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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위스타트 
이사회 귀중 2020년 2월 13일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감사의견
우리는 사단법인 위스타트(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
표는 2019년 12월 31일과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운영성과표,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19년 12월 31일과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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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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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
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
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 전제의 사용에 대해
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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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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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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
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 감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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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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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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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
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
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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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20년 2월 13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
습니다. 

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
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공시에 대하여 감사
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
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
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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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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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재 무 제 표

사단법인 위스타트

제 13 기
2019년 01월 0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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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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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0, 중앙빌딩 6층
(전화) 02-318-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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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제 13(당) 기 제 12(전) 기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자산

Ⅰ.유동자산 2,545,952,531 2,545,952,531 - 722,756,974 722,756,974 -

(1)당좌자산 2,545,952,531 2,545,952,531 - 722,756,974 722,756,974 -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2,3) 2,545,478,031 2,545,478,031 - 722,571,694 722,571,694 -

미수법인세환급액 474,500 474,500 - 185,280 185,280 -

Ⅱ.비유동자산 228,301,515 228,925,515 - 226,205,824 226,635,424 -

(1)투자자산 62,362,595 62,362,595 - 61,452,174 61,452,174 -

장기투자증권(주석2,4) 62,362,595 62,362,595 - 61,452,174 61,452,174 -

(2)유형자산(주석2,5) 7,130,496 7,130,496 - 5,051,650 5,051,650 -

비품 25,252,099 25,252,099 - 17,315,599 17,315,599 -

감가상각누계액 (18,121,603) (18,121,603) - (12,263,949) (12,263,949) -

(3)무형자산(주석2,6) 8,808,424 8,808,424 - 9,702,000 9,702,000 -

소프트웨어 8,808,424 8,808,424 - 9,702,000 9,702,000 -

사단법인 위스타트                                                                                                      (단위: 원)

재 무 상 태 표
제 13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제 12 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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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제 13(당) 기 제 12(전) 기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4)기타비유동자산 150,000,000 150,000,000 - 150,000,000 150,000,000 -

임차보증금 150,000,000 150,000,000 - 150,000,000 150,000,000 -

(5)기타사업출자금 - 624,000 - - 429,600 -

자산총계 2,774,254,046 2,774,878,046 - 948,962,798 949,392,398 -

부채

Ⅰ.유동부채 33,936,685 33,936,685 - 53,099,127 52,904,727 194,400

미지급금 8,906,245 8,906,245 - 35,016,283 35,016,283 -

예수금 25,030,440 25,030,440 - 17,452,080 17,452,080 -

부가세예수금 - - - 630,764 436,364 194,400

Ⅱ.비유동부채 130,544,718 130,544,718 - 104,452,114 104,452,114 -

퇴직급여충당부채(주석2,7) 130,544,718 130,544,718 - 104,452,114 104,452,114 -

Ⅲ.고유목적사업준비금(주석2) 3,144,032 3,144,032 - 667,620 667,620 -

부채총계 167,625,435 167,625,435 - 158,218,861 158,024,461 194,400

순자산

Ⅰ.기본순자산(주석8,9) 50,000,000 50,000,000 624,000 50,000,000 50,000,000 429,600

기본재산 50,000,000 50,000,000 - 50,000,000 50,000,000 -

기타사업자본금 - - 624,000 - - 42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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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제 13(당) 기 제 12(전) 기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Ⅱ.보통순자산(주석9) 2,544,266,016 2,544,890,016 (624,000) 729,291,763 729,915,763 (624,000)

잉여금 2,544,266,016 2,544,890,016 (624,000) 729,291,763 729,915,763 (624,000)

Ⅲ.순자산조정(주석9) 12,362,595 12,362,595 - 11,452,174 11,452,174 -

장기투자증권평가이익 12,362,595 12,362,595 - 11,452,174 11,452,174 -

순자산총계 2,606,628,611 2,607,252,611 - 790,743,937 791,367,937 (194,000)

부채 및 순자산 총계 2,774,254,046 2,774,878,046 - 948,962,798 949,392,398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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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제 13(당) 기 제 12(전) 기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Ⅰ. 사업수익 5,549,632,775 5,549,632,775 - 2,029,156,922 2,021,380,922 7,776,000

기부금수익(주석9) 4,924,638,385 4,924,638,385 - 1,539,006,682 1,539,006,682 -
보조금수익 624,674,390 624,674,390 - 481,904,240 481,904,240 -
회비수익 320,000 320,000 - 470,000 470,000 -
기타사업수익 - - - 7,776,000 - 7,776,000

