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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재단법인 굿네이버스 글로벌임팩트

이사회 귀중

감사의견

 

우리는 재단법인 굿네이버스 글로벌임팩트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

제표는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운영성

과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재단법인의 재무제표는 재단법인 굿네이버스 글로벌임팩

트의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운영성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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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

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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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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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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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재단법인의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

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

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

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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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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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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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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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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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월 28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사단법인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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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재 무 제 표

재단법인 굿네이버스 글로벌임팩트

제 1기

2019년 02월 08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 법인이 작성한 것입니다."

재단법인 굿네이버스 글로벌임팩트 이사장 정해원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3 굿네이버스

(전   화) 02-6424-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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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상 태 표

제 1(당)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재단법인 굿네이버스 글로벌임팩트 (단위 : 원)

과                        목
제 1(당) 기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자  산

I. 유동자산  1,156,162,876     640,410,263     515,752,613 

 (1) 당좌자산  1,092,904,346     640,410,263     452,494,083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3)     336,271,864     131,202,986     205,068,878 

      단기금융상품(주석3)     500,000,000     500,000,000                     - 

      매출채권       23,961,405                     -       23,961,405 

      선급금     223,438,440                     -     223,438,440 

      미수수익        9,166,667        9,166,667                     - 

      당기법인세자산             65,970             40,610             25,360 

 (2) 재고자산       63,258,530                     -       63,258,530 

      상품       43,004,564                     -       43,004,564 

      미착상품       20,253,966                     -       20,253,966 

II. 비유동자산       71,666,367     564,977,553        6,688,814 

 (1) 투자자산        1,522,367     501,333,553           188,814 

      퇴직연금운용자산(주석6)        1,522,367        1,333,553           188,814 

      수익사업출자금                     -     500,000,000                     - 

 (2) 무형자산(주석4)       22,880,000       22,880,000                     - 

 (3) 기타비유동자산(주석5)       47,264,000       40,764,000        6,500,000 

자산총계  1,227,829,243  1,205,387,816     522,441,427 

부채

I. 유동부채     100,500,039       52,174,815       48,325,224 

      미지급금       87,625,679       39,300,455       48,325,224 

      예수금       12,874,360       12,874,360                     - 

II. 비유동부채 - - - 

      퇴직연금충당부채(주석6) 193,788,650 185,200,780 8,587,870

      퇴직연금운용자산(주석6) (193,788,650) (185,200,780) (8,587,870)

부채총계 100,500,039 52,174,815 48,325,224

자본

I. 기본순자산(주석8,10) 500,000,000 500,000,000 - 

      기본순자산 500,000,000 500,000,000 - 

II. 보통순자산(주석8) 627,329,204 653,213,001 474,116,203

      잉여금(결손금)(주석11) 627,329,204 653,213,001 (25,883,797)

      목적사업출연금 - - 500,000,000

순자산총계 1,127,329,204 1,153,213,001 474,116,203

부채와순자산총계 1,227,829,243 1,205,387,816 522,441,427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5 -



운 영 성 과 표

제 1(당) 기 2019년 2월 8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재단법인 굿네이버스 글로벌임팩트 (단위 : 원)

과                        목
제 1(당) 기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I. 사업수익 2,595,870,987 2,148,900,654 446,970,333

   1. 기부금수익(주석10) 2,148,900,654 2,148,900,654 - 

   2. 상품매출 446,970,333 - 446,970,333

II. 사업비용(주석7) 1,992,763,373 1,528,542,166 464,221,207

1.  사업비 1,381,863,768 1,381,863,768 - 

    국제개발특화사업 1,381,863,768 1,381,863,768 - 

2. 일반관리비 146,678,398 146,678,398 - 

3. 기타사업비용 464,221,207 - 464,221,207

III. 사업이익(손실) 603,107,614 620,358,488 (17,250,874)

IV. 사업외수익 34,663,070 34,416,006 247,064

1. 이자수익 10,975,014 10,747,978 227,036

2. 외환 차익 23,662,802 23,662,802 - 

3. 잡수익 25,254 5,226 20,028

V. 사업외비용 10,441,480 1,561,493 8,879,987

1. 외환차손 10,222 10,222 - 

   2. 잡손실 10,431,258 1,551,271 8,879,987

Ⅵ. 법인세차감전 운영이익(손실) 627,329,204 653,213,001 (25,883,797)

Ⅶ. 법인세비용 - - - 

Ⅷ. 당기운영이익(손실) 627,329,204 653,213,001 (25,883,797)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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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제 1(당)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재단법인 굿네이버스 글로벌임팩트

