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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사단법인 국경없는의사회

회원총회 귀중 2016년 3월 10일

우리는 별첨된 사단법인 국경없는의사회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동 재무제표

는 2015년 12월 31일과 2014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운영성과표, 순자산변동표 및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에 대

한 요약과 그 밖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더불어 사단법인 국

경없는의사회의 국제회계규정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

제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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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재무제표는 사단법인 국경없는의사회의 2015년 12월 31일

과 2014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경영성과 그

리고 순자산의 변동과 현금흐름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

령과 더불어 사단법인 국경없는의사회의 국제회계규정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삼정회계법인 대표이사 김교태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16년 3월 9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법인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

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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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재 무 제 표

사단법인 국경없는의사회

제 04 기

2015년 01월 01일 부터

2015년 12월 31일 까지

                                             제 03 기

2014년 01월 01일 부터

2014년 12월 31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법인이 작성한 것입니다."

사단법인 국경없는의사회 대표 제레미 보딘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7길 7 조이타워 5층

(전   화) 02-370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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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상 태 표

제 4 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제 3 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사단법인 국경없는의사회 (단위 : 원)

과                        목 제 4(당) 기 제 3(전) 기

자산

Ⅰ. 유동자산 755,195,243 975,311,603

1. 당좌자산 755,195,243 975,311,603

현금및현금성자산 664,876,548 534,183,428

미수금(주4) - 380,000,000

미수수익 46,861,087 24,533,660

선급금(주4) 2,439,115 800,000

선급비용 752,493 30,728,515

단기보증금 40,266,000 5,066,000

Ⅱ. 비유동자산 164,986,539 149,081,932

1. 유형자산(주5,6) 45,176,386 55,033,218

임차자산개량권 38,740,000 38,740,000

감가상각누계액 (16,787,327) (9,039,333)

비품 63,553,983 54,213,423

감가상각누계액 (40,330,270) (28,880,872)

2. 무형자산(주7,14) 29,810,153 4,048,714

소프트웨어 29,810,153 4,048,714

3. 기타비유동자산 90,000,000 90,000,000

장기보증금(주12) 90,000,000 90,000,000

자산총계 920,181,782 1,124,393,535

부채

Ⅰ. 유동부채 265,973,227 955,714,405

미지급비용(주4) 260,505,188 950,610,576

예수금 5,468,039 5,103,829

Ⅱ. 비유동부채 74,562,737 86,998,370

퇴직급여충당부채(주9) 74,562,737 86,998,370

부채총계 340,535,964 1,042,712,775

순자산

Ⅰ. 기본순자산 65,000,000 65,000,000

기본순자산(주12) 65,000,000 65,000,000

Ⅱ. 보통순자산 514,645,818 16,680,760

보통순자산 514,645,818 16,680,760

순자산총계 579,645,818 81,680,760

부채및순자산총계 920,181,782 1,124,393,535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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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성 과 표

제 4 기 2015년 01월 0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 3 기 2014년 01월 0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단법인 국경없는의사회 (단위 : 원)

과                        목 제 4(당) 기 제 3(전) 기

Ⅰ. 보통순자산의 변동 497,965,058 3,501,588

1. 운영손익 498,865,539 7,951,171

(1) 운영수익(주4,10) 8,223,979,054 6,299,979,943

기부금수익 5,302,937,054 2,433,487,954

보조금수익 2,920,712,000 3,866,161,989

기타수익(주13) 330,000 330,000

(2) 운영비용(주4,11) 7,725,113,515 6,292,028,772

목적사업비용 4,362,685,678 2,527,818,681

프로그램지원활동 3,791,850,122 2,057,021,703

홍보활동 570,835,556 470,796,978

모금비용 2,906,181,882 3,259,663,223

일반관리비용(주13) 456,245,955 504,546,868

2. 비운영손익 (900,481) (4,449,583)

