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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위스타트 
이사회 귀중 2021년 2월 17일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감사의견
우리는 사단법인 위스타트(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
표는 2020년 12월 31일과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운영성과표,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20년 12월 31일과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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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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기구는 회사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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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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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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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84길 41
안  세  회  계  법  인
대 표 이 사  박 윤 종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21년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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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
케이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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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재 무 제 표

사단법인 위스타트

제 14 기
2020년 01월 0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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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사단법인 위스타트 대표이사 송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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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제 14(당) 기 제 13(전) 기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자산
Ⅰ.유동자산 1,741,670,791 1,741,670,791 - 2,545,952,531 2,545,952,531 -

(1)당좌자산 1,741,670,791 1,741,670,791 - 2,545,952,531 2,545,952,531 -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2,3) 1,741,342,871 1,741,342,871 - 2,545,478,031 2,545,478,031 -
미수법인세환급액   327,920   327,920 - 474,500 474,500 -

Ⅱ.비유동자산 230,226,381 230,226,381 - 228,301,515 228,301,515 -
(1)투자자산 62,724,175 62,724,175 - 62,362,595 62,362,595 -

장기투자증권(주석2,4) 62,724,175 62,724,175 - 62,362,595 62,362,595 -
(2)유형자산(주석2,5)  9,394,987  9,394,987 - 7,130,496 7,130,496 -

비품 34,024,419 34,024,419 - 25,252,099 25,252,099 -
감가상각누계액 (24,629,432) (24,629,432) - (18,121,603) (18,121,603) -

(3)무형자산(주석2,6) 8,107,219 8,107,219 - 8,808,424 8,808,424 -
소프트웨어   8,107,219   8,107,219 - 8,808,424 8,808,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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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단법인 위스타트                                                                                                      (단위: 원)

재 무 상 태 표
제 14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 13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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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제 14(당) 기 제 13(전) 기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자산총계 1,971,897,172 1,971,897,172 - 2,774,254,046 2,774,254,046 -
부채
Ⅰ.유동부채 22,206,502 22,206,502 - 33,936,685 33,936,685 -

미지급금    5,776,022    5,776,022 - 8,906,245 8,906,245 -
예수금 16,430,480 16,430,480 - 25,030,440 25,030,440 -

Ⅱ.비유동부채 145,374,966 145,374,966 - 130,544,718 130,544,718 -
퇴직급여충당부채(주석2,7) 145,374,966 145,374,966 - 130,544,718 130,544,718 -

Ⅲ.고유목적사업준비금(주석2)  -  - - 3,144,032 3,144,032 -
부채총계 167,581,468 167,581,468 - 167,625,435 167,625,435 -
순자산
Ⅰ.기본순자산 50,000,000 50,000,000 - 50,000,000 50,000,000 -

기본재산(주석8,9) 50,000,000 50,000,000 - 50,000,000 50,000,000 -
Ⅱ.보통순자산 1,741,591,529 1,741,591,529 - 2,544,266,016 2,544,266,016 -

잉여금(주석9) 1,741,591,529 1,741,591,529 - 2,544,266,016 2,544,266,016 -
Ⅲ.순자산조정  12,724,175  12,724,175 - 12,362,595 12,362,595 -

장기투자증권평가이익(주석4,9)   12,724,175   12,724,175 - 12,362,595 12,362,595 -
순자산총계 1,804,315,704 1,804,315,704 - 2,606,628,611 2,606,628,611 -
부채 및 순자산 총계 1,971,897,172 1,971,897,172 - 2,774,254,046 2,774,254,046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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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제 14(당) 기 제 13(전) 기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Ⅰ. 사업수익 2,337,063,750 2,337,063,750 - 5,549,632,775 5,549,632,775 -

