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앨트웰민초장학재단의 재무제표
별첨: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2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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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무제표

Tel : 02 - 511 - 2460
Fax : 02 - 508 - 1773
www.samdoacc.com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재단법인 앨트웰민초장학재단
이사회 귀중

감사의견
우리는 재단법인 앨트웰민초장학재단(이하 '재단')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
무제표는 2021년 12월 31일과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운영성과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재단의 재무제표는 재단의 2021년 12월 31일과 2020년 12
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운영성과를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
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재단으로부터 독립적
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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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다
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재단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재단을 청산하거
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
니다.

지배기구는 재단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재단의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
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
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
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
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ᆞ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
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 진술 또는 내부
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ᆞ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

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ᆞ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ᆞ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
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
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
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재단
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ᆞ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의기초
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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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

또한, 우리는 독립성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들을 준수하고, 우리의 독립성 문제와 관련된
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와 기타사항들

및 해당되는 경우 관련

제도적 안전장치를 지배

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다는 진술을 지배기구에게 제공합니다.

기타사항
비교표시된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된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타감사인이 감사하였으
며, 동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는 적정의견이 표명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361
삼도회계법인
대표이사

김

동

률

2022년 3월 14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22년 3월 14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당 재단의 재무제표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
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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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재 무 제 표

재단법인 앨트웰민초장학재단

제 22(당)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21(전)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첨부된 재무제표 및 주석은 당 재단이 작성한 것입니다.”
재단법인 앨트웰민초장학재단 이사장 채방은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22, 앨트웰빌딩9층
대표전화 : 02-508-2168

4

재무상태표
제22(당)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21(전)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재단법인 앨트웰민초장학재단
과
목
자산
Ⅰ.유동자산
1.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4)
2.미수금
3.미수수익
4.선급법인세

(단위:원)
제22(당)기

제21(전)기

2,777,891,130
2,492,041,792
149,025,058
136,824,280

5.유동성장기투자증권

4,023,603,896
2,122,659,708
288,300
228,485,478
165,342,410

-

1,506,828,000

Ⅱ.비유동자산

20,478,268,254

18,318,260,303

(1)투자자산

20,453,031,079

18,318,011,303

1.장기투자증권(주석5)

20,453,031,079

18,318,011,303

(2)유형자산(주석6)

2,675,175

1.집기비품

29,236,100

감가상각누계액

7,000
26,186,900

(26,560,925)

(26,179,900)

(3)기타비유동자산

22,562,000

1.전신전화가입권

242,000

2.임차보증금

242,000
242,000

22,320,000

자산총계

23,256,159,384

22,341,864,199

11,000,373

10,949,137

부채
Ⅰ.유동부채
1.예수금

2,250,480

2.미지급비용

8,749,893

1,755,240
9,193,897

Ⅱ.비유동부채

53,815,840

1.퇴직급여충당부채(주석7)

53,815,840

Ⅲ.고유목적사업준비금(주석8)
1.고유목적사업준비금

43,335,030
43,335,030

2,833,743,889
2,833,743,889

3,044,824,515
3,044,824,515

부채총계

2,898,560,102

3,099,108,682

20,000,000,000

20,000,000,000

순자산
Ⅰ.기본순자산
1.출연금

20,000,000,000

Ⅱ.보통순자산
1.잉여금

20,000,000,000
(1,062,690,058)

(1,062,690,058)

(1,062,690,058)
(1,062,690,058)

Ⅲ.순자산조정

1,420,289,340

1.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585,000,899

2.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164,711,559)

305,445,575
452,428,075
(146,982,500)

순자산총계

20,357,599,282

19,242,755,517

부채와순자산총계

23,256,159,384

22,341,864,199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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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성과표
제22(당)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21(전)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단법인 앨트웰민초장학재단
과
목
Ⅰ.사업수익
1.이자수익
2.기부수익
3.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Ⅱ.사업비용(사업수행비용)
(1)분배비용
1.장학금(주석9)
2.교육훈련비
3.학생활동지원비

