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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재단법인 서울예술단
이사회 귀중

2017년 1월 24일

우리는 별첨된 재단법인 서울예술단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기타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재단법인의 정관과 회계규정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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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정한 표
시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또한 재무제표의 전반적 표시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1-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재단법인의 재무제표는 재단법인 서울예술단의 2016년 12월 31
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재단법
인의 정관과 회계규정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
시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
재단법인 서울예술단의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는 타 감
사인이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였으며, 이 감사인의 2016년 2월 15
일자 감사보고서에는 적정의견이 표명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7길 13(삼성동, 창조빌딩 6,7층)
한 미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김

성

규

-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2017년 1월 24일)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
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재단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
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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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재 무 제 표

재단법인 서울예술단

제 26 기
2016년 01월 01일 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

제 25 기
2015년 01월 01일 부터
2015년 12월 31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재단법인이 작성한 것입니다."
재단법인 서울예술단 이사장 이용진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전 화)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02-523-0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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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제 26 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제 25 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재단법인 서울예술단
과

목

자

(단위 : 원)
제 26(당)기

제 25(전)기

산

Ⅰ.유동자산
(1) 당좌자산
1.현금및현금성자산 (주석3)
2.단기금융상품 (주석3)
3.미수수익
4.선급금
5.선급법인세

1,555,518,480

1,506,638,778

1,555,518,480

1,506,638,778

1,465,597,330

1,454,200,228

51,000,000

51,000,000

-

1,105,800

38,512,650

-

408,500

332,750

Ⅱ. 비유동자산

308,909,878

(1) 유형자산(주석4,5,8)
1.차량운반구

55,148,910

감가상각누계액
2.공구와기구
3.비품

(41,656,981)

13,491,929

-

-

(151,921,341)

총

19,363,149

276,054,800

계

(138,983,825)
276,054,800

1,864,428,358

1,835,379,093

채
97,182,726

78,491,533

1.미지급금

47,884,948

31,578,215

2.예수금

49,257,778

46,913,318

3.선수수익

40,000

Ⅱ.비유동부채
채

총

자

1,038,859,500

1.퇴직급여충당부채(주석6)

1,038,859,500

계

955,546,800
955,546,800

1,136,042,226

1,034,038,333

51,000,000

51,000,000

본

Ⅰ.자본금(주석7)
1.출연금

51,000,000

51,000,000

Ⅱ.자본잉여금(주석8)

273,262,500

1.기타자본잉여금

273,262,500
404,123,632

1.미처분이익잉여금(주석9)
본

총

273,262,500
273,262,500

Ⅲ.이익잉여금
자

-

276,054,800

Ⅰ.유동부채

부

-

276,054,800

1.임차보증금
산

(41,073,110)
168,065,540

(2) 기타비유동자산

부

52,685,515
64,676,910

171,284,490

감가상각누계액

자

328,740,315

32,855,078

404,123,632

477,078,260
477,078,260

계

728,386,132

801,340,760

부채및자본총계

1,864,428,358

1,835,379,093

별첨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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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
제 26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25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단법인 서울예술단
과

