변경됨에따라 법인세
비용차감전순이익이 재무제표상 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15. 포괄손익계산서
당기 및 전기의 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

기

당기순손실

전

기

(153,205,251)

(808,510,254)

(4,050,447,619)

(23,400,250,295)

(4,203,652,870)

(24,208,760,549)

기타포괄손익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포괄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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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현금흐름표
당 재단은 현금흐름표상 사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간접법으로 작성하였으며,
당기 및 전기 중 현금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

매도가능증권 유동성대체

기

전

4,084,000,000

기
2,977,738,096

17. 부가가치계산에 필요한 사항
당 재단의 사업비용 및 운영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계산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
습니다.
(단위 : 원)
계정과목

사 업 비 용
당

기

전

운 영 비 용
기

당

기

전

기

당

합

계

기

전

기

급

여

-

-

296,953,750

350,353,236

296,953,750

350,353,236

잡

급

64,028,946

55,706,920

-

-

64,028,946

55,706,920

퇴직급여

-

-

19,737,418

36,794,180

19,737,418

36,794,180

복리후생비

-

-

29,389,390

37,270,660

29,389,390

37,270,660

세금과공과

-

-

15,763,670

17,019,350

15,763,670

17,019,350

감가상각비

35,483,097

53,204,136

15,736,865

21,755,919

51,219,962

74,960,055

지급임차료

265,044,819

222,082,567

63,290,390

61,375,412

328,335,209

283,457,979

합

364,556,862

330,993,623

440,871,483

524,568,757

805,428,345

855,562,380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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