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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위스타트 
이사회 귀중 2019년 2월 8일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감사의견
우리는 사단법인 위스타트(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
표는 2018년 12월 31일과 2017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운영성과표,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18년 12월 31일과 2017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운영성과를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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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
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회사의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
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84길 41
안  세  회  계  법  인
대 표 이 사  박 윤 종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19년 2월 8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칠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
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기타사항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2018년 1월 1일 개
시하는 회계기간 부터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비교 표시된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는 공익법인회계기
준을 소급 적용하여 재 작성된 재무제표입니다. 



(첨부) 재 무 제 표

사단법인 위스타트

제 12 기
2018년 01월 0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제 11 기
2017년 01월 0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사단법인 위스타트 회장 송필호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0, 중앙빌딩 6층
(전화) 02-318-5003



과    목 제 124(당) 기 제 11(전) 기

자산

Ⅰ.유동자산 722,756,974 1,829,289,585
(1)당좌자산 722,756,974 1,829,289,585

(주석2,3) 722,571,694 1,829,021,355
미수법인세환급액 185,280 268,230

Ⅱ.비유동자산 226,205,824 228,205,083
(1)투자자산 61,452,174 60,692,865

장기투자증권(주석2,4) 61,452,174 60,692,865
(2)유형자산(주석2,5) 5,051,650 6,424,218

비품 17,315,599 14,665,599
감가상각누계액 (12,263,949) (8,241,381)

(3)무형자산(주석2,6) 9,702,000 11,088,000
소프트웨어 9,702,000 11,088,000

(4)기타비유동자산 150,000,000 150,000,000
임차보증금 150,000,000 150,000,000

자산총계 948,962,798 2,057,494,668
부채

Ⅰ.유동부채 53,099,127 58,491,359
미지급금 35,016,283 50,129,719
예수금 17,452,080 8,167,240
부가세예수금 630,764 194,400

Ⅱ.비유동부채 104,452,114 111,388,599
(주석2,7) 104,452,114 111,388,599

Ⅲ.고유목적사업준비금( 2) 667,620 -
부채총계 158,218,861 169,879,958
순자산

사단법인 위스타트                                                           (단위: 원)

재 무 상 태 표
제 12 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제 11 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과    목 제 125(당) 기 제 11(전) 기

Ⅰ.기본순자산(주석8) 50,000,000 50,000,000
Ⅱ.보통순자산(주석8) 729,291,763 1,826,921,845

잉여금 729,291,763 1,826,921,845
Ⅲ.순자산조정(주석8) 11,452,174 10,692,865

장기투자증권평가이익 11,452,174 10,692,865
순자산총계 790,743,937 1,887,614,710
부채 및 순자산 총계 948,962,798 2,057,494,668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과    목 제 12(당) 기 제 11(전) 기
Ⅰ.사업수익 2,029,156,922 3,550,161,578

(1)공익목적사업수익 2,021,380,922 3,542,385.578
기부금수익 1,539,006,682 3,210,883,063
보조금수익 481,904,240 331,502,515
회비수익 470,000 -

(2)기타사업수익 7,776,000 7,776,000
Ⅱ.사업비용(주석9) 3,150,388,355 2,244,075,552

(1)공익목적사업비용 3,141,988,355 2,235,675,552
사업수행비용 2,612,307,836 1,769,044,287
일반관리비용 529,680,519 466,631,265

(2)기타사업비용 8,400,000 8,400,000
Ⅲ.사업이익(손실) (1,121,231,433) 1,306,086,026
Ⅳ.사업외수익 24,268,971 6,708,180

이자수익 1,291,620 663,110
잡이익 22,977,351 6,045,070

Ⅴ.사업외비용 - -
Ⅵ.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667,620 -
Ⅶ.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 -
Ⅷ. 당기운영이익(손실) (1,097,630,082) 1,312,794,236
Ⅸ.법인세비용 - -
Ⅹ.당기운영이익(손실) (1,097,630,082) 1,312,794,236

사단법인 위스타트                                                          (단위: 원)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운 영 성 과 표
제 12 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11 기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석
제12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제11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사단법인 위스타트

1. 회사의 개요
사단법인 위스타트(이하 ‘당사’라 함)는 빈곤 및 소외된 아동들에게 복지와 교육 및 
건강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서 공정한 삶의 출발을 돕는 것으로 목적으로 
2007년 3월에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00, 중앙빌딩 6층에 소
재하고 있습니다. 