(단위:원)
제22(당)기

제21(전)기
847,405,768

817,636,296
15,580,000
14,189,472

1,366,766,052
1,185,685,056
14,790,000
166,290,996

1,058,486,394
902,479,786

1,005,571,321
859,253,550

892,278,000

836,355,000

-

11,782,790

10,201,786

11,115,760

(2)인력비용

111,287,470

101,303,290

1.급여

84,986,820

80,220,080

2.퇴직급여

10,480,810

6,703,340

3.복리후생비

15,819,840

14,379,870

(3)시설비용

34,629,088

35,762,501

1.감가상각비

381,025

-

2.지급임차료

34,248,063

35,762,501

(4)기타비용
1.여비교통비

10,090,050

9,251,980

1,847,500

11,000

2.통신비

147,690

163,340

3.회의비

4,228,940

3,600,000

654,020

1,965,040

5.지급수수료

3,149,400

3,450,100

6.세금과공과

62,500

4.소모품비

Ⅲ.사업이익

62,500
(211,080,626)

361,194,731

Ⅳ.사업외수익

-

-

Ⅴ.사업외비용
Ⅵ.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

-

-

831,825,768

1,351,976,052

1,042,906,394

990,781,321

-

-

-

-

-

-

입액
Ⅶ.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
입액
Ⅷ.법인세비용차감전당기
운영이익
Ⅸ.법인세비용
Ⅹ.당기운영이익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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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석

제22(당)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제21(전)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1. 재단의 개요

재단의 개요와 주요 영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재단의 설립일 : 2000년 11월 18일

나. 재단사업의 목적 :
재단법인 앨트웰민초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은 이타주의(Altruism)
경영이념에 입각해 정도경영, 투명경영을 통해 축적된 기업이윤의 일부를 민초를
위한 미래의 봉사자에게 지원하고자 사법, 행정, 교육, 언론 및 기타 전문분야에
서 민초의 삶에 대한 신실한 이해와 이에 근거해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
하여 진력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
다.

재단은 앨트웰(주)의 3억원의 기본재산출연으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앨트웰(주),
앨트웰코리아 및 앨트웰텍(주)의 추가 출연으로 당기말 현재 기본재산출연금은
200억원입니다.

재단은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322, 앨트웰빌딩 9층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이사장은 채방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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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무제표 작성기준

재단의 재무제표는 원칙적으로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며, 이 기준은
당 재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및 동 법 제50조의 3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이
에 따라 당 재단은 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 각 회계의 재무상
태표, 운영성과표 및 주석을 작성하여야 하나 당 재단은 전부 목적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1)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재단은 자산ᆞ부채 및 수익ᆞ비용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공익
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재단 전체를 하나의 보고실체로 간주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단의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자산과
부채의 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영업의 특성과 중요도 등
을 감안합니다. 운영성과표는 재단운영에 대한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
여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을 대응하여 표시하고 있
으며, 수익항목과 대응되는 비용은 총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에 그 내용을 가
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구분하여 표시하며,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높
이기 위하여 전기 재무제표의 모든 계량정보를 당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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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익인식기준

1) 사업수익
사업수익은 고유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의 결과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증가
혹은 부채의 감소를 의미하며 당 재단은 전부 공익목적사업수익이므로 구분하지
않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익목적사업수익은 당 재단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관에 기재된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한 기부금수익, 투자자산수익, 임대료수익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
습니다. 이 중 기부금은 현금이나 현물을 기부 받을 때에는 실제 기부를 받는 시
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며, 현물은 기부받은 시점의 공정가치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사업외수익
사업외수익은 사업수익이 아닌 수익 또는 차익으로서 유ᆞ무형자산처분이익, 유
ᆞ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으로 구성됩니다.

(3) 비용인식기준

1) 사업비용
사업비용은 고유목적사업과 그에 부수되는 수익사업의 결과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순자산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한편, 공익목적사업비용은 활동의 성격에 따라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
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사업수행비용은 당 재단의 정관상
의 목적사업으로 구분된 본연의 임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혜자, 고객, 회
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일반
관리비용은 당 재단의 운영을 위한 기획, 인사, 재무, 감독 등 제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금비용은 당 재단이 모금 홍보, 모금 행
사, 기부자 리스트관리, 모금고지서발송 등의 모금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
합니다.
2) 사업비용의 분석정보
당 재단은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에 대해서는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다음의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하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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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배비용
당 재단이 수혜자 또는 수혜단체에 직접 지급하는 비용으로 교육자료개발, 연구
지원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나. 인력비용
당 재단에 고용된 인력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다. 시설비용
당 재단에서 사용하는 토지, 건물 등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감가상각비 및 관련
시설유지관리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라. 기타비용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외의 비용으로서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용역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대손상각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3) 사업외비용
사업외비용은 사업비용이 아닌 비용 또는 차손으로서 유ᆞ무형자산처분손실, 유
ᆞ무형자산손상차손, 유형자산재평가손실, 기타의 대손상각비,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으로 구성됩니다.

