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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재단법인 그린피스  

이사회 귀중 2021년 3월 12일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 

 

감사의견 

우리는 재단법인 그린피스(이하 “재단”)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

는 2020년 12월 31일과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

간의 운영성과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재단의 재무제표는 재단의 2020년 12월 31일과 2019년 12월 31

일 현재의 재무상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운영성과의 내용을 공익법인회계기

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재단으로부터 독립적

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

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재단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

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

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

습니다. 

 

지배기구는 재단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재단의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

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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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

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

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

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

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

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

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

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

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

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

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재

단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의 기

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

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제금융로 70 

 

 
이 촌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김 명 진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21년 3월 12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

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재단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

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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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제  표 

 

 

 

제8(당)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7(당)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재단법인 그린피스가 작성한 것입니다.” 

 

재단법인 그린피스    대표이사 쯔이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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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제  표 

 

재 무 상 태 표 

제8(당)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7(전)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재단법인 그린피스 (단위: 원) 

 

과목 
제8(당)기 제7(당)기 

공익목적사업 공익목적사업 

자산   

Ⅰ.유동자산 2,169,854,826  1,810,161,723  

현금및현금성자산 1,593,181,215  1,263,444,945  

단기금융상품 500,000,000  500,000,000  

미수금 34,181,134  1,326,930  

미수수익 41,497,078  32,776,152  

선급비용 995,399  12,613,696  

Ⅱ.비유동자산 578,564,263  493,423,639  

유형자산 298,724,263  188,583,639  

구축물 562,918,800  325,648,800  

(-)감가상각누계액 (356,379,266)  (278,449,145)  

비품 500,399,783  471,070,783  

(-)감가상각누계액 (408,215,054)  (329,686,799)  

기타비유동자산 279,840,000  304,840,000  

임차보증금 279,840,000  304,840,000  

자산총계 2,748,419,089  2,303,58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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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상 태 표 

제8(당)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7(전)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재단법인 그린피스 (단위: 원) 

 

주석 참조 

 
 

과목 
제8(당)기 제7(당)기 

공익목적사업 공익목적사업 

부채   

Ⅰ.유동부채 7,750,793,666  479,385,707  

단기차입금(주석3,4) 5,320,679,327  -  

미지급금 324,974,742  347,867,411  

미지급비용(주석4) 2,044,087,722  66,279,336  

예수금 61,051,875  65,238,960  

Ⅱ.비유동부채 856,359,140  8,182,505,892  

장기차입금(주석3,4) -  5,663,435,759  

장기미지급비용(주석4) -  1,760,603,670  

퇴직급여충당금 856,359,140  758,466,463  

부채총계 8,607,152,806  8,661,891,599  

순자산    

Ⅰ.기본순자산(주석7) 500,000,000  500,000,000  

Ⅱ.보통순자산(주석7) (6,358,733,717)  (6,858,306,237)  

결손금 (6,358,733,717)  (6,858,306,237)  

순자산총계 (5,858,733,717)  (6,358,306,237)  

부채 및 순자산 총계 2,748,419,089  2,303,58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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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성 과 표 

제 8(당)기 2020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제 7(당)기 2019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과목 
제8(당)기 제7(당)기 

공익목적사업 공익목적사업 

Ⅰ.사업수익 11,473,326,286  10,461,130,547  

기부금수익 11,473,326,286  10,461,130,547  

Ⅱ.사업비용(주석8) 11,108,952,634  10,596,937,818  

사업수행비용 7,099,901,334  5,945,011,597  

일반관리비용 900,804,760  1,066,822,515  

모금비용 3,108,246,540  3,585,103,706  

Ⅲ.사업이익 364,373,652  (135,807,271)  

