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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재단법인 내셔널지오그래픽 과학 및 탐구 아시아재단

이사회 귀중 2018년 2월 23일

우리는 별첨된 재단법인 내셔널지오그래픽 과학 및 탐구 아시아재단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동 재무제표는 2017년 12월 31일과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

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운영성과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 그리

고 유의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그 밖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한국의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내부규정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

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

표를 작성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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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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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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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재단의 재무제표는 재단법인 내셔널지오그래픽 과학 및 탐구 아

시아재단의 2017년 12월 31일과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

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내부규정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삼정회계법인 대표이사 김교태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18년 2월 23일)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

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재단의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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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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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재 무 제 표

재단법인 내셔널지오그래픽 과학 및 탐구 아시아재단

제 3 기

2017년 01월 0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제 2 기

2016년 01월 01일 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법인이 작성한 것입니다."

재단법인 내셔널지오그래픽 과학 및 탐구 아시아재단 대표이사 조나단 에드워드 미체너 베일리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7, 907호

(염곡동, 인베스트코리아플라자)

(전   화) 02-3497-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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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상 태 표

제 3 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제 2 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재단법인 내셔널지오그래픽 과학 및 탐구 아시아재단 (단위 : 원)

과      목 제 3(당) 기 제 2(전) 기

자      산

Ⅰ. 유동자산 1,410,048,130 1,160,578,053

현금및현금성자산 (주석3) 1,331,954,060 1,132,229,663

미수금 37,186,150 -

선급금 320,690 36,740

선급비용 15,463,280 3,187,700

선납세금 123,950 123,950

예치보증금 25,000,000 25,000,000

II. 비유동자산 11,416,727 24,915,867

유형자산 (주석4) 1,940,267 2,667,867

임차보증금 9,476,460 22,248,000

자      산      총      계 1,421,464,857 1,185,493,920

부      채

Ⅰ.유동부채 40,155,415 32,108,736

미지급금 26,429,101 19,772,320

예수금 3,598,470 4,312,960

미지급비용 10,127,844 8,023,456

II. 비유동부채 39,604,685 28,923,028

퇴직급여충당부채 (주석5) 39,604,685 28,923,028

부      채      총      계 79,760,100 61,031,764

자      본

Ⅰ.자본금 500,000,000 500,000,000

기본재산 (주석6) 500,000,000 500,000,000

Ⅱ.이익잉여금 841,704,757 624,462,156

미처분이익잉여금 841,704,757 624,462,156

자      본      총      계 1,341,704,757 1,124,462,156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421,464,857 1,185,49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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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성 과 표

제3(당)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2(전)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단법인 내셔널지오그래픽 과학 및 탐구 아시아재단 (단위 : 원)

과                        목 제 3(당) 기 제 2(전) 기

Ⅰ. 사업수익 1,148,538,790 　 1,285,300,177

기부금수익 1,148,538,790 1,285,300,177 　

II. 사업비용(주석2) (931,126,559) 　 (1,510,479,328)

연구보조금 501,805,437 1,007,628,420 　

급여 210,621,118 227,465,745 　

상여 20,673,383 1,076,344 　

기타급여 - 480,000 　

퇴직급여 21,711,125 28,923,028 　

복리후생비 15,806,478 18,393,227 　

여비교통비 22,802,479 30,432,228 　

회의비 6,319,225 9,171,671 　

통신비 2,392,040 2,433,082 　

세금과공과 218,150 166,980 　

감가상각비 727,600 727,600 　

지급임차료 37,629,540 41,231,800 　

운송비 - 85,830 　

도서인쇄비 799,388 2,133,120 　

소모품비 5,182,304 1,563,900 　

지급수수료 84,438,292 138,566,353 　

Ⅲ. 사업이익(손실) 217,412,231 　 (225,179,151)

Ⅳ. 사업외수익 - 　 438,183

이자수익 - 432,683 　

잡이익 - 5,500 　

Ⅴ. 사업외비용 (169,630) 　 (102,936)

외환차손 169,630 98,515

잡손실 - 4,421

Ⅵ. 제약이 없는 순자산의 증가(감소) 217,242,601 　 (224,843,904)

Ⅶ. 법인세비용 (주석2) - 　 -

Ⅷ. 당기순이익(손실) 217,242,601 　 (224,84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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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변 동 표

제3(당)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2(전)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단법인 내셔널지오그래픽 과학 및 탐구 아시아재단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이  익

잉여금
총   계

2016.1.1(전기초) 500,000,000 849,306,060 1,349,306,060

당기순손실 - (224,843,904) (224,843,904)

2016.12.31 (전기말) 500,000,000 624,462,156 1,124,462,156

2017.1.1(당기초) 500,000,000 624,462,156 1,124,462,156

당기순이익 - 217,242,601 217,242,601

2017.12.31 (당기말) 500,000,000 841,704,757 1,341,70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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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금 흐 름 표