1. 일반사항

재단법인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이하 “ 우리단체” )는 국내외 소외계층의 지속

가능 한 경제적 문제해결 및 삶의 질 개선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를 전문적으로 실현

하기 위해 2019년 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단체는 굿네이버스 글로벌 파트너십 정책을 기반으로 해외사업국에서 지역주민

의 생산성 확대 및 가치사슬 구현을 통해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동조합 사

업, 최하위 소득 계층인 조합원들의 원활한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무보증· 무담보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접근성 확대 사업, 그리고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고 가치

를 공유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우리단체는 기획 재정부 고시 제 2017-35호로 제정된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적용하

고 있으며,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재무제표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및 주석으로 구성되므로 재무

제표의 구성항목 중 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는 제외됩니다. 상기 기준에서 정한 회

계처리방법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인식, 순자산의 구분, 자산 · 부채의 평가 및 일

부 주석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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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 및 현금성자산 

통화 및 타인발행수료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상품

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

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대손충당금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등 받을 채권 잔액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개별분석 및 과거의 대손경험율을 토대로 하여 예상되는 대손추정액을 대손충

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3) 재고자산

우리단체는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상품이나 제작과정에서 투

입될 부재로 등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매입 가격과 취득과정에서 정상적

으로 발생하는 부대 원가를 가산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4) 무형자산

개별 취득한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취득원가(당해 무형자산의 구입 가격

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관련되는 원가)로 측정하

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

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른 때)부터 아래의 자산별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에 의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소프트웨어 5년

(5) 자산손상

우리단체는 공정가치로 평가되는 자산 이외에 투자, 유형 및 무형자산 등이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회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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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가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액을 자산손상차손의 과목으

로 기간손익에 반영하고 있으며, 당기 중 자산손상차손으로 처리한 금액은 없습니다.

 차기 이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던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 금액의 (감가)상각후 잔액을 한도

로 하여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6) 환율변동 효과

1) 기능통화 및 표시 통화 

우리단체는 주요 사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원화(KRW)를 기능

통화 및 표시 통화로 결정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2) 외화거래 

우리단체는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 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

산하였습니다. 비화폐성 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는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

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 말의 마감 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환산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7) 종업원 급여

1) 퇴직급여충당부채

우리단체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는 2019년 3월에 도입

되었으며, 임직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당기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총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

하고 있습니다. 

우리단체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우리은행에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단체가 납부

한 부담금은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계상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미지급

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당부

채와 퇴직연금미지급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투자자산으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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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차수당부채 

우리단체는 근로자가 미래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근무 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에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비용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

리단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사

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보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퇴직자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현금으로 보상하고 있음) 따라서, 당기말 현재 근무 용역의 제공을 통

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근로자가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 비용

과 부채를 인식합니다. 

(8)  충당부채

우리단체는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부채중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

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채

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당부채의 명목 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유의적인 경

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 3자가 변제하여 줄 것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변제할 금액을 별도의 자산으로 처

리하며 이 경우 변제에 따른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충당부채의 인식에 따라 손익계

산서에 계상될 관련 비용과 상계하고 있습니다. 

(9) 수익 인식

우리 단체의 사업 수익은 기부금 수익, 기타사업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기부금 수익

기부금수익은 현금이나 현물을 기부 받는 경우 실제 기부를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

식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은 약정을 하더라도 실제 기부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부약정을 하는 시점에 수익인식을 할 수 없습니다. 한편, 기부자가 가상계

좌, CMS, 지로, 신용카드 등의 납부방법으로 기부를 하는 경우 기부자가 기부 결제

하는 시점에 기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금이 입금되지 않더라도 기부 

결제시점에 기부금 수익을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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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사업수익

우리 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수익사업의 수익은 발생한 재화의 판매 등으로 발

생한 순자산의 증가를 말합니다. 수익사업 수익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수익 금액 및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거래 원가

와 관련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추정의 사용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단체는 자산 및 부채의 

금액, 충당부채 등에 대한 공시, 수익 및 비용의 측정과 관련하여 많은 합리적인 추정

과 가정을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매출채권, 재고자산 및 충당부채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평가금액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차기에 유의적으로 조정될 가

능성이 있습니다. 