Ⅳ.사업외수익 511,915,923  18,224,202  

이자수익 7,295,124  8,915,543  

외환차익 30,047,424  - 

외화환산이익 474,573,375  9,308,659  

Ⅴ.사업외비용 376,717,054  706,404,230  

이자비용 348,595,092  329,122,107  

외화환산손실 27,917,335  375,328,327  

외환차손 204,627  1,768,213  

잡손실 -  185,583  

Ⅵ.당기운영이익(손실) 499,572,521  (823,987,299)  

 

주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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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8(당)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7(당)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재단법인 그린피스 

 

1. 공익법인의 개황 및 주요사업 내용 

 

재단법인 그린피스(이하 “재단”라 함)는 대한민국에서 환경보호와 평화증진을 위해 광

범위한 지지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근거

하여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전세계 55개국에서 활동 중이며 위태로운 지구의 목소리를 대

신합니다. 환경보호와 평화증진을 위해 그린피스가 추구하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 혁명]을 촉진시켜 지구가 당면한 최대의 위협, 기후변화를 저지합니다. 

[해양을 보전]하기 위해 파괴적인 어업활동을 막고 전세계 해양보호구역을 형성합니다. 

[원시림을 보호]해 다양한 동식물과 인류의 공존을 도모합니다. 

[독성물질 없는 미래]를 위해 위험한 화학물질들을 안전한 물질로 대체하도록 합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유전자조작 식품을 거부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장하는 농업환경

을 만듭니다. 

[군비축소와 세계평화]를 위해 갈등 원인을 밝히고 핵무기의 철폐를 요구합니다. 

그린피스는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태평양에 걸쳐 55개국 26개 사무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활동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나 기업이 아닌, 오

직 개인 후원자나 독립적 재단의 기부만 받습니다.  

그린피스는 1971년 이후로 환경파괴에 대항하는 캠페인을 벌여왔으며, 환경파괴 현장을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목격하고 증언하는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린피

스의 환경탐사선은 모든 캠페인의 중요한 일부로 활동합니다.  

그린피스는 환경을 파괴하는 범죄를 폭로하고, 우리와 미래세대를 보호해야할 의무를 져

버린 정부나 기업에게 변화를 촉구합니다. 

미션을 추구하기 위해 그린피스는 그 어떤 영구적 동맹이나 적대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

니다. 그린피스는 한 사회가 내릴 수 있는 결정에 대해 정보가 충분한 열린 토론의 장을 

조성합니다. 그린피스는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조사, 로비, 외교적 활동을 하며, 대중 토

론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적이고도 비폭력적인 방법의 직접행동을 합니다. 

 

 

2. 공익법인이 채택한 회계정책 

 

당 법인은 기획재정부가 제정한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 

며, 중요한 회계처리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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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부금 수입의 수익인식기준 

당 법인은 현금이나 현물을 후원(기부) 받을 때에는 실제 기부를 받는 시점에 수익으 

로 인식하고 있으며, 현물을 후원(기부) 받을 때에는 수익금액을 공정가치(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 

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함)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 현금 및 현금성자산 

 

재단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없

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 상품

으로서 취득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3) 금융상품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재단이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

식하고,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취득(발행)과 직접 관련

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차감)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금융

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유가증권, 파생상품 및 당기손익인식지정항목을 제외하고 상각후원

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여 회수가능액이 상각후원가 또는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상

차손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의 회복이 손상차손 인식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당초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의 상각후원자(또는 취득원가)를 

한도로 당기이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양도의 경우에, 재단이 금융자산 양도 후 양도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양도후에 효율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양수인이 양수한 금융자산을 처분

할 자유로운 권리가 있을 때에 한하여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으며, 이외의 경우에는 금

융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4) 유형자산 

 

재단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산정 시,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구입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고, 동일한 업종 내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공정가치가 비슷한 동종

자산과의 교환으로 받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합니다. 한편,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

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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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

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인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

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의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자산의 취득원가에

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

다. 