(1) 비운영수익 5,810,518 16,350,932

이자수익 4,879,215 1,737,134

외환차익 892,482 14,522,058

외화평가이익 23,358 -

잡이익 15,463 91,740

(2) 비운영비용 6,710,999 20,800,515

외환차손 6,676,114 20,355,521

외화평가손실 34,885 6,743

유형자산폐기손실 - 438,251

Ⅱ. 기본순자산의 변동 - -

Ⅲ. 순자산의 증가 497,965,058 3,501,588

Ⅳ. 기초순자산 81,680,760 78,179,172

Ⅴ. 기말순자산 579,645,818 81,680,760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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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자 산 변 동 표

제 4 기 2015년 01월 0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 3 기 2014년 01월 0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단법인 국경없는의사회 (단위 : 원)

과     목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총   계

2014.01.01 (전기초) 65,000,000 13,179,172 78,179,172

보통순자산의 증가 - 3,501,588 3,501,588

2014.12.31 (전기말) 65,000,000 16,680,760 81,680,760

2015.01.01 (당기초) 65,000,000 16,680,760 81,680,760

보통순자산의 증가 - 497,965,058 497,965,058

2015.12.31 (당기말) 65,000,000 514,645,818 579,645,818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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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금 흐 름 표

제 4 기 2015년 01월 0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 3 기 2014년 01월 0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단법인 국경없는의사회 (단위 : 원)

과                        목 제 4(당) 기 제 3(전) 기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90,633,680 332,825,725

1.보통순자산의 변동 497,965,058 3,501,588

2.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 73,880,960 90,338,288

감가상각비 19,197,392 20,012,235

무형자산상각비 5,038,561 20,779,071

퇴직급여 49,645,007 49,108,731

유형자산폐기손실 - 438,251

3.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 - -

4.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381,212,338) 238,985,849

미수금의 감소(증가) 380,000,000 (380,000,000)

미수수익의 감소(증가) (22,327,427) (24,533,660)

선급금의 감소(증가) (1,639,115) 2,703,893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29,976,022 (13,928,515)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705,505,388) 655,214,721

예수금의 증가(감소) 364,210 2,345,350

퇴직금의 지급 (62,080,640) (2,815,940)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9,940,560) (16,370,990)

1.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6,200,000 -

단기보증금의 감소 6,200,000 -

2.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66,140,560) (16,370,990)

비품의 취득 9,340,560 13,142,490

소프트웨어의 취득 15,400,000 3,162,500

단기보증금의 증가 41,400,000 66,000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1.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2.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

Ⅳ.현금의 증가(Ⅰ+Ⅱ+Ⅲ) 130,693,120 316,454,735

Ⅴ.기초의 현금 534,183,428 217,728,693

Ⅵ.기말의 현금 664,876,548 534,183,428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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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제 4 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제 3 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사단법인 국경없는의사회

1. 회사의 개요

사단법인 국경없는의사회(이하 "당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

정에 따라 고난에 처하거나, 자연재해 및 인재 혹은 무력 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을 돕기 위한 긴급 재난구호활동의 수행을 목적으로 2012년 1월 3일에 설립되었습니

다. 당기말 현재 당법인이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기본재산은 65백만원이며, 국경없는

의사회 일본과 국경없는의사회 스위스로부터 각각 기본재산의 70% 및 30%를 출연

받았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사단법인 국경없는의사회의

국제회계규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며,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

니한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3. 유의적 회계정책

당법인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및현금성자산

당법인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

용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

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및현금성자

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8 -



(2) 금융상품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당법인이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

표에 인식하고,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취득(발행)

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차감)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법인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

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여 회수가능액이 상각후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상

차손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반영

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의 회복이 손상차손 인식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

련되는 경우, 당초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의 상각후원가를 한

도로 당기이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가증권을 제외한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

자산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

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양도의 경우에, 당법인이 금융자산 양도 후 양도자산

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양도후에 효율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양수

인이 양수한 금융자산을 처분할 자유로운 권리가 있을 때에 한하여 금융자산을 제거

하고 있으며, 이외의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

니다.