제3(당)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2(전)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단법인 내셔널지오그래픽 과학 및 탐구 아시아재단 (단위 : 원)

과                        목 제3(당) 기 제2(전) 기

I. 사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86,952,857 (216,909,398)

1. 당기순이익(손실) 217,242,601 (224,843,904)

2.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 22,438,725 29,650,628

감가상각비 727,600 727,600

퇴직급여 21,711,125 28,923,028

3.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 - -

4. 사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52,728,469) (21,716,122)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12,275,580) (210,380)

선납세금의 감소(증가) - (66,620)

미수금의 감소(증가) (37,186,150) -

선급금의 감소(증가) (283,950) (36,740)

예치보증금의 감소(증가) - (25,000,000)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6,656,781 8,970,030

예수금의 증가(감소) (714,490) 751,670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2,104,388 (6,124,082)

퇴직금의지급 (11,029,468)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2,771,540 (4,482,000)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2,771,540 -

보증금의 감소 12,771,540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4,482,000)

보증금의 증가 - 4,482,000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

IV. 현금의 증가(감소) 199,724,397 (221,391,398)

V. 기초의현금 1,132,229,663 1,353,621,061

VI. 기말의현금 1,331,954,060 1,132,229,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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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제3(당)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2(전)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단법인 내셔널지오그래픽 과학 및 탐구 아시아재단

1. 재단법인 내셔널지오그래픽 과학 및 탐구 아시아재단의 개요

재단법인 내셔널지오그래픽 과학 및 탐구 아시아재단 (이하 "재단")은 민법 제32조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5월 29일 설립되었으며, 프로젝트 사업을 지원하여 널리 지구학적 지식을 증

대, 확산하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사이어티의 한국 내 사업을 위하여 과학자, 탐구

자, 사회적 기업가 및 변화추구자를 지원,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인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7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1) 회계기준의 적용

재단은 내부규정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2)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주요 회계처리 방법

재단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여기

에서 설명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재무제표 작성기준과 중요한 회계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재무제표의 범위

재단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로 하고 주석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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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산과 부채의 종류

재단의 재무상태표의 구성항목 중 자산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순자산은 기본재산,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익잉여금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다. 운영성과표의 표시

재단의 운영성과표는 회계연도 중의 사업성과에 따라 발생한 순자산의 증감금액과 

이로 인한 순자산의 구성항목의 변동내역을 표시하고 있으며, 수익과 비용은 사업수

익, 사업비용, 사업외수익 및 사업외비용으로 분류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라. 기부금의 수익인식기준

재단은 기부금 수입의 경우 기부금 약정에 따른 기부금 수입의 귀속시기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주의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가 없는 경우에

는 현금을 수령한 때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 사업비용

사업비용은 연구보조금과 기타 운영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연구보조금은 고유목적사

업을 위하여 과학자, 탐구자와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하는데 지출된 비용이며, 급여, 

지급수수료 등 기타 운영비용은 재단을 운영하는데 지출된 비용입니다. 

바. 현금및현금성자산

재단은 당좌예금 및 보통예금 등을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계상하고 있

습니다. 이 경우 현금성자산이라 함은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또는 상환일)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 유형자산

재단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산정시, 당해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구입원가 및 유형자

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을 취득원가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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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아래의 자산별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에 의하여 계상

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공기구비품 5년

아. 퇴직급여충당부채

재단은 임직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전 임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

하고 있습니다.

자. 법인세 등

재단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써 법인세법등에 따라 납부

할 법인세는 없습니다.

차. 외화표시 자산과 부채의 환산

재단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환율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를 환

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외화환산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카. 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

재단은 간접법에 의해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당기말 현재 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과 목 금 융 기 관 당기말 전기말

보통예금 뱅크오브아메리카 1,331,954,060 1,132,229,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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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형자산

(1) 당기말 현재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상각누계액 장부금액 취득원가 상각누계액 장부금액

비  품 3,638,000 (1,697,733) 1,940,267 3,638,000 (970,133) 2,667,867

(2)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원)

구분 기 초 상  각 기 말

비  품 2,667,867 (727,600) 1,940,267

② 전기

(단위: 원)

구분 기 초 상  각 기 말

비  품 3,395,467 (727,600) 2,667,867

5. 퇴직급여충당부채

당기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 기 전 기

기   초 28,923,028 -

지급액 (11,029,468) -

설정액 21,711,125 28,923,028

기   말 39,604,685 28,92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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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본금

재단은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정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합니다. 재단은 설립시 제정된 정관에 따라 출연 받은 재산 중 기본재

산으로 500,000,000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정관에 등재된 기본재산을 자본

금으로 표시하며 운영성과에 따른 순손익의 누적액을 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하고 있습

니다. 한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대여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

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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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실시내용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7조의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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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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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조회
금융거래조회 채권채무조회 변호사조회

기타조회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횟수 회

수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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