(4) 공통비용과 공통수익의 배분
당 재단은 특정 수익과 비용항목이 복수의 활동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
과 비용의 성격에 따라 투입한 업무시간, 관련 시설면적, 사용빈도 등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활동 간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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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산의 평가기준
자산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교환, 증여,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
은 공정가치(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
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를 취득원가로 합
니다.
한편, 자산의 진부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
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합니다. 이 경우에 회수가능액은 다음 1과 2중
큰 금액입니다.
1. 순공정가치: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
에서 자산의 매각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금액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
2. 사용가치: 자산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과거 회계연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하였다면 자산
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상차손환입으로 인식합니다. 다
만,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
액의 감가상각이나 상각 후 잔액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6) 미수금 및 매출채권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미수금, 매
출채권 등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추산액을 산출하여 대손충당
금으로 설정하고, 기존 대손충당금 잔액과의 차이는 대손상각비로 인식하고 있습
니다. 이 때, 미수금, 매출채권 등의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
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인식합니다.
한편, 미수금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사업비용(공익목적사업비용이나
기타사업비용 중 관련이 되는 것)의 대손상각비로, 그 밖의 채권에 대한 대손상
각비는 사업외비용의 기타의대손상각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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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투자자산
투자자산이란 장기적인 투자 등과 같은 활동의 결과로 보유하는 자산을 말하며,
장기성예금, 장기대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8) 유가증권
유가증권은 취득시점에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그리고 매도가능증권 중 하
나로 분류하고 있으며, 분류의 적정성은 재무제표일마다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유
가증권의 분류와 평가는 다음과 같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가. 유가증권의 분류
단기매매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단기적인 이익

을 획득할 목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불분명한 증권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유가증
권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
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나. 유가증권의 취득원가 결정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유가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있
습니다.

만기보유증권은 상각후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단기매매증권과 매

도가능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
가하고 있습니다.
다. 유가증권의 평가 및 처분손익의 결정
시장성있는 유가증권의 평가는 시장가격을 공정가액으로 보며, 시장가격은 재무
제표일 현재의 종가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가격이 없는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미

래현금흐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공신력 있는 독립된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을 적절히 감안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평
가한 금액을 공정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장성이 없는 수익증권의 경우

에는 펀드운용회사가 제시하는 수익증권의 매매기준가격을 공정가액으로 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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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항목(사업외손익)으로, 매도가능
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순자산조정항목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당해 유가
증권에 대한 순자산조정항목의 누적금액은 그 유가증권을 처분하거나 감액손실을
인식하는 시점에서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9) 유형자산

재단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산정시,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구입원가 및 경
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
접 관련되는 원가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고, 동일한 업종 내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공정가치가 비슷한 동종자산과의 교환으로 받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합니다.

한편,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
정하고,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제조ᆞ매입ᆞ건설 또는 개발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
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과 유
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의 취득의 경우,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
자비용과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을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
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인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
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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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다음의 내용연수 동안 잔존가액을 1,000
원으로 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계정과목

내용연수

집 기 비 품

4년

유형자산의 제거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은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으로 결정되
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진부화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유형자산의 미래
경제적효익이 장부금액에 현저하게 미달할 가능성이 있고, 당해 유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장부금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0)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 말 현재 당 재단의 모든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1) 법인세비용

당 재단이 법인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법인세회계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의 법인세 회계처리를 고려하여 법인세 납부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재단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의 비용을 계상하면서 동일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
금의 부채계정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
채로 구분하지 않고 별도로 표시하였습니다. 한편 동 준비금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거나 미사용되어 임의 환입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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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순자산

가. 기본순자산
기본순자산이란 사용이나 처분에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을 의미하며, 영구적
제약이란 법령, 정관 등에 의해 사용이나 처분시 주무관청 등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나. 보통순자산
보통순자산이란 기본순자산이나 순자산조정이 아닌 순자산을 말합니다. 보통순자
산은 잉여금과 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적립금은 미래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
여 적립해두는 준비금이나 임의적립금 등이 해당합니다.

