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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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31일과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운영성과표 및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

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단의 경영진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근거하여 

해당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재단의 재무제표는 재단의 2020년 12월 31일과 2019년 1

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운영성과를 공익법인회

계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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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으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

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

리는 믿습니다.

강조사항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용자는 다음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

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조사항1 적용된 회계기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의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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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사항2 COVID-19로 인한 불확실성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2020년 COVID-19의 확산은 국

내 및 세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단의 향후 수익과 운영

성과에도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OVID-19의 확산으로 

재단의 재무상태 및 운영성과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으며,

재단의 재무제표에는 이로 인한 영향이 반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은 이 

사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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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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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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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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훈     수

2021년 3월 15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2021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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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기

2020년 01월 0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제 13 기

2019년 01월 01일 부터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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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기말 :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 13 기말 : 2019년 12월 31일 현재

재단법인 현대차 정몽구 재단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14기말 제13기말

공익목적사업 공익목적사업

자                  산

1. 유동자산 249,379,491,793 　 2,624,947,081

  현금및현금성자산 3 8,003,243,946 98,918,017

  미수수익 1,520,479,717 4,087

  미수금 317,519 543,927

  당기법인세자산 1,981,100,638 2,525,481,050

  투자자산 237,874,349,973 -

    매도가능증권 4 237,874,349,973 -

2. 비유동자산 643,587,757,256 　 843,127,917,788

  투자자산 4,13 643,499,244,809 　 843,018,078,489

    매도가능증권 643,499,244,809 　 843,018,078,489 　

  유형자산 5 　 15,798,203 　 19,590,776

    비품 350,051,700 　 349,337,300 　

    감가상각누계액 (334,253,497) 　 (329,746,524) 　

  무형자산 6 　 2,039,964 　 19,574,243

    상표권 6,000 　 91,612 　

    소프트웨어 2,033,964 　 19,482,631 　

  기타비유동자산 13 　 70,674,280 　 70,674,280

    임차보증금 70,674,280 　 70,674,280 　

자    산    총    계 　 892,967,249,049 　 845,752,864,869

부                  채 　 　

1. 유동부채 489,372,408 　 337,792,326

  미지급금 13 428,132,618 286,519,736

  예수금 54,884,970 45,734,370

  미지급비용 6,354,820 5,538,220

2. 비유동부채 128,700,682 139,106,629

  퇴직급여충당부채 7 128,700,682 139,106,629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58,799,003,194 355,939,856,396

부    채    총    계 359,417,076,284 　 356,416,755,351

순       자        산 　 　

기본순자산 9 　 331,022,262,856 　 331,022,262,856

보통순자산 9 　 214,936,410,216 　 222,760,615,518

  잉여금 214,936,410,216 　 222,760,615,518 　

순자산조정 4,9 　 (12,408,500,307) 　 (64,446,768,856)

순  자  산  총  계 　 533,550,172,765 　 489,336,109,518

부채및순자산총계 　 892,967,249,049 　 845,752,864,869

별첨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5 -



운  영  성  과  표

제14기 :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13기 :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재단법인 현대차 정몽구 재단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14기 제13기

공익목적사업 공익목적사업

사업수익 　 25,936,160,899 　 30,471,372,620

  배당금수익 13 8,548,563,000 　 8,214,359,400 　

  분배금수익 17,387,597,899 　 22,257,013,220 　

사업비용 11,13 21,931,508,241 　 22,801,267,053

  사업수행비용 11,13 　 21,248,956,901 　 22,062,120,941

    미래인재양성 8,591,703,067 　 7,977,495,938 　

    소외계층지원 6,754,469,088 　 7,526,448,505 　

    문화예술 5,798,999,160 　 6,469,970,437 　

    기획사업 103,785,586 　 88,206,061 　

  일반관리비용 11,13 682,551,340 　 739,146,112

    직원급여 209,297,478 228,835,164 　

    제수당 20,849,147 8,863,407 　

    퇴직급여충당금전입 27,243,157 26,617,925 　

    복리후생비 86,373,979 87,980,784 　

    여비교통비 14,323,594 32,014,930 　

    업무추진비 9,098,674 9,548,202 　

    통신비 2,724,020 2,291,430 　

    세금과공과금 207,990 256,230 　

    감가상각비 450,697 1,396,970 　

    지급임차료 58,942,785 58,162,692 　

    수선비 1,382,700 1,382,700 　

    보험료 418,590 488,950 　

    운반비 206,000 220,000 　

    교육훈련비 2,455,580 5,971,850 　

    도서인쇄비 1,052,700 1,411,200 　

    회의비 77,864,227 84,440,537 　

    사무용품비 7,940,805 8,071,158 　

    소모품비 4,470,194 5,408,630 　

    지급수수료 129,661,402 146,647,684 　

    건물관리비 25,834,194 26,241,336 　

    무형고정자산상각 1,753,427 2,894,333 　

사업이익 4,004,652,658 　 7,670,105,567

사업외수익 98,873 　 171,397

  이자수익 98,873 171,397 　

사업외비용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23,949,111,185 　 25,367,246,205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21,089,964,387 　 21,996,728,624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운영이익 1,145,604,733 　 4,299,759,383