(3) 유형자산

당법인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산정시,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구입원가 및 경영

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

되는 원가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

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고, 동일한 업종 내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공정가

치가 비슷한 동종자산과의 교환으로 받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합니다. 한편,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

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제공한 자산의 공

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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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

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인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원상을 회복시

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

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

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계정과목 추정내용연수 계정과목 추정내용연수

임차자산개량권 5년 비품 3,5년

유형자산의 제거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은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으로 결정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구입가격에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가산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있습

니다. 한편, 동일한 업종 내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공정가치가 비슷한 동종자

산과의 교환으로 받은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

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액을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이에 의해 계상된 상각액을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평가하고 있

습니다.

계정과목 추정내용연수

소프트웨어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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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로서 무형자산과 직접 관련 되어 있고 미래경제

적효익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관련된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

는 경우에만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기본순자산

당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산의 일부를 기본순

자산으로 등재하고 이들 재산의 취득금액을 기본순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6) 수익

당법인은 기부 및 보조금을 받은 경우 받은 당시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하여 기부금 및

보조금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비용

비용은 이하의 네가지 활동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성격별로 직접 추적이 불가능한 비

용은 해당 년도 각 활동의 인원별 근무시간 비율에 따라 각 활동에 배분하고 있습니

다.

- 프로그램 비용

프로그램 비용은 해외에서 수행하고 있는 인도적 구호사업 수행을 위한 재무적 지원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스위스 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의 지원에 사용되며 해당 내역은 국제적으로 협약된 자원 공유 조약에 따른 것입니다.

프로그램 지원은 구호사업 수행을 위해 고용하는 직원의 비용 및 교육 비용, 현지 출

발을 위해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 홍보 비용

홍보 비용은 당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구호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입니

다.

- 모금 비용

모금 비용은 구호사업의 지원을 위해 수행하는 모금 활동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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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관리 비용

일반관리 비용은 경영진과 관련된 비용 및 운영을 위해 발생하는 간접관리비의 배분 

내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8) 자산손상

금융자산을 제외한 당법인의 모든 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자산의 회수가

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

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추정합니다. 만약,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금

창출단위란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가능한 최소자산집단을 의미합니다. 개별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

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이러한 장부금

액의 감소는 손상차손(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

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차손을 환입

하고 있으며,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9) 퇴직급여

당법인은 보고기간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전임직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근로기준법과 당법인의 퇴직금지급 규정 중 큰 금액) 전액을 퇴직급

여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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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환율변동효과

①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

당법인은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② 외화거래

당법인은 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

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환산손익

은 당기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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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관계자

(1)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특수관계자 거래내용 당   기 전  기

국경없는의사회 일본 보조금수익 2,920,712,000 3,866,161,989

사업지원비 3,764,705,000 2,023,333,685

주재원 급여 46,265,145 36,876,578

국경없는의사회 브라질 주재원 급여 23,011,998 -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게 대한 채권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원)

특수관계자명
채   권 채  무

미수금 선급금 미지급비용

국경없는의사회 일본 - 474,400 -

② 전기

(단위: 원)

특수관계자명
채   권 채  무

미수금 선급금 미지급비용

국경없는의사회 일본 380,000,000 - 333,957,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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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형자산 

(1) 당기 중 유형자산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과     목
기초

장부금액
취득액 기타증(감)액 처분액 감가상각비

기말

장부금액

임차개량권 29,700,667 - - - (7,747,994) 21,952,673

비품 25,332,551 9,340,560 - - (11,449,398) 23,223,713

합계 55,033,218 9,340,560 - - (19,197,392) 45,176,386

(2) 전기 중 유형자산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과     목
기초

장부금액
취득액 기타증(감)액 처분액 감가상각비

기말

장부금액

임차개량권 37,448,667 - - - (7,748,000) 29,700,667

비품 24,892,547 13,142,490 - (438,251) (12,264,235) 25,332,551

합계 62,341,214 13,142,490 - (438,251) (20,012,235) 55,033,218

6. 보험가입자산

당기말 현재 당사가 보험에 가입한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보험종류 자산 장부금액 부보액 보험회사명

종합보험 유형자산 45,176,386 430,000,000 (주)삼성화재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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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무형자산

당기와 전기 중 발생한 무형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각액은 무형자산상

각비의 과목으로 운영성과표에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원)

내    역
당   기 전   기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기초금액 4,048,714 21,665,285

증 가 액(*) 30,800,000  3,162,500 

상 각 액 (5,038,561) (20,779,071)

기말금액 29,810,153 4,048,714

(*) 당기 증가액 중 15,400천원은 미지급비용으로 계상된 내역입니다.

