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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재단법인 현대차 정몽구 재단

이사회 귀중

감사의견

우리는 재단법인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하 "재단")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

당 재무제표는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운영성과표 및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단의 경영진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근거하여 해당 재무제표를 작성하였

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재단의 재무제표는 재단의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

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를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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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으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

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

리는 믿습니다.

강조사항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주석 2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

익법인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의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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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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

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재단

을 청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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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

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

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

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 부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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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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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

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

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

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

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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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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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삼     일     회     계     법     인

대   표   이   사   김     영     식

2019년 2월 20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2019년 2월 20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

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별첨된 재단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

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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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재 무 제 표

재단법인 현대차 정몽구 재단

제 12 기

2018년 01월 0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재단법인 현대차 정몽구 재단 이사장 권오규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3층

(전   화) 02-746-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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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상  태  표

제 12 기말 : 2018년 12월 31일 현재

재단법인 현대차 정몽구 재단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12기말

공익목적사업

자                  산

1. 유동자산 2,921,836,774

  현금및현금성자산 3 104,406,495

  미수수익 15,930

  미수금 1,733,998

  선급법인세 2,815,680,351

2. 비유동자산 798,496,605,217

  투자자산 4,13 798,343,852,870

    매도가능증권 798,343,852,870

  유형자산 5 33,560,482

    비품 349,337,300

    감가상각누계액 (315,776,818)

  무형자산 6 48,517,585

    상표권 832,614

    소프트웨어 47,684,971

  기타비유동자산 13 70,674,280

    임차보증금 70,674,280

자    산    총    계 801,418,441,991

부                  채

1. 유동부채 543,625,145

  미지급금 13 497,184,385

  예수금 41,222,360

  미지급비용 5,218,400

2. 비유동부채 352,688,777,130

  퇴직급여충당부채 7 119,438,315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52,569,338,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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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주석
제12기말

공익목적사업

부    채    총    계 353,232,402,275

순       자        산 

기본순자산 9 331,022,262,856

보통순자산 9 218,684,797,716

  잉여금 218,684,797,716

순자산조정 4,9 (101,521,020,856)

순  자  산  총  계 448,186,039,716

부채및순자산총계 801,418,441,991

별첨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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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성  과  표

제12기 :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단법인 현대차 정몽구 재단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12기

공익목적사업

사업수익 25,842,869,345

  배당금수익 13 6,813,054,000

  분배금수익 19,029,815,345

사업비용 11,13 23,070,628,147

사업수행비용 11,13 20,496,615,995

  미래인재양성 9,064,972,332

  소외계층지원 6,720,066,925

  문화예술 4,672,315,570

  기획사업 39,261,168

일반관리비용 11,13 2,574,012,152

  직원급여 205,298,507

  제수당 9,858,584

  퇴직급여충당금전입 21,559,818

  복리후생비 85,688,887

  여비교통비 28,908,306

  업무추진비 8,632,853

  통신비 2,507,960

  세금과공과금 1,655,563,950

  감가상각비 4,569,555

  지급임차료 42,632,716

  수선비 1,037,025

  보험료 461,660

  차량유지비 17,865

  운반비 135,000

  교육훈련비 4,788,230

  도서인쇄비 1,46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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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주석
제12기

공익목적사업

  회의비 65,939,533

  사무용품비 6,535,755

  소모품비 9,362,862

  지급수수료 388,700,083

  건물관리비 18,679,756

  무형고정자산상각 11,668,532

사업이익 2,772,241,198

사업외수익 168,213

  이자수익 168,213

사업외비용 3,465

  유형자산처분손실 3,46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23,538,412,311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20,857,827,553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운영이익 91,821,188

법인세비용 23,816,319

당기운영이익 68,004,869

별첨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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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제 12 기 : 2018년 12월 31일 현재

재단법인 현대차 정몽구 재단

1. 재단의 개요 :

재단법인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하 "재단")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7년 11월

16일에 설립되었으며 문화예술 및 미래인재양성, 소외계층 지원 분야에서 사업을 실

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2011년 12월 12일자 이사회 결의에 의거하

여 상호를 재단법인 해비치사회공헌문화재단에서 재단법인 현대차 정몽구 재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연시설 건립 및 운영, 문화예술 나눔, 예술인

재 양성, 일상 속 문화예술 확산 등의 문화예술사업, 인재양성ㆍ나라사랑 장학지원, 

농산어촌 초등학생 창의ㆍ인성교육 등의 미래인재양성사업, 국내ㆍ해외 의료지원, 

다문화가정ㆍ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청년사회적기업가 육성 등 소외계층지원 사업

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재원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정몽구 회장의 출연금 수입

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 

재단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아

니한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재단의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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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익인식기준 -

(1) 기부금수익

재단은 기부를 받은 경우 기부 받은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제공받은 효익의 형

태에 따라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기부수익은 공정가

액으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이자수익

유효이자율이나 정액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분배금수익

결산일 기준 예탁한 자산의 공정가치 증가분이 원금에 가산되는 때에 수익을 인식하

고 있습니다.