법인세비용 206,051,172 　 223,941,581

당기운영이익 939,553,561 　 4,075,817,802

별첨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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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제 14 기 :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 13 기 :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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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인재양성ㆍ나라사랑 장

학지원, 농산어촌 초등학생 창의ㆍ융합교육 등의 미래인재양성사업, 국내ㆍ해외 의

료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청년사회적기업가 육성 등 소외계층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재원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정몽구 명예회장의 출연금으로 인해 발

생하는 수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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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수익, 매매수익 등이 발생했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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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자산조정으로 인식하고 그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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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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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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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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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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퇴직급여충당부채 -

재단은 임직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당기말 현재 1년이상 근속한 전임직원이 일시

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총 퇴직금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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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법인세  -

재단은 공익법인회계기준 제32조에 따라 납부할 법인세를 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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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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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COVID-19 영향

2020년 COVID-19의 확산은 국내 및 세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단의 향후 수익과 운영성과에도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영향의 범위를 예측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는 불확실합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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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거래처 연이자율(%) 당기말 전기말

MMDA ㈜하나은행 0.15 8,003,244 98,918

당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없습니다.

한편, 당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에는 투자일임자산의 환매조건부채권(RP) 및 예

수금 7,88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투자자산 : 

가. 투자자산의 내역

보고기간말 현재 투자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지분증권 414,747,312 366,575,574

투자일임자산 466,626,283 476,442,504

합 계 881,373,595 843,018,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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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분증권

보고기간말 현재 지분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회 사 명
보유주식수

(주)
지분율(%)

당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공정가액 장부가액 취득원가 공정가액 장부가액

글로비스㈜ 1,671,018 4.46 331,022,263 307,467,312 307,467,312 331,022,263 238,955,574 238,955,574

㈜이노션 1,800,000 9.00 100,000,080 107,280,000 107,280,000 100,000,080 127,620,000 127,620,000

 합  계 431,022,343 414,747,312 414,747,312 431,022,343 366,575,574 366,575,574

다. 투자일임자산

재단은 현대차증권㈜와 장기투자목적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보고기

간말 현재 투자일임계약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채권 237,543,241 267,050,012

CP 146,322,000 125,037,105

수익증권 82,761,042 78,447,876

RP - 5,907,124

예수금 - 387

합 계 466,626,283 476,442,504

현대차증권㈜와의 투자일임계약에서 인식한 운용수익은 당기 17,388백만원(전기:22

,257백만원)입니다.

한편, 당기말 현재 환매조건부채권(RP) 및 예수금 7,880백만원은 현금및현금성자산

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주석3).

라. 평가내역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당  기 기  초 기타 평  가 기  말 

글로비스㈜ (92,066,689) - 68,511,738 (23,554,951)

㈜이노션 27,619,920 - (20,340,000) 7,279,920

투자일임자산 - 8,763,759 (4,897,228) 3,866,531

합 계 (64,446,769) 8,763,759 43,274,510 (12,40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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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 기  초 평  가 기  말 

글로비스㈜ (115,460,941) 23,394,252 (92,066,689)

㈜이노션 13,939,920 13,680,000 27,619,920

합 계 (101,521,021) 37,074,252 (64,446,769)

5. 유형자산 : 

유형자산 장부가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당 기 기초 취득 감가상각비 기말

비품 19,591 714 (4,507) 15,798

전 기 기초 감가상각비 기말

비품 33,560 (13,969) 19,591

6. 무형자산 : 

무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당 기 기초 무형자산상각비 기말

상표권 92 (86) 6

소프트웨어 19,482 (17,448) 2,034

합 계 19,574 (17,534) 2,040

전 기 기초 무형자산상각비 기말

상표권 833 (741) 92

소프트웨어 47,685 (28,203) 19,482

합 계 48,518 (28,944) 19,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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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당기 전기

기  초   잔  액 139,107 119,438

퇴직금 지급액 (88,278) (49,024)

당 기 설 정 액 77,872 68,693

잔 액 128,701 139,107

8. 운용리스 : 

재단은 보고기간말 현재 차량 및 사무실 등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동 계

약과 관련하여 당기에 인식한 지급임차료는 147,357천원(전기:145,407천원)입니다. 