기부금수익(주석9,11,12) 1,738,546,866 1,738,546,866 - 4,924,638,385 4,924,638,385 -

보조금수익 598,516,884 598,516,884 - 624,674,390 624,674,390 -

회비수익 - - - 320,000 320,000 -

Ⅱ. 사업비용(주석10,11) 3,173,820,979 3,173,820,979 - 3,742,669,080 3,742,669,080 -

사업수행비용 2,341,635,851 2,341,635,851 - 3,049,022,145 3,049,022,145 -

일반관리비용 612,951,653 612,951,653 - 518,641,287 518,641,287 -

모금비용 219,233,475 219,233,475 - 175,005,648 175,005,648 -

Ⅲ.사업이익(손실) (836,757,229) (836,757,229) - 1,806,963,695 1,806,963,695 -

Ⅳ.사업외수익 30,938,710 30,938,710 - 10,551,610 10,551,610 -

이자수익    2,158,119    2,158,119 - 3,144,032 3,144,032 -

잡이익 28,780,591 28,780,591 - 7,407,578 7,407,578 -

사단법인 위스타트                                                                                                     (단위: 원)

운 영 성 과 표
제 14 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 13 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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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제 14(당) 기 제 13(전) 기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Ⅴ.사업외비용 - - - 64,640 64,640 -

잡손실 - - - 64,640 64,640 -

Ⅵ.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2,158,119     2,158,119 - 3,144,032 3,144,032 -

Ⅶ.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5,302,151 5,302,151 - 667,620 667,620 -

Ⅷ.법인세비용차감전당기운영이익(손실) (802,674,487) (802,674,487) - 1,814,974,253 1,814,974,253 -

Ⅸ.법인세비용 - - - - - -

Ⅹ.당기운영이익(손실) (802,674,487) (802,674,487) - 1,814,974,253 1,814,974,253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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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제14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13기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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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1,342,871 2,545,478,031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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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투자증권
기본재산으로 취득한 장기투자증권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
투자증권은 기본재산으로 처분 등에 있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상품 종류
당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공정가치 취득원가 공정가치
국공채MMF 50,000,000 62,724,175 50,000,000 62,362,595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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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

계정과목 기초잔액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기말잔액
비품 7,130,496 8,772,320 - (6,507,829) 9,394,987

(단위: 원)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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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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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

계정과목 기초잔액 취득 처분 무형자산상각비 기말잔액
소프트웨어 8,808,424 754,600 - (1,455,805) 8,107,219

(단위: 원)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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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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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퇴직급여충당부채
당기 및 전기 중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당기 전기
기초잔액 130,544,718 104,452,114
퇴직금 지급액 (52,375,142) (30,619,951)
설정액 67,205,390 56,712,555
기말잔액 145,374,966 130,544,718

(단위: 원)

8. 기본순자산의 변동
기본순자산은 사용이나 처분 등에 영구적인 제약이 있어 주무관청 등의 허가가 필
요한 자산이며,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기본재산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본순자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는 주
석 4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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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 합계

전기초(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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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말(2019.12.31.) 50,000,000 2,544,266,016 12,362,595 2,606,628,611

당기초(2020.01.01.) 50,000,000 2,544,266,016 12,362,595 2,606,628,611

당기운영이익(손실) - (802,674,487) - (802,674,487)

장기투자증권평가이익 - - 361,580 361,580

당기말(2019.12.31.) 50,000,000 1,741,591,529 12,724,175 1,804,31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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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비용 1,454,376,164 246,187,656 - 641,072,031 2,341,635,851
일반관리비용 - 549,088,272 10,053,634 53,809,747 612,951,653
모금비용 - - - 219,233,475 219,233,475

합계 1,454,376,164 795,275,928 10,053,634 914,115,253 3,173,820,979

(단위: 원)

<전기>

구분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계
공익목적사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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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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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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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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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

거래처명 계정과목 거래금액 거래내용
우리은행 기부금수익 300,000,000 기업 후원금
중앙일보 사업수행비용 300,600,000 저소득 신문구독 지원사업
디포렙스 사업수행비용 250,000,000 금융인성교실 교육게임 개발비

(단위: 원)

<전기>

거래처명 계정과목 거래금액 거래내용

삼성생명보험 기부금수익
1,000,000,000 금융인성교실 사업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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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원)

12. 현물 기부의 내용
당기의 기부금수익에는 (유)나이키코리아 등으로부터 현물로 기부 받은 73,244,380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부 받은 물품은 사업수행비용으로 지출되었습니다.