8. 지급보증

당기말 현재 당사를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

다.

(단위: 원)

제공받는자 지급보증액 지급보증처

금융결제원 252,000,000 서울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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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퇴직급여

당기와 전기 중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   기 전   기

기   초   잔   액 86,998,370 40,705,579

퇴직급여지급액 (62,080,640) (2,815,940)

퇴직급여설정액 49,645,007 49,108,731

기   말   잔   액 74,562,737 86,998,370

10. 운영수익

당기와 전기의 운영수익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   기 전   기

기부금수익 개인 5,136,711,398 2,345,596,614

기업 166,225,656 87,891,340

소 계 5,302,937,054 2,433,487,954

보조금 수익 국경없는의사회 일본 2,920,712,000 3,866,161,989

기타 수익 회원회비 330,000 330,000

합 계 8,223,979,054 6,299,979,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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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운영비용

(1) 당기의 운영비용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목적사업비용

모금활동 일반관리 합계프로그램

지원활동
홍보활동

사업지원비 3,764,705,000 - - - 3,764,705,000

급여 23,672,996 250,145,800 184,805,936 337,729,625 796,354,357

퇴직급여 - 21,198,418 12,957,347 15,489,242 49,645,007

감가상각비 268,764 7,928,523 5,010,519 5,989,586 19,197,392

임차료 1,438,917 42,448,044 26,825,519 32,067,287 102,779,767

도서인쇄비 2,772 23,535,214 51,678 61,776 23,651,440

지급수수료 - 8,439,045 115,116,897 25,217,845 148,773,787

광고선전비 - 165,171,154 73,412,470 430,450 239,014,074

모금캠페인비 - - 2,455,158,896 - 2,455,158,896

무형자산상각비 70,540 2,080,926 1,315,064 1,572,031 5,038,561

기타 1,691,133 49,888,432 31,527,556 37,688,113 120,795,234

합 계 3,791,850,122 570,835,556 2,906,181,882 456,245,955 7,725,113,515

(2) 전기의 운영비용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목적사업비용

모금활동 일반관리 합계프로그램

지원활동
홍보활동

사업지원비 2,023,333,685 - - - 2,023,333,685

급여 20,841,127 243,246,755 140,333,117 362,238,697 766,659,696

퇴직급여 - 13,259,358 9,821,746 26,027,627 49,108,731

감가상각비 660,404 7,144,368 5,143,144 7,064,319 20,012,235

임차료 3,404,949 36,835,360 26,517,332 36,422,639 103,180,280

도서인쇄비 35,476 15,150,288 276,285 379,488 15,841,537

지급수수료 - 9,489,900 55,508,756 33,152,579 98,151,235

광고선전비 5,075,721 105,964,540 396,981,403 - 508,021,664

모금캠페인비 - - 2,596,497,275 - 2,596,497,275

무형자산상각비 685,710 7,418,128 5,340,221 7,335,012 20,779,071

기타 2,984,631 32,288,281 23,243,944 31,926,507 90,443,363

합 계 2,057,021,703 470,796,978 3,259,663,223 504,546,868 6,292,028,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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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본순자산

당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산의 일부를 기본순

자산으로 등재하고 이들 재산의 취득금액을 기본순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당기

중 기본순자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13. 주요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의 재분류

당사는 전기 재무제표에 운영수익 및 운영비용으로 분류하였던 일부항목을 당기와 

비교표시된 전기 재무제표에 비운영수익 및 비운영비용로 재분류하였으며, 그 금액

은 각각 당기에 5,795천원 및 6,711천원, 전기에 16,259천원 및 20,362천원입니다.

14. 현금흐름표

당기와 전기의 투자와 재무활동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내역은 다

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내   역 당   기 전   기 

소프트웨어의 연불 구입 15,400,000 -

15. 재무제표의 사실상의 확정일

당법인의 재무제표는 2016년 3월 21일자 회원총회에서 사실상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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