다. 순자산조정
순자산조정이란 순자산 가감성격의 항목으로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유형자산
재평가이익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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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금및현금성자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단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상품구분

금융기관

(재산구분)

당기말

보통예금

현금 시재

(보통재산)

신한은행 등
합 계

전기말

2,009,888

549,438

2,490,031,904

2,122,110,270

2,492,041,792

2,122,659,708

한편,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상기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 중 질권이 설정되
는 등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없습니다.

5. 매도가능증권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단의 매도가능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원)
구분

취득가액

공정가액

평가손익

AT&T 달러채

1,785,812,736

1,787,304,767

1,492,031

푸르덴셜 달러채

3,117,872,640

3,210,253,730

92,381,090

로이즈은행 달러채

1,006,383,560

848,359,804

(158,023,756)

포드자동차 달러채

2,107,375,000

2,680,458,178

573,083,178

세종시CGV 부동산펀드

1,100,000,000

1,217,315,000

117,315,000

청주CGV 부동산펀드

3,000,000,000

3,597,540,000

597,540,000

광주첨단CGV 부동산펀드

2,900,000,000

3,092,560,000

192,560,000

강동홈플러스 부동산펀드

1,000,000,000

1,000,730,000

730,000

푸본현대생명 후순위채권

1,008,100,000

1,009,630,000

1,530,000

푸본현대생명 후순위채권

1,003,900,000

1,012,269,600

8,369,600

푸본현대생명 후순위채권

1,003,297,803

996,610,000

(6,687,803)

19,032,741,739

20,453,031,079

1,420,289,340

합 계

16

<전기말>
(단위: 원)
상품구분
(재산구분)

취득가액

공정가액
(장부가액)

평가손익

<유동자산>
한미부동산전환사채

500,000,000

500,000,000

-

대한항공 신종자본증권

1,005,500,000

1,006,828,000

1,328,000

소계

1,505,500,000

1,506,828,000

1,328,000

알리안츠 달러채

1,770,262,528

1,804,172,173

33,909,645

푸르덴셜 달러채

3,117,872,640

3,210,253,730

92,381,090

로이즈은행 달러채

1,006,383,560

887,826,060

(118,557,500)

포드자동차 달러채

2,107,375,000

2,263,943,040

156,568,040

세종시CGV 부동산펀드

1,100,000,000

1,082,345,000

(17,655,000)

청주CGV 부동산펀드

3,000,000,000

3,023,340,000

23,340,000

광주첨단CGV 부동산펀드

2,900,000,000

3,011,795,000

111,795,000

강동홈플러스 부동산펀드

1,000,000,000

989,230,000

(10,770,000)

푸본현대생명 후순위채권

1,008,100,000

1,018,086,000

9,986,000

푸본현대생명 후순위채권

1,003,900,000

1,027,020,300

23,120,300

소계

18,013,893,728

18,318,011,303

304,117,575

합 계

19,519,393,728

19,824,839,303

305,445,575

<비유동자산>

한편,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상기의 투자자산의 내역 중 질권이 설정된 금액은
없으나, 기본재산은 관할청의 허가를 득한 후에 변경 혹은 처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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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형자산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에 따른 장부가액의 변동 현황은 다음
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원)
계정과목

기 초

비 품
(감가상각누계액)

증가

감소

기말

26,186,900

3,049,200

-

29,236,100

(26,179,900)

(381,025)

-

(26,560,925)

7,000

2,668,175

-

2,675,175

합 계

<전기>
(단위: 원)
계정과목

기 초

비 품
(감가상각누계액)
합 계

증가

감소

기말

26,186,900

-

-

26,186,900

(26,179,900)

-

-

(26,179,900)

7,000

-

-

7,000

7. 퇴직급여충당부채
당기 및 전기 중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

기

전

기

기초잔액

43,335,030

36,631,690

퇴직급여(환입액)

10,480,810

6,703,340

-

-

53,815,840

43,335,030

지급액
기말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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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당기와 전기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기 초

