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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재단법인 5ㆍ18기념재단

이사회 귀중 2022년 02월 24일

감사의견

우리는 5ㆍ18기념재단(이하 "재단")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자

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재단의 재무제표는 재단의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

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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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수한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

리는 믿습니다.

 

기타사항

재단의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된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는 타감사인이 감사하였으

며, 이 감사인의 2021년 2월 23일자 감사보고서에는 적정의견이 표명되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

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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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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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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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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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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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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양산로 107 4층, 10층

회 계 법 인  새 시 대

대표이사   김  택  수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

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재단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

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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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재 무 제 표

재단법인 5ㆍ18기념재단

제 27 기

2021년 01월 0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제 26 기

2020년 01월 0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재단법인 5ㆍ18기념재단 이사장 정동년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52(쌍촌동, 5ㆍ18기념관)

(전   화) 062- 360-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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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상 태 표

제 27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 26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재단법인 5ㆍ18기념재단 (단위 : 원)

과                        목 제 27(당) 기 제 26(전) 기

자산 　 　 　 　

Ⅰ.유동자산 1,434,069,506 951,713,952

(1)당좌자산 1,432,779,506 951,713,952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4) 1,170,374,656 746,554,137

기타예금(주석4) 92,585,000 40,433,025

미수수익 114,177,000 114,177,000

당기법인세자산 55,642,850 50,549,790

(2)재고자산 1,290,000 -

기부물품 1,290,000 -

Ⅱ.비유동자산 9,460,890,676 9,647,754,065

(1)투자자산 9,460,890,676 9,647,754,065

기본금운용자산 9,442,828,524 9,634,290,875

퇴직연금운용자산(주석5) 18,062,152 13,463,190

자산총계 10,894,960,182 10,599,468,017

부채

Ⅰ.유동부채 206,912,902 135,030,181

미지급금 169,407,856 76,754,521

예수금 21,863,780 23,897,780

미지급비용 15,641,266 34,377,880

Ⅱ.비유동부채 - -

퇴직급여충당부채(주석5) 356,476,434 320,201,264

퇴직연금운용자산(주석5) (356,476,434) (320,201,264)

부채총계 206,912,902 135,030,181

자본

Ⅰ.자본금 9,382,000,000 9,382,000,000

기본금(주석7,9) 9,382,000,000 9,382,000,000

Ⅱ.기타포괄손익누계액 60,828,524 252,290,875

기본금운용자산평가이익(주석9) 60,828,524 252,290,875

Ⅲ.이익잉여금 1,245,218,756 830,146,961

미처분이익잉여금(주석9) 1,245,218,756 830,146,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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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제 27(당) 기 제 26(전) 기

자본총계 10,688,047,280 10,464,437,836

부채와자본총계 10,894,960,182 10,599,468,017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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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익 계 산 서

제 27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26 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단법인 5ㆍ18기념재단 (단위 : 원)

과                        목 제 27(당) 기 제 26(전) 기

Ⅰ.사업수익(주석8,11) 3,602,316,955 3,350,990,500

보조금수입 3,108,600,000 3,247,000,000

기타수입 493,716,955 103,990,500

Ⅱ.사업비용(주석8,11) 3,858,073,706 3,728,763,216

인건비 156,798,290 150,182,920

복리후생비 54,142,060 41,504,700

업무추진비 58,122,990 43,841,230

사업관리비 426,276,688 203,011,490

유지비 47,574,758 38,306,800

보조금반납금 169,407,856 76,754,521

교육비 4,397,900 1,844,950

광주시민간경상보조금 631,823,254 490,702,890

5ㆍ18학술연구사업 425,530,078 512,601,559

기념사업 473,322,395 501,303,885

교류연대 713,253,577 768,953,981

교육문화 504,644,080 496,271,940

진실조사 192,779,780 403,482,350

Ⅲ.사업이익(손실) (255,756,751) (377,772,716)