2. 유의적 회계정책

(1)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적용
당사의 재무제표는 2018년 1월 1일 개시하는 회계기간 부터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
용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비교 표시된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소급 적용하여 작성하였으며, 이러한 회계기준의 변
경으로 인해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
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및현금성
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3) 투자유가증권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투자유가증권은 공정가치로, 그렇지 않
은 투자유가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4) 유·무형자산
유·무형자산은 구입가격이나 제작원가와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



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포함한 취득원가로 인식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추정 내용연수 5년의 정률법에 따라 산정
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추정 내용연수 10년의 정액법에 따라 산정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후의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5) 퇴직급여충당부채
당사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전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
상하고 있습니다.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당사는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이
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부문에서 
고유목적사업부문에 전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7) 사업수익의 인식
사업수익은 공익목적사업수익과 기타사업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공
익목적사업수익은 실제 기부 등을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현물을 
기부 받을 때에는 수익금액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8) 법인세
당사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며, 수
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
비금 설정 대상 소득을 제외하고 당해 사업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법인세 등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당기 및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당기말 전기말
후원금 등 기업은행 외 보통예금 722,571,694 1,829,021,355

(단위: 원)

4. 장기투자증권
기본순자산으로 취득한 장기투자증권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종류
당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공정가치 취득원가 공정가치
국공채MMF 50,000,000 61,452,174 50,000,000 60,692,865

(단위: 원)

5. 유형자산
당기 및 전기의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계정과목 기초잔액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기말잔액
비품 6,424,218 2,650,000 - (4,022,568) 5,051,650

(단위: 원)

<전기>

계정과목 기초잔액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기말잔액
비품 4,449,639 6,560,610 - (4,586,031) 6,424,218

(단위: 원)

6. 무형자산
당기 및 전기의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계정과목 기초잔액 취득 처분 기말잔액
소프트웨어 11,088,000 - - (1,386,000) 9,702,000

(단위: 원)

<전기>

계정과목 기초잔액 취득 처분 무형자산상각비 기말잔액
소프트웨어 12,474,000 - - (1,386,000) 11,088,000

(단위: 원)

7. 퇴직급여충당부채
당기 및 전기의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당기 전기
기초잔액 111,388,599 76,032,936
퇴직금 지급액 (46,399,427) (2,877,659)
설정액 39,462,942 38,233,322
기말잔액 104,452,114 111,388,599

(단위: 원)

8. 순자산의 변동
당기 및 전기의 순자산의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 합계
전기초 50,000,000 524,180,395 - 574,180,395
회계정책변경누적효과 - (10,052,786) 10,052,786 -
수정후 순자산 50,000,000 514,127,609 10,052,786 574,180,395
당기운영이익(손실) - 1,312,794,236 - 1,312,794,236
장기투자증권평가이익 - - 640,079 640,079
전기말 50,000,000 1,826,921,845 10,692,865 1,887,614,710
당기초 50,000,000 1,826,921,845 10,692,865 1,887,614,710
당기운영이익(손실) - (1,097,630,082) - (1,097,630,082)
장기투자증권평가이익 - - 759,309 759,309
당기말 50,000,000 729,291,763 11,452,174 790,743,937

(단위: 원)



9. 사업비용의 성격별 분류
기능별로 구분되어 표시된 운영성과표의 사업비용을 성격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
습니다. 

<당기>

구분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계
공익목적사업비용 2,612,307,836 444,282,520 5,677,568 79,720,431 3,141,988,355

사업수행비용 2,612,307,836 - - - 2,612,307,836
일반관리비용 - 444,282,520 5,677,568 79,720,431 529,680,519

기타사업비용 - 8,400,000 - - 8,400,000
합계 2,612,307,836 452,682,520 5,677,568 79,720,431 3,150,388,355

(단위: 원)

<전기>

구분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계
공익목적사업비용 1,769,044,287 382,446,223 9,219,731 74,965,311 2,235,675,552

사업수행비용 1,769,044,287 - - - 1,769,044,287
일반관리비용 - 382,446,223 9,219,731 74,965,311 466,631,265

기타사업비용 - 8,400,000 - - 8,400,000
합계 1,769,044,287 390,846,223 9,219,731 74,965,311 2,244,075,552

(단위: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