증가

당 기

3,044,824,515

전 기

2,683,629,784

감소

기말

831,825,768 (1,042,906,394)
1,351,976,052

2,833,743,889

(990,781,321)

3,044,824,515

9. 사업비용(장학금)
당기 및 전기 중 지급된 장학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당

분

기

인원

전
금액

인원

기
금액

등록금

127명

537,378,000

131명

504,555,000

면학보조금

127명

354,900,000

131명

331,800,000

합계

892,278,000

836,355,000

10.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가. 당기말 현재 재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역

당기초

기본재산출연

앨트웰(주),앨트웰텍(주)

나.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거래내용

당기

전기

앨트웰텍(주)

지급임차료

34,248,063

35,762,501

다.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발생한 주요 채권, 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앨트웰텍(주)

거래과목

당기

전기

임차보증금

22,320,000

-

미지급비용

2,795,563

2,968,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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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본순자산
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ᆞ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의 가
액을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인 교육청으로부터 승인받아 기본재산으로
등재하고 이를 기본순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본순자산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말
(단위: 원)
구분

취득가액

공정가액

<유동자산>
신한금융투자 RP

1,000,000,000

1,000,000,000

신한은행 정기예금

1,000,000,000

1,000,000,000

청주CGV 부동산펀드

3,000,000,000

3,597,540,000

광주첨단CGV 부동산펀드

2,900,000,000

3,092,560,000

세종시CGV 부동산펀드

1,100,000,000

1,217,315,000

AT&T 달러채

1,785,812,736

1,787,304,767

푸르덴셜 달러채

3,117,872,640

3,210,253,730

포드자동차 달러채

2,107,375,000

2,680,458,178

로이즈은행 달러채

1,006,383,560

848,359,804

푸본현대생명
후순위채권(하나)
푸본현대생명

1,008,100,000

1,009,630,000

1,003,900,000

1,012,269,600

1,003,297,803

996,610,000

20,032,741,739

21,452,301,079

<비유동자산>

후순위채권(신금)
푸본현대생명
후순위채권(삼성)
합 계

20

(2) 전기말
(단위: 원)
구분

취득가액

공정가액
(장부가액)

<유동자산>
대한항공 신종자본증권

1,005,500,000

1,006,828,000

신한금융투자RP

1,000,000,000

1,000,000,000

신한은행 정기예금

1,000,000,000

1,000,000,000

알리안츠 달러채

1,770,262,528

1,804,172,173

푸르덴셜 달러채

3,117,872,640

3,210,253,730

로이즈은행 달러채

1,006,383,560

887,826,060

포드자동차 달러채

2,107,375,000

2,263,943,040

세종시CGV 부동산펀드

1,100,000,000

1,082,345,000

청주CGV 부동산펀드

3,000,000,000

3,023,340,000

광주첨단CGV 부동산펀드

2,900,000,000

3,011,795,000

푸본현대생명 후순위채권

1,008,100,000

1,018,086,000

푸본현대생명 후순위채권

1,003,900,000

1,027,020,300

20,019,393,728

20,335,609,303

<비유동자산>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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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순자산변동표
당기와 전기의 재단의 순자산변동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과목

기본순자산

전기초

20,000,000,000

당기운영이익

보통순자산
적립금
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1,062,690,058)

193,199,664

19,130,509,606

-

-

-

-

-

-

-

-

112,245,911

112,245,911

전기말

20,000,000,000

-

(1,062,690,058)

305,445,575

19,242,755,517

당기초

20,000,000,000

-

(1,062,690,058)

305,445,575

19,242,755,517

-

-

-

-

-

-

-

-

1,114,843,765

1,114,843,765

20,000,000,000

-

(1,062,690,058)

1,420,289,340

20,357,599,282

(손실)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당기운영이익
(손실)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당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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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업비용의 성격별 분류
운영성과표에는 사업비용이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시 성격별로 구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공익목적사업비용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 계

-

-

-

-

-

사업수행비용

902,480

111,287

34,629

10,090

1,058,486

일반관리비용

-

-

-

-

-

모금비용

-

-

-

-

-

기타목적사업비용

-

-

-

-

-

902,480

111,287

34,629

10,090

1,058,486

합 계

14. 주요 거래 내용

재단은 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자수익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
가 있으며, 재단법인으로서 주민세를 포함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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