목

(단위 : 원)
제 26(당)기

Ⅰ.사업수입
(1) 지원금수입

제 25(전)기

6,673,507,157

6,546,385,749

5,637,662,332

5,202,940,298

5,508,170,232

4,963,632,998

2.연수단원지원

129,492,100

239,307,300

(2) 자체사업수입

1,035,844,825

1,343,445,451

812,863,853

886,023,781

1.국고보조금수입

1.입장료수입
2.프로그램판매수입

17,580,972

19,751,000

3.광고협찬수입

5,000,000

81,420,670

4.외부공연수입

176,000,000

333,390,000

24,400,000

22,860,000

5.회비수입
Ⅱ.사업비용
(1) 인건비

6,525,644,023

6,005,739,425

2,551,949,680

2,311,352,910

1.급료와임금

2,228,246,780

2,016,303,390

2.복리후생비

323,702,900

295,049,520

548,589,924

534,120,144

(2) 경비
1.일반수용비

137,382,660

134,716,675

2.공공요금 및 제세

26,090,960

26,219,710

3.피복비

11,136,700

11,300,000

1,191,170

1,440,000

5.임차료

326,138,650

304,854,581

6.차량비

4,245,034

6,693,318

17,950,000

18,000,000

493,800

3,455,140

9.사업추진비

1,195,120

1,805,690

10.기관업무비

21,565,830

25,035,030

1,200,000

600,000

(3) 공연사업비

3,425,104,419

3,160,266,371

1.정기공연

2,318,943,901

2,281,328,508

2.지방공연

171,071,010

332,990,037

3.해외공연

523,559,631

-

4.예술교육

1,020,000

148,260,258

5.창작역량강화

15,700,000

4,800,000

6.공연활동지원

189,019,377

153,580,268

7.연수단원지원

153,036,000

239,307,300

52,754,500

-

4.특근매식비

7.기타운영비
8.국내여비

11.포상금

8.자료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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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제 26(당)기

Ⅲ.사업이익
Ⅳ.사업외수익

제 25(전)기
147,863,134

540,646,324

46,669,245

53,055,408

1.이자수익

1,572,766

2,319,368

2.기타수입

45,096,479

50,736,040

Ⅴ.사업외비용

267,487,007

1.퇴직급여충당금전입
2.잡손실
3.감가상각비

232,259,059

232,889,700

215,935,700

-

129,726

34,597,307

Ⅵ.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손실)
Ⅶ.법인세비용
Ⅷ.당기순이익(손실)

16,193,633
(72,954,628)

361,442,673

-

-

(72,954,628)

361,442,673

별첨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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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표
제 26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25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단법인 서울예술단
과

(단위 : 원)
목

제 26(당)기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제 25(전)기
26,163,972

515,968,247

1.당기순이익(손실)

(72,954,628)

361,442,673

2.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등의 가산

267,487,007

232,129,333

232,889,700

215,935,700

34,597,307

16,193,633

-

-

(168,368,407)

(77,603,759)

(75,750)

271,950

-

3,300,000

1,105,800

(1,105,800)

가.퇴직급여
나.감가상각비
3.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등의 차감
4.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가.선급법인세의 감소(증가)
나.미수금의 감소(증가)
다.미수수익의 감소(증가)
라.선급금의 감소(증가)
마.미지급금의 증가(감소)
바.예수금의 증가(감소)
사.선수수익의 증가(감소)
아.퇴직금의 지급

(38,512,650)

-

16,306,733

(5,839,584)

2,344,460

4,904,675

40,000

-

(149,577,000)

(79,135,000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4,766,870)

(45,026,970)

1.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2.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4,766,870)

(45,026,970)

-

30,260,000

가.차량운반구의 취득
나.비품의 취득

14,766,870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4,766,970
-

-

1.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2.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

Ⅳ.현금의 증가(I+II+III)

11,397,102

470,941,277

Ⅴ.기초의 현금

1,454,200,228

983,258,951

Ⅵ.기말의 현금

1,465,597,330

1,454,200,228

별첨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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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제 26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25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단법인 서울예술단

1. 재단법인의 개요
재단법인 서울예술단(이하 "재단법인")은 민법 제 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
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한국적 창작음악극 등의 공연예술을 발전시키고 공연예술인
재를 양성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 목적으로 1986년 8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재
단법인의 사업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통을 현대화하는 한국적 창작음악극 제작 사업
- 오늘의 문화한국을 대표하는 작품제작 및 개발사업
- 해외 교류공연 및 공동제작 사업
- 공연예술 발전에 대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 우수 창작품 개발 연구비 지급사업
- 예술영재 장학금 지급사업 및 유망예술인 발굴 연구비 지급사업
- 예술단 운영보전을 위한 자금적립에 관한 사항
- 기타 법인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재단법인의 이사회는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는 정관의 변경,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재단법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전당에 소재하며, 36명의 예
술단원과 12명의 임직원(이사장 1명, 직원 11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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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재단법인이 채택하고 있는 주요한 회계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처리에 대한 일반원칙
재단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되어 있는 바, 기본재산의 매도, 증
여, 임대, 교환 등 및 재단법인의 매 회계연도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관계법령과 정관 등에 정한 것 이외에는 회계규정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회계처리되는데, 동 회계규정 중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
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의 취득을 위한 국고지원금의 자본잉여금 계상
(2)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방법 등