상기 임대차계약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지급임차료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당기

1년 이내 149,306

9. 순자산 : 

가. 순자산 변동 내역

순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과목

공익목적사업부문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 합 계
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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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운영이익 - 4,075,818 - 4,075,818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 37,074,252 37,074,252

전기말 331,022,263 222,760,616 (64,446,769) 489,336,110

당기초 331,022,263 222,760,616 (64,446,769) 489,336,110

당기운영이익 - 939,554 - 939,554

기타 - (8,763,759) 8,763,759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 43,274,509 43,274,509

당기말 331,022,263 214,936,411 (12,408,501) 533,55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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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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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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말 취득원가 공정가치

주식(매도가능증권) 331,022,263 307,467,312

전기말 취득원가 공정가치

주식(매도가능증권) 331,022,263 238,955,574

10. 포괄손익계산서 : 

재단의 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당기 전기

운영성과표상 순이익 939,554 　 4,075,818

당기순자산조정 52,038,269 　 37,074,252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43,274,510 37,074,252 　

  기타 8,763,759 -

포괄이익(손실) 52,977,823 　 41,150,070

11. 사업비용 : 

가. 사업비용의 성격별 분류

운영성과표에는 사업비용이 기능별로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시 성격

별로 구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당 기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계

공익목적사업비용

  사업수행비용 19,697,164 666,262 147,003 738,528 21,248,957

  일반관리비용 - 343,764 86,981 251,806 682,551

합 계 19,697,164 1,010,026 233,984 990,334 21,93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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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기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계

공익목적사업비용

  사업수행비용 20,592,656 587,787 165,228 716,450 22,062,121

  일반관리비용 - 352,297 88,695 298,154 739,146

합 계 20,592,656 940,084 253,923 1,014,604 22,801,267

나. 사업수행비용의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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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구분 사업세부내역 당 기 전 기

미래인재
장학 4,436,010 2,434,515

교육지원 4,155,693 5,542,981

소 계 8,591,703 7,977,496

소외계층

청년 일자리 지원 205,318 1,761,535

의료 지원 3,813,394 2,840,867

사회복지지원 2,735,757 2,924,047

소 계 6,754,469 7,526,449

문화예술
문화예술 인재양성 3,177,946 3,980,518

문화예술나눔 2,621,053 2,489,452

소 계 5,798,999 6,469,970

기획사업 103,786 88,206

합 계 21,248,957 22,062,121

12.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 

가. 지급의무

보고기간말 현재 재단은 대학생학자금대출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금융기관

에 대한 대출원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대위변제를 해야하는 의무가 존재합니다.

13. 특수관계자거래 : 

재단은 현대자동차그룹에 속해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현대자동차㈜ 및 현대자동차그

룹 계열회사는 재단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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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1) 당기

특수관계자구분 특수관계자명 수익 비용

기타특수관계자 글로비스㈜ 5,848,563 -

㈜이노션 2,700,000 -

현대차증권㈜ - 663,665

기타 - 328,920

합 계 8,548,563 992,585

2) 전기

특수관계자구분 특수관계자명 수익 비용

기타특수관계자 글로비스㈜ 5,514,359 -

㈜이노션 2,700,000 -

현대차증권㈜ - 659,776

기타 - 273,071

합 계 8,214,359 93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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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기말

특수관계자구분 특수관계자명 채권 채무

기타특수관계자 현대차증권㈜ - 166,597

기타 70,674 34,950

합 계 70,674 201,547

2) 전기말

특수관계자구분 특수관계자명 채권 채무

기타특수관계자 현대차증권㈜ - 166,698

기타 70,674 -

합 계 70,674 166,698

한편, 재단은 기타특수관계자인 현대차증권㈜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주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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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실시내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첨부합니다.

1. 감사대상업무

회     사     명

감사대상 사업연도 XXXX년 XX월 XX일 부터 XXXX년 XX월 XX일 까지

2. 감사참여자 구분별 인원수 및 감사시간

(단위 : 명, 시간)

감사참여자

 ＼ 

인원수 및 시간

품질관리

검토자

(심리실 등)

감사업무 담당 회계사 전산감사ㆍ

세무ㆍ가치평가

 등 전문가

건설계약 등

수주산업

전문가

합계담당이사

(업무수행이사)

등록

공인회계사

수습

공인회계사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투입 인원수

투입

시간

분ㆍ반기검토

감사

합계

3. 주요 감사실시내용

구  분 내   역

전반감사계획

(감사착수단계)

수행시기 일

주요내용

현장감사

주요내용

수행시기
투입인원

주요 감사업무 수행내용
상주 비상주

일 명 명

일 명 명

일 명 명

재고자산실사(입회)

실사(입회)시기 일

실사(입회)장소

실사(입회)대상

금융자산실사(입회)

실사(입회)시기 일

실사(입회)장소

실사(입회)대상

금융거래조회 채권채무조회 변호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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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조회 기타조회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횟수 회

수행시기

외부전문가 활용
감사 활용 내용

수행시기 일

4. 감사(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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