(4) 배당금수익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현금및현금성자산 -

재단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

은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처

리하고 있습니다.

다. 유가증권 -

유가증권은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원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재단은 지분증권과 채

무증권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취득목적과 보유의도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

증권과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가증권 중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증권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단기매매증

권은 단기투자자산으로 분류하고, 매도가능증권 및 만기보유증권은 장기투자증권으

로 분류하고 있으나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또는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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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에 의하여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단기투자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

다.

 

만기보유증권은 상각후원가로 평가하며,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

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하고 그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

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유가증권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하 "회수가능액")

이 채무증권의 상각후원가 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상차손

을 인식할 것을 고려합니다. 손상차손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는 보고

기간종료일마다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이 불필요하다는 명

백한 반증이 없는 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차

손금액은 당기손익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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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증권 또는 원가로 평가하는 매도가능증권의 경우에는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으

로 인식하되, 회복 후 장부금액이 당초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

의 상각후원가(매도가능증권의 경우, 취득원가)가 되었을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

니다.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매도가능증권의 경우에는 이전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 

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합니다. 

라. 파생상품

재단은 파생상품의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고, 동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손익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

고 있습니다. 다만, 위험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특정위험으로 인한 자산 · 부채 

및 확정계약의 공정가치의 변동위험을 회피하는 계약에서 발생한 평가손익은 당기손

익으로 처리하고, 미래 예상거래의 현금흐름변동위험을 회피하는 계약에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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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 유형자산의 평가 및 상각방법 -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

는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단의 유형자산은 5년에 걸쳐 정액법으로 산정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

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가장 최근에 평가된 성능수준을 초과하여 미

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바. 무형자산의 평가 및 상각방법 -

재단은 무형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구입원가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취득

원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5년의 추정내용연수와 정액법에 의하여 산정된 상각누계액

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취득원가에서 직접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 퇴직급여충당부채 -

재단은 임직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당기말 현재 1년이상 근속한 전임직원이 일시

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총 퇴직금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아. 리스 -

재단은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을 이전받지 않는 경우에 운용

리스로 분류하고, 운용리스자산의 사용과 관련하여 보증잔존가치를 제외한 최소리스

료에 대해서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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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법인세  -

재단은 공익법인회계기준 제32조에 따라 납부할 법인세를 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재단은 2018사업연도부터 공익법인회계기준 제19조 및 제31조에 따라 법인세법상 

수익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비용으로

계상하면서 동일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

당기말 현재 재단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거래처 연이자율(%) 당기말

MMDA ㈜하나은행 0.20 104,406

당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없습니다.

4. 투자자산 : 

가. 투자자산의 내역

당기말 현재 투자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당기말

지분증권 329,501,322

기타채무증권 468,842,531

합 계 798,34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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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분증권

당기말 현재 지분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회 사 명 보유주식수(주)
지분율

(%)

당기말

취득원가 공정가액 장부가액

글로비스㈜ 1,671,018 4.46 331,022,263 215,561,322 215,561,322

㈜이노션 1,800,000 9.00 100,000,080 113,940,000 113,940,000

 합  계 431,022,343 329,501,322 329,501,322

한편, 재단은 ㈜이노션 지분 매각과 관련하여 매수자와 수익배분에 대한 특약을 체결

했습니다(주석12). 

다. 기타채무증권

재단은 현대차증권㈜와 장기투자목적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당기말

과 전기말 현재 투자일임계약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채권 225,121,304

CP 163,500,592

수익증권 53,585,660

RP 26,634,709

예수금 266

합 계 468,842,531

당기 중 투자일임자산에서 인식한 운용수익은 19,030백만원입니다. 