Ⅱ. 사업비용(주석10,11) 3,742,669,080 3,742,669,080 - 3,150,388,355 3,141,988,355 8,400,000
사업수행비용 3,049,022,145 3,049,022,145 - 2,612,307,836 2,612,307,836 -
일반관리비용 518,641,287 518,641,287 - 538,080,519 529,680,519 8,400,000
모금비용 175,005,648 175,005,648 - - - -

Ⅲ.사업이익(손실) 1,806,963,695 1,806,963,695 - (1,121,231,433) (1,120,607,433) (624,000)
Ⅳ.사업외수익 10,551,610 10,551,610 - 24,268,971 24,268,971 -

이자수익 3,144,032 3,144,032 - 1,291,620 1,291,620 -
잡이익 7,407,578 7,407,578 - 22,977,351 22,977,351 -

Ⅴ.사업외비용 64,640 64,640 - - - -

사단법인 위스타트                                                                        (단위: 원)

운 영 성 과 표
제 13 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 12 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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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제 13(당) 기 제 12(전) 기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잡손실 64,640 64,640 -

Ⅵ.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3,144,032 3,144,032 - 667,620 667,620 -
Ⅶ.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667,620 667,620 - - - -
Ⅷ.법인세비용차감전당기운영이익(손실) 1,814,974,253 1,814,974,253 - (1,097,630,082) (1,097,006,082) (624,000)
Ⅸ.법인세비용 - - - - - -
Ⅹ.당기운영이익(손실) 1,814,974,253 1,814,974,253 - (1,097,630,082) (1,097,006,082) (624,000)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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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제13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제12기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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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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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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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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 외 보통예금 2,545,478,031 722,571,694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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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투자증권
기본재산으로 취득한 장기투자증권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종류
당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공정가치 취득원가 공정가치
국공채MMF 50,000,000 62,362,595 50,000,000 61,452,174

(단위: 원)

5. 유형자산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계정과목 기초잔액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기말잔액
비품 5,051,650 7,936,500 - (5,857,654) 7,130,496

(단위: 원)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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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원)

6. 무형자산
당기 및 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계정과목 기초잔액 취득 처분 무형자산상각비 기말잔액
소프트웨어 9,702,000 509,404 - (1,402,980) 8,808,424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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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원)

7. 퇴직급여충당부채
당기 및 전기 중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당기 전기
기초잔액 104,452,114 111,388,599
퇴직금 지급액 (30,619,951) (46,399,427)
설정액 56,712,555 39,462,942
기말잔액 130,544,718 104,452,114

(단위: 원)

8. 기본순자산의 변동
기본순자산은 사용이나 처분에 영구적인 제약이 있어 주무관청 등의 허가가 필요한 
자산으로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재산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기본순자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는 주석 4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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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 합계
전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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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말 50,000,000 729,291,763 11,452,174 790,743,937
당기초 50,000,000 729,291,763 11,452,174 790,743,937
당기운영이익(손실) - 1,814,974,253 - 1,814,974,253
장기투자증권평가이익 - - 910,421 910,421
당기말 50,000,000 2,544,266,016 12,362,595 2,606,628,611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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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업비용의 성격별 분류
기능별로 구분되어 표시된 운영성과표의 사업비용을 성격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
습니다. 

<당기>

구분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계
공익목적사업비용 2,826,053,852 692,156,644 8,700,964 215,757,620 3,742,669,080

사업수행비용 2,826,053,852 222,968,293 - - 3,049,022,145
일반관리비용 - 465,828,351 8,700,964 44,111,972 518,641,287
모금비용 - 3,360,000 - 171,645,648 175,005,648

기타사업비용 - - - - -
합계 2,826,053,852 692,156,644 8,700,964 215,757,620 3,742,669,080

(단위: 원)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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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특수관계인과의 중요한 거래의 내용
당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인과의 중요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인 계정과목 당기 전기 내용

중앙일보 사업수행비용 262,800,000 190,800,000
저소득층 신문구독  캠페인 
신문구독료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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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총자산 또는 사업수익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
당기 및 전기 중 단일 거래처로부터 발생한 거래규모가 총자산 또는 사업수익금액
의 10% 이상인 주요 거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거래처명 계정과목 거래금액 거래내용

삼성생명보험(주) 기부금수익
1,000,000,000 금융인성교실 사업 지원금

400,000,000 찾아가는 금융스쿨 사업 지원금
2,000,000,000 금융인성교실 사업지원금

(단위: 원)

<전기>

거래처명 계정과목 거래금액 거래내용
(재)케이알엑스 기부금수익 130,000,000 기부금

신한금융지주(주) 기부금수익 95,400,000 기부금

(단위: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