Ⅳ.사업외수익 670,828,546 542,301,693

수입이자 454,476,129 454,970,492

기타수익 216,352,417 87,331,201

Ⅴ.사업외비용 - -

Ⅵ.법인세차감전순이익 415,071,795 164,528,977

Ⅶ.법인세등 - -

Ⅷ. 당기순이익 415,071,795 164,528,977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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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제 27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 26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재단법인 5ㆍ18기념재단

1. 재단의 개요

 

재단법인 5ㆍ18기념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은 5ㆍ18민주화운동의 위대한 민주정신

과 숭고한 대동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

으로 1994년 8월 30일 뜻을 같이하는 광주시민, 해외동포를 포함한 온 국민의 기금

과 관련 피해자들의 보상금 출연 등 소중한 정성이 모여 1995년 1월 13일 설립등기 

되었습니다. 

5ㆍ18기념재단은 2005년부터 국비보조사업인 '광주 민주ㆍ인권ㆍ평화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사업은 기념사업, 5ㆍ18문화예술사업, 교류협력사업, 교육사

업, 학술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소재지와 주요 사업내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사 소재지: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52(쌍촌동)

(2) 주요 사업내용: 5ㆍ18 광주민주인권평화사업, 5ㆍ18역사왜곡대책추진 등

(3) 이사장: 정동년

(4) 기본금: 9,382,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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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당 재단법인의 재무제표는 재단법인 5ㆍ18기념재단의 재무회계규정 및 일반기업회

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추정과 판단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

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

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

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정책

당 재단법인이 재단법인 5ㆍ18기념재단의 재무회계규정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

라 작성한 재무제표에 적용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

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으로 합

니다.

(2) 금융상품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당 재단법인이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

상태표에 인식하고,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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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취득(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차감)하고 있습니

다.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유가증권, 파생상품을 제외하고 상각후원가

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 재단법인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그러한 금융자산

에 대한 손상차손의 인식, 측정 및 환입은 아래 유가증권의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을 

준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가증권을 제외한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

산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

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을 제외한 금융자산 양도의 경우에, 당 재단법인이 금융자산 양도후 양도자

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양도후에 효율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양

수인이 양수한 금융자산을 처분할 자유로운 권리가 있을 때에 한하여 금융자산을 제

거하고 있으며, 이외의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

습니다.

 

(3) 대손충당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매출채권과 기타채권 잔액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

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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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익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

가(이하 "판매대가"라 한다)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 재단법인에 의해 제공된 매출

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자는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하며,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

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용역의 제공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보고기간종료일에 그 거래의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이미 발

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용역제공거

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보고기간종료일에 그 거래의 

진행률에 따라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창출되는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하며, 이자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

에 따라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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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직급여

재단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측정하여 퇴직급여충당부

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퇴직급여충당부채 합계액에서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

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미지급금의 합계액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투자자산의 계정과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6) 법인세회계

당 재단법인은 법인세법 제1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

산, 부채 및 손익을 고유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수익사업 손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7)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당 재단법인은 법인세법 제29조에 의거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법인

세법상이자소득 과세표준 상당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운영성과표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수익은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여 신고조정하고 있습니다.

동 준비금은 설정당해 연도부터 5년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며, 사용되지

않을 경우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계산 시 익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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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금

재단의 당기와 전기의 보고기간 종료일 예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내 역 당 기 전 기 비 고

보통예금 보조금 등 1,170,035 745,894 -

기타예금 보 조 금 92,585 40,433 이나라도움 계정

합 계 1,262,620 786,327

5. 퇴직급여충당부채

(1) 재단의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기초금액 320,201 222,624

당기지급액 (23,681) (3,716)

당기설정액 59,956 101,293

기말금액 356,476 320,201

(2) 재단의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퇴직연금운용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기초금액 333,664 232,700

당기증가액 64,555 104,680

당기감소액 (23,681) (3,716)