유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며, 다음의 내용연수에 따라 정률법에 의하여 계상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간접법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잉여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기간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자본잉여금과
상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과목

내용연수

차량운반구

5년

비품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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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급여충당부채
기말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근속한 임직원 및 단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지
급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
다.
3. 사용이 제한된 예금
재단법인의 당기 및 전기말 현재 사용 제한 예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원)
.
구분

지원사업

은행명

당기

사용제한내용(*)

현금및현금성자산

농협중앙회

17,020,100

2,253,166 국고보조금

현금및현금성자산

농협중앙회

6,626,051

234,219 연수단원

단기금융상품

농협중앙회

1,000,000

소계
자체사업

전기

24,646,151

1,000,000 출연금
3,487,385

단기금융상품

농협중앙회

50,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

농협중앙회

1,006,939,202

923,361,074 퇴직충당금

1,056,939,202

973,361,074

1,081,585,353

976,848,459

소계
합계

(*) 해당 목적 이외의 사용이 제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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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형자산
재단법인의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원).
(당기)
구분

기초잔액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기말가액

차량운반구

23,603,800

-

-

10,111,871

13,491,929

비품

29,081,715

14,766,870

-

24,485,436

19,363,149

합계

52,685,515

14,766,870

-

34,597,307

32,855,078

(전기)
구분

기초잔액

차량운반구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기말가액

2,000

30,260,000

-

6,658,200

23,603,800

비품

23,854,178

14,766,970

-

9,539,433

29,081,715

합계

23,856,178

45,026,970

-

16,197,633

52,685,515

(*) 자본잉여금 4,000원과 상계되기 전의 금액임.
5. 보험가입현황
당기말 현재 재단법인은 차량운반구에 대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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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퇴직급여충당부채
재단법인의 당기 및 전기 중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원).
구분

당기

전기

기초금액

955,546,800

818,746,100

당기설정액

232,889,700

215,935,700

당기지급액

(149,577,000)

(79,135,000)

기말금액

1,038,859,500

955,546,800

7. 출연금

재단법인의 출연금은 재단설립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출연금 1,000,000원과 제12
기 중에 자체 자금에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50,000,000원입니다.
8. 기타자본잉여금
재단법인의 기타자본잉여금은 자산의 취득을 위한 지원금으로서 당기 및 전기 중 변
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원).
구 분

당기

기초 잔액

전기

273,262,500

273,266,500

액

-

-

감 소 액(*)

-

(4,000)

기말 잔액

273,262,500

273,262,500

증

가

(*) 감가상각비와 상계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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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재단법인의 이익잉여금처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원).

제 26(당) 기

과 목

제 25(전) 기

처분예정일: 2017년 2월 17일

Ⅰ.미처분이익잉여금

처분확정일: 2016년 2월 26일

404,123,632

477,078,260

1.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477,078,260

115,635,587

2.당기순이익(손실)

(72,954,628)

361,442,673

Ⅱ.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

Ⅲ.이익잉여금 처분액
Ⅳ.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

404,123,632

477,078,260

10. 현금흐름표에 관한 사항

현금흐름표는 간접법으로 작성되었으며, 당기와 전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원).
구

분

당기

감가상각비와 자본잉여금 상계

전기
-

4,000

11. 보고기간후 사건
(1) 재무제표의 확정
재단법인의 제 26 기 재무제표는 2017년 2월 17일자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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