라. 평가내역

당기 중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당 기 기  초 평  가 기  말 

글로비스㈜ (103,763,815) (11,697,126) (115,460,941)

㈜이노션 31,759,920 (17,820,000) 13,939,920

합 계 (72,003,895) (29,517,126) (101,5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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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형자산 : 

당기 중 재단의 유형자산 장부가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당기 기초 처분 감가상각비 기말

비품 48,796 (3) (15,233) 33,560

6. 무형자산 : 

당기 중 무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당 기 기초 무형자산상각비 기말

상표권 2,120 (1,287) 833

소프트웨어 85,293 (37,608) 47,685

합 계 87,413 (38,895) 48,518

7. 퇴직급여충당부채 :

당기 중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당기

기  초   잔  액 149,585

퇴직금 지급액 (80,001)

당 기 설 정 액 49,854

잔 액 119,438

8. 운용리스 : 

재단은 당기말 현재 차량 및 사무실 등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동 계약과 

관련하여 당기에 인식한 지급임차료는 142,109천원입니다. 상기 임대차계약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지급임차료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지급임차료

1년 이내 14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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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순자산 : 

가. 순자산 변동 내역

당기 중 순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과목

공익목적사업부문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 합 계
잉여금

당기초 331,022,263 218,616,793 (72,003,895) 477,635,161

당기운영이익 - 68,005 - 68,005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 (29,517,126) (29,517,126)

당기말 331,022,263 218,684,798 (101,521,021) 448,186,040

기본순자산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규

정된 재산입니다. 재단의 정관에 의하면,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보통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및 잉여금 중 적립금에 

한해 기본재산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기본순자산의 취득원가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취득원가 공정가치

주식(매도가능증권) 331,022,263 215,561,322

10. 포괄손익계산서 : 

당기 재단의 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당기

운영성과표상 순이익 　 68,005

기타포괄손실 　 (29,517,126)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29,517,126) 　

포괄손실 　 (29,44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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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업비용 : 

가. 사업비용의 성격별 분류

운영성과표에는 사업비용이 기능별로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시 성격

별로 구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계

공익목적사업비용

  사업수행비용 19,116,412 523,183 180,951 676,070 20,496,616

  일반관리비용 - 322,406 77,551 2,174,055 2,574,012

합 계 19,116,412 845,589 258,502 2,850,125 23,070,628

나. 사업수행비용의 세부내역

재단이 지원하는 사업수행비용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사업구분 사업세부내역 당 기

미래인재양성

저소득층 장학 지원 2,506,638

농산어촌 학습지원 3,066,281

중ㆍ고 미래인재 육성 3,492,053

소 계 9,064,972

소외계층지원

청년 일자리 지원 1,607,427

의료 지원 2,515,586

사회복지지원 2,597,054

소 계 6,720,067

문화예술지원
문화예술 인재양성 2,907,160

생활속 문화가치 확산 1,765,156

소 계 4,672,316

기획사업 39,261

합 계 20,49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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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 

가. 초과이익 분배약정

재단은 2013년 중 ㈜이노션 지분의 매각과 관련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계약은 매수인의 투자 회수 시점까지 유효합니다. 초과이익 분배약정의 세부 내역

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상  세

매도인 재단법인 현대차 정몽구 재단

매수인 스틱세컨더리 제삼호 사모투자전문회사, ㈜KB손해보험, ㈜신한금

융투자, ㈜신한캐피탈

매각금액 100,000,080,000원 (지분율 10%, 180,000주, 주당 555,556원)

특별약정(초과이익분배) 매수인이 투자 회수 시점에서 연투자내부수익률 10%를 초과하는 

이익부분 중 15%를 매도인에게 환급함

전기말 이전 ㈜KB손해보험, ㈜신한금융투자, ㈜신한캐피탈은 해당 지분을 전량 매

각하였습니다.

한편, 당기말 결산 이후 스틱세컨더리 제삼호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이노션 지분을 

전량 매각하였습니다.

나. 지급의무

당기말 현재 재단은 대학생학자금대출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대

한 대출원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대위변제를 해야하는 의무가 존재합니다.

13. 특수관계자거래 : 

재단은 현대자동차그룹에 속해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현대자동차㈜ 및 현대자동차그

룹 계열회사는 재단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됩니다.

가. 당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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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구분 특수관계자명 수익 비용

기타특수관계자 글로비스㈜        5,013,054 -

㈜이노션        1,800,000 -

현대차증권㈜ - 815,229

기타 - 260,521

합 계 6,813,054 1,075,750

나. 당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특수관계자구분 특수관계자명 채권 채무

기타특수관계자 현대차증권㈜ - 164,607

기타 70,674 -

합 계 70,674 164,607

14. 회계정책의 변경:

주석 2에 기재된 것처럼 재단은 당기부터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였으며, 경과규

정에 따라 전기 재무제표를 비교표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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