기말금액 374,538 333,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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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험가입

재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7. 기본금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 법인의 자본금(출연금)은 기본재산 9,382,000천원으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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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조금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보조사업별 세부내용 및 보조금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 기

    (단위:천원)

부처
세부

사업명

수행

기간
예산액

2021년

전기

이월분

(A)

증가(B) 감소(C) 차기

이월분

(D=
A+B-C)

교부· 지급 발생이자 집행 반환

자기

부담금

지자체

부담금

국고

보조금

자기

부담금

지자체

부담금

국고

보조금

자기

부담금

지자체

부담금

국고

보조금

자기

부담금

지자체

부담금

국고

보조금

행정안전부 광주광역시인권평화사업 2021년 2,400,000 - - - 2,400,000 - - 2,115 - - 2,309,531 - - 92,584 -

광주광역시

518역사왜곡저지대책 2021년 316,000 - - 316,000 - - 33 - - 263,908 - - 52,125 - -

518민주인권인적교류 등 2021년 108,000 - - 108,000 - - 5 - - 87,030 - - 20,975 - -

518전국세계화 외 3 2021년 284,600 - - 284,600 - - 12 - - 280,888 - - 3,724 - -

3,108,600 - - 708,600 2,400,000 - 50 2,115 - 631,826 2,309,531 - 76,824 92,584 -

(2) 전 기

    (단위:천원)

부처
세부

사업명

수행

기간
예산액

2020년

전기

이월분

(A)

증가(B) 감소(C) 차기

이월분

(D=
A+B-C)

교부· 지급 발생이자 집행 반환

자기

부담금

지자체

부담금

국고

보조금

자기

부담금

지자체

부담금

국고

보조금

자기

부담금

지자체

부담금

국고

보조금

자기

부담금

지자체

부담금

국고

보조금

행정안전부 광주광역시인권평화사업 2020년 2,720,000 - - - 2,720,000 - - 3,048 - - 2,682,614 - - 40,434 -

광주광역시

518역사왜곡저지대책 2020년 301,000 - - 301,000 - - 16 - - 282,212 - - 18,804 - -

518전국화세계화 2020년 64,000 - - 64,000 - - 2 - - 63,999 - 3 - -

518민주인권인적교류 2020년 135,000 - - 135,000 - - 5 - - 117,492 - 17,513 - -

  합 계 3,220,000 - - 500,000 2,720,000 - 23 3,048 - 463,703 2,682,614 - 36,320 40,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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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순자산변동명세서

보고기간죵료일 현재 순자산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과 목 기본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총 계

2020.01.01(전기초) 9,382,000,000 125,248,867 665,617,984 10,172,866,851

당기순이익 - - 164,528,977 164,528,977

기본금운용자산평가손익 - 127,042,008 - 127,042,008

2020.12.31(전기말) 9,382,000,000 252,290,875 830,146,961 10,464,437,836

2021.01.01(당기초) 9,382,000,000 252,290,875 830,146,961 10,464,437,836

당기순이익 - - 415,071,795 415,071,795

기본금운용자산평가손익 - (191,462,351) - (191,462,351)

2021.12.31(당기말) 9,382,000,000 60,828,524 1,245,218,756 10,688,047,280

10. 포괄손익계산서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재단의 포괄손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당기순이익 415,072 164,529

기타포괄손익 (191,462) 127,042

기말금액 223,610 29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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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세입ㆍ세출결산 내역

보고기간죵료일 현재 세입ㆍ세출결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세 입 세 출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재산수입 398,833 국비보조사업비 2,309,530

보조금수입 3,108,600 지방비보조사업비 631,823

기타수입 708,780 일반관리비 273,461

법인세환급금 50,550 유지관리비 47,575

전기이월액 786,987 사업관리비 426,277

- - 보조금반납금 76,755

- - 기타 25,369

- - 차기이월액 1,262,960

합 계 5,053,750 합 계 5,05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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