(1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우리단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 바, 수익사업회계에서 고유목적사업

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29조의 제1항 및 조세특별제한법 제74조에 따라서 

당해 사업연도에 수익사업에 발생한 소득금액을 한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하고 있으며, 동 준비금은 설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

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한편, 당 법인은 법인세비용을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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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당기금융상품

당기말 현재 회계단위별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

다.

(단위 : 원)

종류 내역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합계

현금및현금성자산 보통예금 131,202,986 205,068,878 336,271,864

단기금융상품 정기예금 500,000,000 - 500,000,000

4. 무형자산

당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계정과목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취득원가 상각누계액 장부 금액

소프트웨어 27,280,000 (4,400,000) 22,880,000

5. 기타비유동자산

당기말 현재 기타비유동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기말

임차보증금 47,2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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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퇴직연금운용자산

(1) 퇴직급여충당부채

(단위 : 원)

구분 당기

기초 금액 -

증가 금액 231,137,098

퇴직금지급 37,348,448

기말 금액 193,788,650

(2)퇴직연금운용자산

(단위 : 원)

구분 당기

기초 금액 -

증가 금액  231,155,447

이자수익  1,376,550

지급금액 37,220,980

기말 금액 195,311,017

1) 당기말 현재 퇴직연금운용자산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기말

현금성자산 103,823,070

정기예금 91,487,947

합계 195,3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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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수행비용의 성격별 구분

1) 공익법인의 운영성과표에는 사업비용이 기능별로 구분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시 성격별로 구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원)

구분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계

공익목적사업비용 410,365,648 793,962,221 58,267,864 265,946,433 1,528,542,166

사업수행비용 410,365,648 699,959,034 34,190,208 237,348,878 1,381,863,768

일반관리비용 - 94,003,187 24,077,656 28,597,555 146,678,398

소계 410,365,648 793,962,221 58,267,864 265,946,433 1,528,542,166

기타사업비용 - 71,274,827 7,420,075 385,526,305 464,221,207

합계 410,365,648 865,237,048 65,687,939 651,472,738 1,992,763,373

2) 총자산 또는 사업수익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의 내역

(단위:원)

거래처명 계정과목 거래금액 거래내역

Good Neighbors 

Global Partnership Center

후원금 1,672,402,754 공익목적기부금

기본순자산 500,000,000 출연

사단법인굿네이버스인터내셔날 후원금 476,497,900 공익목적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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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본순자산 등

8.1 당기 중 기본순자산 등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과목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기본순자산 보통 순자산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당기초 - - - - - -

증가 500,000,000 - 500,000,000  -  - 500,000,000

당기운영이익  - 627,329,204  - 653,213,001 - (25,883,797)

당기말 500,000,000 627,329,204 500,000,000 653,213,001 - 474,116,203

8.2 기본순자산의 취득원가 및 공정가치

(단위:원)

구분 취득원가 공정가치

정기예금 500,000,000 500,000,000

9. 약정사항

1) 당기말 현재 우리단체는 ㈜씨제이이엔엠과 홈쇼핑계약 등에 따른 이행 등과 관련

하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5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2) 당기말 현재 우리단체는 "Good Neighbors Global Partnership Center"와 협약에 

의하여 해외사업국에서 지역주민의 생산성 확대 및 가치사슬 구현을 통해 경제적 역

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동조합 사업, 최하위 소득 계층인 조합원들의 원활한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무보증· 무담보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접근성 확대 사업, 그

리고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고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역량강화 사업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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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의 내용

(1) 당기말 현재 우리 단체의 특수관계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우리 단체와의 관계

Good Neighbors Global Partnership Center 출연기관

(2) 당기 중 특수관계자와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중 Good Neighbors Global Partnership Center("GPC")로부터 출자금을 출연받

았습니다. 또한,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GPC로부터 우리단체의 기부금을 약 1,672백

만원 수령하였습니다.

(단위:원)

특수관계자명 계정과목 거래금액 거래내역

Good Neighbors 

Global Partnership Center

후원금 1,672,402,754 공익목적기부금

기본순자산 500,000,000 출연

11. 잉여금처분계산서

(단위:원)

과목 제1(당)기

Ⅰ. 미처분잉여금  627,329,204

   1.   전기이월미처분 잉여금 -  

   2.   당기운영이익 627,329,204  

Ⅱ. 잉여금 이입액  -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이입액 -

Ⅲ. 잉여금 처분액  -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  

Ⅳ. 차기이월미처분 잉여금  627,329,204

당기의 잉여금 처분예정일은 2020년 2월 26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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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고기간후사건

2020년 3월 27일에 이사회에 의하여 재무제표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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