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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재단법인 내셔널지오그래픽 과학 및 탐구 아시아재단
이사회 귀중

2020년 2월 28일

감사의견
우리는 별첨된 재단법인 내셔널지오그래픽 과학 및 탐구 아시아재단(이하 "재단")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19년과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운영성과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
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재단의 재무제표는 재단의 2019년 및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를 공익법인회계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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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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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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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
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
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
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
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 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ㆍ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
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ㆍ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
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ㆍ 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
속 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
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
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공시
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
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
단시킬 수 있습니다.

ㆍ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
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
부를 평가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
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
이션합니다.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20년 2월 28일)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
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재단의 재무제표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
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첨부)재 무 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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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31일 까지

제4기
2018년 01월 0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법인이 작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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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전 화)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7, 907호
(염곡동, 인베스트코리아플라자)
02-3497-1940

재무상태표
제 5(당)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제 4(전) 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재단법인 내셔널지오그래픽 과학 및 탐구 아시아재단
과
자

목

(단위 : 원)
당기

전기

산

Ⅰ. 유동자산

1,164,899,006

현금및현금성자산 (주석3)
선급금

1,126,844,500

1,259,991,000
1,218,943,721

285,000

292,890

선급비용

12,645,556

15,630,439

선납세금

123,950

123,950

25,000,000

25,000,000

예치보증금
II. 비유동자산

9,961,527

유형자산 (주석4)
임차보증금
자

산

부

채

총

10,689,127

485,067

1,212,667

9,476,460

9,476,460

계

Ⅰ.유동부채

1,174,860,533

1,270,680,127

170,044,358

39,358,720

미지급금

15,900,784

21,890,550

예수금

10,994,550

3,787,370

143,149,024

13,680,800

미지급비용
II. 비유동부채

76,797,752

퇴직급여충당부채 (주석5)
부

채

총

76,797,752

계

56,834,184
56,834,184

246,842,110

96,192,904

순 자 산
Ⅰ.기본순자산(주석3,6,7,9)
기본재산
Ⅱ.보통순자산 (주석7)
잉여금
순

자

산

총

계

부 채 및 순 자 산 총 계

500,000,000

500,000,000

500,000,000

500,000,000

428,018,423

674,487,223

428,018,423

674,487,223
928,018,423

1,174,487,223

1,174,860,533

1,270,680,127

운영성과표
제5(당)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4(전)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단법인 내셔널지오그래픽 과학 및 탐구 아시아재단
과

목

(단위 : 원)
당기

Ⅰ. 사업수익
기부금수익

전기
1,122,019,095

1,122,019,095

II. 사업비용(주석2,8)

1,120,851,828
1,120,851,828

1,368,406,939

1,287,680,724

1. 사업수행비용

1,120,585,298

1,122,015,363

2. 일반관리비용

217,438,642

163,725,340

30,382,999

1,940,021

3. 모금비용
Ⅲ. 사업손실
Ⅳ. 사업외수익
외환차익
잡이익

잡손실
Ⅵ.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운영손실
Ⅶ. 법인세비용 (주석2)
Ⅷ. 당기운영손실

166,828,896

43,055

252,821

40,855

116,919

2,200

135,902

Ⅴ. 사업외비용
외환차손

246,387,844

(124,011)
124,010

(641,459)
631,609

1

9,850
246,468,800

167,217,534

-

-

246,468,800

167,217,534

주석
제5(당)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4(전)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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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셔널지오그래픽소사이어티의 한국 내 사업을 위하여 과학자, 탐구자,
사회적 기업가 및 변화추구자를 지원,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인을 영위하고 있으
며, 현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7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1) 회계기준의 적용
재단은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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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로 하고, 주석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재단 전체를 하나의 작성단위로 보아 통합하여 작성됩니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은 공
익목적사업부문 및 기타사업부문을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요구하지만, 당기말
현재 재단에는 공익목적사업부문만 존재하여 해당 부문의 운영성과만 표시되어 있습
니다.

나. 자산과 부채의 종류
재단의 재무상태표의 구성항목 중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순자산은 기본순자산
과 보통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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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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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이 제약있는 순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본순자
산의 증가로 인식합니다.

마. 사업비용
사업비용은 공익목적사업의 결과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
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익목적사업비용은 기능에 따라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
비용, 모금비용으로 분류합니다.
- 사업수행비용 : 재단이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입니다.
- 일반관리비용 : 사업수행 및 모금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제반 관리활동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입니다.
- 모금비용 : 홍보, 행사 관리 등 모금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입니다.
한편, 사업비용은 성격별로 구분하여 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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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아래의 자산별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에 의하여 계상
되고 있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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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세법 등에 따라 납
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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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현금및현금성자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과목

금 융기 관

현금및현금성자산

당기말

뱅크오브아메리카

전기말

1,126,844,500

1,218,943,721

당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 중 500,000,000원은 기본순자산으로 사용이 제한됩
니다.

4. 유형자산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당기말

구분

취득원가

비 품

3,638,000

전기말

상각누계액

장부금액

(3,152,933)

취득원가

485,067

상각누계액

3,638,000

장부금액

(2,425,333)

1,212,667

(2)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원)
구분

기초

비 품

상 각
1,212,667

기말
(727,600)

485,067

② 전기
(단위: 원)
구분
비 품

기초

상 각
1,940,267

기말
(727,600)

1,212,667

5. 퇴직급여충당부채
당기 및 전기 중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

전기

기 초

56,834,184

39,604,685

설정액

19,963,568

17,229,499

기 말

76,797,752

56,834,184

6. 기본순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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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순자산으로 표시하며 운영성과에 따른 순손익의 누적액을 보통순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대여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야 합니다.

7. 순자산 변동에 관한 사항
당기 중 순자산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기본순자산

당기초

합계

500,000,000

674,487,223

1,174,487,223

-

(246,468,800)

(246,468,800)

500,000,000

428,018,423

928,018,423

당기운영이익(손실)
당기말

보통순자산

8. 사업비용의 성격별 구분
당기 중 재단의 사업비용을 성격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분배비용

인력비용

사업수행비용

997,583,778

123,001,520

-

일반관리비용

-

120,175,861

21,595,893

75,666,888

217,438,642

모금비용

-

233,936

-

30,149,063

30,382,999

997,583,778

243,411,317

21,595,893

합계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계
- 1,120,585,298

105,815,951 1,368,406,939

9.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1) 재단은 National Geographic Society US 이 출연한 현금(기본재산 500백만원)으
로 설립되었습니다.
(2)당기 중 재단의 특수관계자와의 채권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특수관계자명

구분

National Geographic Society US

금액

미지급금

11,847,486

10. 총자산 또는 사업수익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의 거래내역
단일 거래처로부터 발생한 거래규모가 총자산 또는 사업수익금액의 10% 이상인 주
요 거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원)
거래처명
유한회사 씨프로그램
Zoological society of London

계정과목
기부금수익
사업수행비용

거래금액
1,092,500,000
225,800,000

거래내용
기부자 현금 기부
배분사업비

② 전기
(단위: 원)
거래처명
유한회사 씨프로그램

계정과목
기부금수익

거래금액
1,092,500,000

거래내용
기부자 현금 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