구분 추정내용연수 

구축물 5년 

비품 3년 

 

유형자산의 제거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은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으로 결정되며, 당

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자산손상 

 

금융자산에 속하는 자산을 제외한 재단의 모든 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

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

다. 이 경우 회수가능액은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 순공정가치: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

의 매각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금액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 

- 사용가치: 자산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6) 퇴직급여 

 

재단은 임직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1년이상 근속한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총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7) 환율변동효과 

 

1)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 

 

재단은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

능통화)이며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 외화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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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있습니다.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

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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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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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인세회계 

 

재단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며, 수익사

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등의 법령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 

대상 소득을 제외하고 당해 사업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을 법

인세 등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습니다. 

 

(9) 회계추정의 사용 

 

재단은 자산 및 부채의 금액, 충당부채 등에 대한 공시, 수익 및 비용의 측정과 관련하여 

많은 합리적인 추정과 가정을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대한 평가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평가금액을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차기에 유의적으로 조정될 가능

성이 있습니다. 

 

 

3. 차입금 등 현금 등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의 주요 내용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원). 

 

(당기말) 

구    분 차입처 이자율 유동 비유동 

차입금 GPEA office 4.6% 5,320,679,327 - 

 

(전기말) 

구    분 차입처 이자율 유동 비유동 

차입금 GPEA office 4.6% - 5,663,435,759 

 

 

(2) 당기말 현재 차입금의 연도별 상환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원). 

구          분 차입금액 

2021.01.01 ~ 12.31 5,320,679,327 

2021.01.01 이후 - 

합  계 5,320,679,327 

 

 

4. 특수관계인과의 중요한 거래의 내용 

 

(1) 당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원). 

 

(당기) 

구 분 기부금수익 이자비용 

GPEA HK office 471,960,000 348,595,092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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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부금수익 이자비용 

GPEA HK office 2,794,916,100 329,122,107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원). 

 

(당기말) 

구 분 채권 채무 

GPEA HK office 34,181,134 7,302,419,649 

 

(전기말) 

구 분 채권 채무 

GPEA HK office 1,326,930 7,424,039,429 

 

 

5. 총자산 또는 사업수익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거래처명, 거래금액, 

계정과목 등 거래 내역 

 

당기 보고기간의 총자산 또는 사업수익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거래처명, 거래금액, 계정과목 등 거래 내역은 주석3, 4와 동일합니다.  

 

 

6. 기본순자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를 비교하는 정보에 관한 사항 

 

당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본순자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는 같습니다.  

 

 

7. 순자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 

 

과목 

공익목적사업 

합계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결손금 

2019.1.1 500,000,000 (6,034,318,938) (5,534,318,939) 

당기운영이익(손실) - (823,987,299)  (823,987,299)  

2019.12.31 500,000,000 (6,858,306,237)  (6,358,306,237)  

당기운영이익(손실) -  499,572,521  499,572,521  

2020.12.31 500,000,000  (6,358,733,717)  (5,858,733,717)  

 

 

8. 사업비용의 성격별 구분 

 

운영성과표에는 사업비용이 기능별로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시 성격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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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원) 

과목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계 

공익목적사업비용      

사업수행비용 - 2,300,811,240  469,013,710  4,330,076,384  7,099,901,334  

일반관리비용 - 673,426,014  104,607,455  122,771,291  900,804,760  

모금비용 - 914,404,575  139,709,614  2,054,132,351  3,108,246,540  

합계 -  3,888,641,829  713,330,779  6,506,980,026  11,108,952,634  

 

(전기) 

(단위: 원) 

과목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계 

공익목적사업비용      

사업수행비용 - 2,345,644,454  410,562,236  3,188,804,907  5,945,011,597  

일반관리비용 - 773,577,483  110,914,686  182,330,346  1,066,822,515  

모금비용 - 1,114,033,765  143,219,091  2,327,850,850  3,585,103,706  

합계 -  4,233,255,702  664,696,013  5,698,986,103  10,596,937,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